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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영화 제작 환경에서흔히 발생하는 얼라이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

리즘은 영상의 얼라이싱 현상을 웨이블릿-푸리에 분석 (Wavelet-Fourier Analysis)으로 분석하고, 노치 리젝트 필터(Notch

Reject Filter)를 이용하여 얼라이싱현상을 최소화 시켜 영상화질을 개선한다.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제안된 알고리듬은디지

털 시네마 영상에서 얼라어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개선된 화질의 영상으로 관객의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다.

1. 서론

디지털 장비의 발전에 따라 영화제작 환경에서도 기존의 35mm

필름카메라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등장하면서, 필름

방식보다 촬영과 후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4096x2048 (4K) 급의 고해상도카메라는 35mm 필름과동일한 크

기의 풀프레임 (Full-Frame)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CMOS)센서를 탑재하고있다. 현재 상업용 영화시장

에서는 풀프레임 비디오 카메라가 35mm 필름 영화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CMOS 센서는 롤링셔터 (Rolling Shutter)라는 비균일 셔터 방식

의 문제로고화질 영상에약간의 문제가있다. 감도가낮고, 구조상 축

적된 전하의 위치 저장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센서의 일정 영역이

노출하는동안 이미지정시간동안 노출을끝낸상위 영역을읽어내는

방식인 롤링셔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의 화면 깜빡거림은 CMOS 센서

때문에 발생하는 롤링 셔터 문제 중 하나인 얼라이싱 현상(Aliasing

Artifacts)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영상이 단순하고 움직임이 적은경우

에는이러한열화의영향이인간의눈에는보이지않지만, 압축률이너

무높거나원본영상에포함된움직임이복잡한경우, 그리고공간적으

로 세밀한 영역이 많은 경우에는 손실이 심하여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다양한 잡음이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의 CMOS 센서에 의한

의도치 않은 문제점들은 디지털 영상 개선 기술이 요구된다.

Gan과 Taubman은 웨이블릿-변환 (Wavelet-Transform)을 이용

한 패킷 리프팅 방식 (Packet Lifting Method) [1] [2]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잡음과얼라이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지만, 고주파

성분 (High-Frequency Components)의 감소는화질의 열화 (Blurred)

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제안된 방법은 영상을 웨이블릿 변환하여 3단계의 LL, LH, HL,

HH 4개의부 대역(Sub-bands)으로 분리한다. 우선 LL 부대역의 얼라

이싱을 웨이블릿-푸리에 분석 (Wavelet-Fourier Analysis) 기반 계수

축소방법으로제거한다. LH, HL, HH 부대역의얼라이싱성분을제거

하기위해서 LL 부대역에서에지-맵을구하고각부대역성분과비교

하여 적응적으로 계수 축소를 한다.

2. 제안된 기술

그림 1에서와 같이 제안된 방법은웨이블릿-푸리에 분석, 노치 리

젝트 필터를 사용한 얼라이싱억제, 그리고 분산맵을 이용한 아티펙트

제거의 단계로 얼라이싱 현상을 제거한다.

그림 1. 제안된 알고리듬

입력된 영상의 얼라이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입력 영상은 그

림 2와 같이 3단계 웨이블릿 변환 (Wavelet-Transform)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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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웨이블릿변환된 3단계 LL 부대역에서푸리에변환을하여파

워스펙트럼을 분석한다. 푸리에 변환된 영상에서 특정 밝기값을 가지

는주파수영역을노치 리젝트필터를사용하여얼라이싱 현상을 억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크기가 5인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하는 노치 리젝

트 필터를 사용한다.

그림 2. 3단계 웨이블릿 변환

얼라이싱이 제거된 LL 부 대역의 계수들은 영상의 밝기 값과 같

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LL 부 대역에서 분산 맵(Varmap)을 계

산한다 [3].

 ×


, (1)

여기서 는매개변수조절파라미터를나타내고 는지역분산

값을 나타낸다.

계산된 분산 맵을 사용하여 LH, HL, HH 부 대역의 아티펙트 성

분과 디테일 성분을 분리한다.

    ∈, (2)

여기서
 는 아티펙트들이 제거된 부 대역들의 웨이블릿 계수를 나

타내며,  는 3 단계 웨이블릿 계수, 는각각 LH, HL, HH 웨

이블릿 변환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리된 아티펙트 성분영역은 가우시

안 필터를 사용하여 억제한다.

최종적으로 추정된 각 부대역들을 이용하여 역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여 얼라이싱이 제거된 영상을 획득한다.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Gan이 제안한 알고리듬과 비교

측정을 해보았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된 방법이 Gan의

알고리듬보다 얼라이싱이 더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푸리에 분석을 통하여 얼라이싱 현상을

분석하고, 노치 리젝트필터를이용하여 영상의화질을향상시켰다. 제

안된 얼라이싱 제거방법은 디지털 시네마의 얼라이싱 현상의 제거뿐

만아니라 스테레오스코픽 3차원(Stereoscopic 3D, S3D) 시네마의 좌

우영상의일관성향상에도 주요한 요소로작용하여시청자의눈의 피

로와 어지러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그림 3. 실험결과; (a) 원본영상 (b) Gan의 방법[1][2] (c) 제안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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