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387

위상 보정된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영상확대

*김상수, **엄일규, *김유신

*부산 학교 자공학과, ** 양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e-mail : *{sasokim, kimys}@pusan.ac.kr, **ikeom@mnu.ac.kr

Image Interpolation Using Phase-Shifted Wavelet Transforms

*Sang-Soo Kim, **Il-Kyu Eom, *Yoo-Shin Kim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Info. & Comm. Engineering, Miry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arameter estimation for the probability model of 

wavelet coefficients is essential to the wavelet- 

domain interpolation. However, phase uncertainty, 

one well-known drawback of the orthogonal wavelet 

transforms, make it difficult to estimate parameters. 

In this paper, we exploit a phase shifting matrix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ion. Nonli-

near modeling to capture the interscale characteri-

stics is also describ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previous wavelet-domain interpolation method as 

well as the conventional bicubic method.

I. 서론 

  공간 역에서 사용하는 bilnear 보간이나 bicubic 보

간 같은 통 인 선형 필터링 기법들은 상에 연속

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흐림 상이나 계단 

상(staircase effect)과 같은 문제 을 지닌다. 이를 해

결하기 해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2-4]

  웨이블릿 역에서의 상 보간은 상에 연속성에 

한 제약을 가하지 않아 고주  성분을 효과 으로 

복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JPEG 2000이 웨이

블릿 변환에 기반하기 때문에 공간 역에서의 보간보

다 효율 이다. 웨이블릿 변환에 기반한 상 보간은 

해상도 상의 웨이블릿 밴드에 고주  부 역을 외

삽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웨이블릿 역의 상 보

간은 계수들이 가지는 잘 정의된 통계  특성과 스

일간 의존성을 이용한다[1, 5]. 이 방법들은 스 일간 

계수의 치가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웨이블릿 계수 

모델에 한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터 뱅크 

이론으로부터 유도한 상보정 행렬을 이용하 다. 

상보정 행렬을 통해 복구된 계수들은 스 일간 계수 

크기에 한 선형 모델을 통해 고주  부 역의 분산

을 추정하는 데 이용된다. 모의실험에서 제안 방법은 

통 인 bicubic 보간법과 웨이블릿에 기반한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다.

II. 상보정 행렬

  상보정은 짝수 상의 계수로부터 홀수 상의 계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어떤 신호를 웨이블릿 변환하

면 필터링 단계 까지는 선형 상의 특성이 유지 되지

만 다운 샘 링을 거치면서 선형 상의 특성은 사라

지고 상에 한 불확실성이 1 비트 만큼 발생하게 

된다. 상의 불확실성은 외삽할 부 역의 계수 치

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데시메이션(decimation)이 없는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는 것인 데 이는 웨이블릿 계수를 다시 

역변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필터 뱅크 이론으로

부터 유도된 상 보정 행렬을 이용하면 역변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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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6]. 상보정 행렬에 

해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을 입력 신호라 하고,  과  은 각각 주

 부 역의 계수와 고주  부 역의 계수를 나타낸다

고 하자. 필터 뱅크 이론으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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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웨이블릿 분해 뱅크에 

있는 역 통과 필터와 고 역 통과 필터이다. 첨자 

‘e’와 ‘o’는 짝수 상과 홀수 상을 나타낸다. (1)과 

(2)를 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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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4)

행렬          를 상보정 행렬이라고 부

른다. 만약 필터 뱅크가 완벽복원(perfect reconstr-

uction)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고 

    가 되므로 상보정 행렬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5)

여기서,    가 되고 

  
 

,      이며  

       이다. 상보정은 웨이블릿 공간의 선

형 상 특성을 되찾게 할 수 있다. 상보정은 웨이

블릿 역에 직  용할 수 있으므로 데시메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웨이블릿 변환보다 효율 이다. 

III. 제안 방법

  웨이블릿 계수의 확률 도함수는 라 라스 확률모

델, 가우스 혼합모델 는 일반화된 가우스 모델등으

로 표 할 수 있다. 웨이블릿 계수에 한 가우스 혼

합 모델에서 계수의 상태는 크기가 작은 비 요 계수

에 해당하는 상태 0와 크기가 큰 요 계수에 해당하

는 상태 1로 나  수 있다. 이 때 웨이블릿 계수의 확

률 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가우스 혼합 모델(GMM)로 

표 된다.[7]

                   

    

         


    

. (6)

여기서    은 번째 계수가 상태 (0 혹은 1)에 있

음을 나타낸다. 상태 확률  는 번째 계수 가 

상태 에 있을 확률이고  은 가 상태 일 때의 

분산이다.    
 은 평균 (=0)와 분산 을 가진 

가우스 확률 도 함수이다. 상태천이확률  를 이

 스 일에서 에 해당하는 치의 계수  가 상

태 일때, 가 상태 에 있을 확률이라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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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러면 식(6)과 식(7)에서,

       

 


        


      

    

 


        


     

. (8)

이다. 만약 부모 계수의 상태가 0으로 결정된다면 

      이고   이다. 따라서 식(8)은 다음

과 같이 된다.

     

 


  


 


  (9)

한 부모 계수의 상태가 1이라면 식 (8)은 다음과 같

이 된다. 

     

 


  


 


  (10)

이 모델을 사용하여 상 보간을 하기 해서는 계수

의 상태 결정과 상태천이 확률의 추정 그리고 분산의 

추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3.1 계수의 상태 결정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계수를 상태를 결정하기 

해 그 이 상의 히스토그램에서 클래스내 분산을 최

소화하면서 클래스간 분산은 최 화하여 화소값의 클

래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웨이블릿 계수는 

그 이 상의 화소값과는 달리 큰 동  범 를 가진

다. 여기서는 웨이블릿 계수의 양자화된 히스토그램이 

칭형태를 가진다는 을 이용하여 계수의 동  범

를 다. 계수의 상태 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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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계수의 상태 결정  (Lena, LH-band) 

(a) 원 상의 계수 크기에 한 그 이스 일 

상 (b) 이진 상으로 나타낸 상태결정 맵

  웨이블릿 계수의 치  의 동 범 를 개의 구

간으로 나 었을 때, 번째 구간에 속한  의 개수를 

라 하면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12)

여기서 

    
 

 


 ,      
 

 


 (13)

이다.   ⋯이고  는 각 구간의 푯

값에 한 오름차순 집합이며 ∀∊ 이다. 그림 1

은 이 방법으로 상태를 결정한 이다.

3.2 상태 천이 확률

  앞에서 언 했듯이 웨이블릿 역에서의 상 보간

은 최고주  역의 계수를 외삽하는 문제이다. 고주

 부 역에서 상태 천이 확률은 다음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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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산의 추정

  상의 스 일간 특성을 반 하려면 스 일간 감소

율을 반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 스 일간 감소율을 반 할 수 있도록 웨이블릿 

계수의 치를 다음과 같이 선형 모델링 하 다.

     

  ,       (15)

 는   번째 스 일의 상태 (0 or 1)에 해당하는 계

수이다.   은 LL-밴드를 제외한 가장 주  부 역

을 가리킨다. 가 클수록 고주  부 역이다. 는 최

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이 모델은 스

일간 계수의 치가 모호하다. 이 치의 모호성은 

  번째 부 역에 상보정 행렬 연산을 용하여 해

결할 수 있다. 는 다음과 같다.

 

 


   


 


 

 




 



 
(16)

여기서  는 번째 스 일에서 상태에 있는 계수의 

총 개수이고,  는 번째 스 일에서 상태에 있는 

번째 계수이며   는 상이 보정된 부 역에서 

 의 치에 해당하는 계수가 된다.

  해상도 상의 마지막 고주  밴드   에 해, 

계수 추정을 해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값들로부터 

 을 외삽해야 한다. 일반 으로 웨이블릿 계수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17)

이 때 는 값에 의존하게 된다. 식(15)로부터


  



  
 (18)

이다. 외삽을 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19)

그러면,

 
  

  

  
  

   (20)

이고, 여기서    
 



  이다. 외삽할 부 역의 분산 

  은  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1)

  외삽할 부 역의 계수는 추정된 분산을 가지고 (9)

와 (10)에 주어진 GMM의 실 에 의해 생성된다. 이 

때 난수 발생은 추정 부 역에 은 확률이 지만 의외

의 큰 값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잡음을 제거하기 해 두가지 방법을 고려하

다. 하나는 Wiener 필터와 같은 잡음제거 필터를 사용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고해상도 상을 복원할 때 

웨이블릿 역변환 필터를 쓰지 않고 상보정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상보정 필터에 의해 복원된 

상은 역 통과 필터를 거친 웨이블릿 역변환 상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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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cubic (27.40dB) (b) [1]의 방법 (29.54dB) (c) wi-Wiener(31.50dB) (d) wi-Psfilter(31.41dB)

그림 2. 주 인 화질 비교 

표 1. PSNR 비교(dB) 

Bicubic HMT [1] wi-Wiener wi-Psfilter

Lena 30.29 32.20 34.35 3 4 .4 2

Boat 27.40 29.54 3 1 .5 1 31.32

Peppers 30.82 33.86 33.86 3 3 .9 0

Babara 23.92 23.78 2 5 .5 3 25.34

Ⅳ. 모의 실험

  제안 방법의 성능 비교를 해 lena, boat, peppers, 

babara 상에 한 PSNR를 구하 다. 해상도 입력 

상은 고해상도 상을 한 단계 웨이블릿 변환을 한 

후 얻은 LL 상을 사용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웨이

블릿 필터는 Daubechies 직교 9/7 필터이다. 부호는 

부모계수의 것을 상속하 다. 

  표 1은 테스트 상에 한 PSNR 결과이다. 

'wi-Wiener'은 7×7 마스크를 이용한 Wiener 필터를 

후처리로 사용한 것이고 ‘wi-Psfilter'는 웨이블릿 역변

환 신 상보정 행렬을 사용한 방법이다. 제안 방법

은 난수 발생을 사용하므로 매 실행마다 PSNR이 다

르게 나온다. 따라서 표 1에서 10번의 실행에서 얻은 

PSNR들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성능 비교를 해 

통 인 bicubic 방법과 은닉 마코  트리 모델을 사용

한 방법[1]의 PSNR을 보 다.

  표 1에서 제안 방법은 통 인 bicubic 방법 뿐 아

니라, 은닉 마코  트리 모델을 사용하는 [1]의 방법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 다. 그림2 에서 흐림 상이 

나타난 (a)와 잡 이 섞인 (b)에 비해 제안방법에 의해 

복구한 상 (c)와 (d)가 선명한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계수의 확률 모델에 한 매

개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 상보정 행렬을 사

용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스 일간 계수 크기를 선

형 모델링하여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 다. 

훈련이 필요 없고 개별 상에 맞는 분산 추정이 이루

어진다는 장 이 있다. 

  제안 방법의 단 은 확률 도함수의 칭성으로 인

해 부호 추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확한 부호 추정을 

해 바이어스된 평균값을 사용하는 가우스 모델을 이

용하는 방법이 더 연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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