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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HD급 및 UHD급 영상에대한코덱 및영상 처리기술이개발되고있다. 그리고자연영상뿐만아니라스크린 컨텐츠

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컨텐츠의 영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도 변환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bi-cubic의 방법을 SoC로 구현하기 위해서 변형하면서도, scaling된 영상의 화질 손실은 거의 없이

UHD급 영상으로 확대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일반 영상에서도 성능이 좋지만 스크린컨텐츠 영상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Polyphase와 비교실험을 했을 때,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화질과 구현 복잡도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1)

Screen contents란 컴퓨터, mobile phone, 방송 장비, 기타 전자 기

기 등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 중에서 문자(text), running banner,

scrolling text, presentation, word 편집기, 수식 편집기, graphics, 웹

페이지, 게임화면 등으로 이루어진 컨텐츠를 의미한다. Screen

contents가 사용되는 응용 분야로는 교육방송, 네트워크 게임, 게임 방

송, remote desktop, desktop sharing, video conference, game video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1]-[5].

Screen contents는 일반적인 natural 컨텐츠들에 비해서 contrast

가 높고, 매우 날카로운 edge 신호들을갖고있으며, 잡음이거의없고,

컨텐츠 내부의 물체 움직임이 smooth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Screen contents와 natural contents는 서로 완전히 다른 통계적인 특

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각 종류의컨텐츠의해상도를변경시키기위

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scaler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screen contents의 화소값 특성은 기존에 사용되던 영상들의 특성

과 다르기 때문에 필터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edge가

많은 screen contents를 기존의필터 기술로 scaling하는 경우, 확대된

그림의 edge 주변에 overshoot 효과가 발생하고 화질이 크게 저하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scaler filter

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1)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4K급 UHD를 지원하는 초고해상도(Super Resolution) 영상 스케일러

개발, K10041900)으로 지원되었음.

책임저자: 한종기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컨텐츠의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한 기술로

bi-cubic 기술과 polyphase filter를선정하여해상도변경 성능을비교

하였다. 특히, 이 scaler filter들을 SoC로 구현할 때, 하드웨어적인 복

잡도 및 필터 계수 정수화에 따른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bi-cubic

scaler와 polyphase scaler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3장에서는 scaler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들을 제안한다. Scaler를 SoC로 구현할 때 고려

해야할 점들을 제 4 장에서 제시하고, 5장에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Bi-cubic과 Polyphase filter

Bi-cubic scaler는 cubic convolution scaler라고도 명명되며,

photoshop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술로써 간단하고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cubic scaler 방법은 보간하

려는 위치 주위에 있는 4개의 픽셀정보를 사용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써,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filter kernel을 표현할 수 있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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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cubic scaler는 4탭으로 구성된 간단한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알고리즘적인 구현 복잡도가 낮지만, 이 기술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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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수식(1)과같이세제곱, 제곱, 곱셈등복잡도가높은 process

를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i-cubic에 사용되는 필터 계수들을 정수화한 후 사용하는 방법을 고

안해야한다.

이에 반해, polyphase scaler 방법은보간하려는 위치주위에 있는

8개의 픽셀정보를 사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scaler에

서는 sinc 함수를 샘플링하여 만든 kernel을 사용하는데, 이는 샘플링

된 신호에서아날로그 신호를 이론적으로 완전 복원할 때 sinc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현재까지 많은 응용 제품에서 polyphase

scaler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필터에서는 bi-cubic과 달리 8

개탭을사용하여필터링함으로써구현복잡도가높고, 특히 영상의세

로방향 적용시 8개의 라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

한, 보간하려는 위치(위상, phase) 마다 8개 탭으로 구성된 polyphase

계수 set을 저장해야하기때문에메모리사용량이 많다는단점이있다.

3. Scaler의 최적화

가. Scaler의 phase correction

현재 스크린 컨텐츠들의 대부분은 Color format이 4:2:0 타입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형식을갖는영상의해상도를변경하게되면변경한

영상의 색차신호에서 phase shifting이 발생한다. 보간된 영상에서 색

차신호의 위치가 어긋나면 해상도를 변환한 영상에서 색이 번지거나

원래의위치보다밀려나는현상이일어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

하기 위해 색차신호를 scaling할 때, 칼라 포맷의 타입을 고려하여 보

간 위치보정을 해줘야한다. 구체적으로는색차신호의 현재보간 위치

를 수식(2)의offset값 d 만큼 더해주어 색차신호의보간위치를조정해

야 한다.

 



or
  (2)

위 식 (2)의 offset d는 scaling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 offset 적

용방법은 Bi-cubic과 Ployphase scaler 모두에 적용가능하다.

나. Tuning parameter optimization of Bi-cubic

앞서서 식 (1)에서 표현된 bi-cubic의 kernel은 란 tuning

parameter가 존재한다. 이 값이 양의 값을 갖으면 kernel 모양이 부드

러워지고, 반대로음의 값을갖게되면 날카로운모양의 kernel이 만들

어진다. 따라서 scaling하려는 컨텐츠의 국지적인 특성을 분석한 후,

이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tuning parameter를 사용해야한다. 예를 들

어, screen contents의 엣지 영역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 tuning

parameter를 사용하고, 배경 등저주파 신호영역에서는 양의값을 갖

는 parameter를 사용하는방식을적용해야한다. 영상 신호의 국지적인

특성에 최적화된 tuning parameter를 사용함으로써 보간된 영상의화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4. Scaler의 Hardware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는 Polyphase filter가 16개의 보간위치(위상)별로

filter set을 구성하고 있는것과마찬가지로 bi-cubic용 filter도 16개의

discrete 위상별로 filter set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bi-cubic의 성능을 분석할 때, 식 (1)에서와 같은 실수 형태 계수들을

모든보간위치에서사용했기때문에, 보간 위치별필터구성의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SoC 형태로 구현했을 경우의 성능을 정확하

게확인하지못했었다. 본 논문에서는이필터계수들을정수화시키고

16개의 discrete한 위상별로 계수들을 setting시켜 SoC로 구현한

bi-cubic scaler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이때, 필터 계수

값의 소숫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정수화 시켜야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실험을통해결정된 4 탭 bi-cubic scaler의탭 계수들은 표 1과같

다. 16개의 위상에대해계수를계산한것은 polyphase 방식의위상구

분과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

Bi-Cubic Scaler 탭 계수

위상 위치 A0 A1 A2 A3

< 1/16 0 1024 0 0

< 2/16 -28 1014 40 -2

< 3/16 -49 987 93 -7

< 4/16 -63 944 158 -15

< 5/16 -72 888 232 -24

< 6/16 -76 821 313 -34

< 7/16 -75 745 399 -45

< 8/16 -71 663 487 -55

< 9/16 -64 576 576 -64

< 10/16 -55 487 663 -71

< 11/16 -45 399 745 -75

< 12/16 -34 313 821 -76

< 13/16 -24 232 888 -72

< 14/16 -15 158 944 -63

< 15/16 -7 93 987 -49

< 16/16 -2 40 1014 -28

표 1. 위상 값에 따라 정수화된 bi-cubic 탭 계수

표 1과같이필터계수들을정수화를하면해상도가변경된영상의

화질손실이 거의 없이 정수계산만으로 scaling할 수 있다. 이 필터들

을 이용해서 bi-cubic을 수행하는 과정을 식 (3)에서 보이고 있다.

식 (3)을 이용함으로써, 10bit shift 연산을 통해 소수점 3자리까지

정수화를 할 수 있고 하드웨어 동작도 간단해질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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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가. Phase Correction 효과

본 절에서는 bi-cubic scaler를 4:2:0 칼라 포맷 영상에 적용할 때,

phase correction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a)는 screen

contents에서 phase correction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고, (b)는

correction을 적용한 결과이다. phase correction을 적용하였을 경우,

칼라의 위치가 보정되어 더 향상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No-phase correction

(b) Phase correction

그림 1. 위상 보정에 따른 성능 비교

나. Tuning parameter 조절 효과

본 절에서는 bi-cubic scaler의 tuning parameter  값의 변화에

따라 scaling된 영상의 화질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

림 2에서 (a)처럼파라미터값이양의 숫자로 크게되면, 변화된영상이

부드럽게 되는 것의 정도가 지나쳐서 뭉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

로 (c)에서처럼 파라미터값이 음의 값으로 크게 되면, 변환된 영상이

날카로운 느낌이 나고, 특히 엣지 영역에서는 overshoot가 발생하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 가장 이상적인방법은영상의블록별로최적화

된 파라미터 값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a)  = 1.0

(b)  = -0.5

(c)  = -1.2

그림 2. 파라미터 값에 따른 변형 영상 비교

다. Scaler들간의 성능 비교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수값을 갖는 bi-cubic scaler를 continuous

위상에대해서비제약적으로사용했기 때문에, SoC로 구현된 bi-cubic

scaler의 성능을 확인할수없었다. 본 절에서는 polyphase scaler와 정

수화된 bi-cubic간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하드웨어 구현에 적합하도

록 변형시킨 bi-cubic scaler의 성능을 분석하고 있다.

(a) Bi-cubic으로 확대한 일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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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능
지표

정수화 된 방식
Bi-Cubic

Poly Phase

Lena

PNSR 35.5 dB 34.6 dB

RMSE 2,195.2 2,426.3

TIME 1.872 sec 2.792 sec

F16

PNSR 35.3 dB 34.3 dB

RMSE 2,240.2 2,515.0

TIME 1.888 sec 2.839 sec

Baboon

PNSR 26.2 dB 26.3

RMSE 6,369.7 6,317.2

TIME 1.856 sec 2.855 sec

(b) Polyphase로 확대한 일반 영상

(c) Bi-cubic으로 확대한 스크린컨텐츠 영상

(d) Polyphase로 확대한 스크린컨텐츠 영상

그림 3. 정수화된 bi-cubic scaler의 성능 비교

일반영상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들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

으나 스크린컨텐츠 영상에서는 각각의 아이콘을 보면 Bi-Cubic으로

확대한 영상이 Polyphase로 확대한 영상에 비해 비교적 깨끗하게 보

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정수화된 bi-cubic scaler의 성능 비교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수화된 bi-cubic 필터가

polyphase 방식보다 복잡도가 훨씬 낮고 객관적인 복원 화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HD영상을 UHD로 확대할 때, bi-cubic의 필터계수를 정수화 하더

라도 Polyphase와 유사하거나 또는 더 우수한 성능을 얻을수 있었다.

이때 성능은 객관적인 지표(PSNR, MSE)와 주관적인 지표(실험결과

영상)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기술의 복잡도와 관계있는동작 시간을 성능분석 표에서비교할 때,

제안하는 기법이 더 빠르게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로

방향보간 시, 8개의 주위 화소들을 이용하는 Ployphase에 비해 4개의

주위화소들을 이용하는제안하는 기법이훨씬적은 line memory만을

이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hardware 구현관점에서 더유리한 기술이

라고 판단되었다.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일반영상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스크린컨텐츠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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