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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상의 해상도를 임의의 배율로 확  는 축소하기 해 사용되는 개선된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제

안한다. 화면 해상도 변경 시 엣지 부분에서 큰 왜곡이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제안하는 해상도 변환 방법은 상의 

edge의 방향에 따라 용되며, 이것은 해상도 변환된 상의 edge 특징을 잘 보존시킬 뿐 아니라 상의 화질도 좋게 한다. 하지

만 상 보간에 사용되는 edge 방향 데이터들이 비균등 간격으로 치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cubic convolution의 kernel을 이에 맞

게 새롭게 설계하 다. 제안하는 해상도 변환 방법은 transcoder와 같이 해상도 조정을 필요로 하면서 변환된 상의 화질을 우수

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여러 응용분야에서 요하게 사용된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변환된 상이 기존 보간 방법

을 사용하여 변환된 상에 비해 artifact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좀 더 깨끗한 edge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은 해상도 변환에 의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 다.

ABSTRACT

We derive a modified version of the cubic convolution scaler to enlarge or reduce the size of digital image with arbitrary ratio. To 
enhance the edge information of the scaled image and to obtain a high-quality scaled image, the proposed scaler is applied along the 
direction of an edge. Since interpolation along the direction of an edge has to process nonuniformly sampled data, the kernel of the 
cubic convolution scaler is modified to interpolate the data. The proposed scaling scheme can be used to resize pictures in various 
formats in a transcoding system that transforms a bit stream compressed at one bit rate into one compressed at another bit rate.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transcoders, the resolution conversion is very important for changing the image size while maintaining high 
quality of the scaled image. We show experimental results that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interpolation method.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clearer edges, without artifacts, in the resized image than do conventional schemes. The algorithm exhibits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minimization of information loss when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interpolation algorithms.

Keywords : Interpolation, Cubic Convolution Scaler

Ⅰ. 서 론

상 보간법은 상을 원하는 해상도로 변환하거나, 

상의 특정정보를 부각시키기 해, 는 체 으로 더 나

은 화질의 상을 얻기 해서 많은 상처리 시스템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근래의 디지털 상이 표시되는 

LCD모니터는 그 해상도가 QCIF에서부터 WUXGA까지 

다양하게 존재 한다. 그러므로 원 상은 LCD 모니터에 맞

는 해상도로 상 보간법을 이용하여 다시 추출되어 화면

에 표시된다. 상을 좋은 화질로 유지하면서 다른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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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시키는 상 보간법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시스

템에서 필수 이고 매우 요한 기술이다
[1]-[4].  

보편 인 scaling방식들은 이산 디지털 데이터를 연속함

수 모델로 표 한 뒤, 이 함수를을 원하는 좌표에서 새롭게 

샘 링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5]. 샘 링 이론에 따르면, 유

한 역폭을 갖는 이산 신호는 sinc함수와의  convolution과
정을 통해 원본 연속 신호로 완벽하게 복원가능하다. 하지

만 sinc kernel이 무한  구간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실제

인 계산에 사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bilinear[2], bi-cu-
bic[6], cubic spline[7], 그리고 고차원 B-spline(3차 이상)[5][8]

과 같은 여러 가지 안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보간법을 용할 때 형 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scale된 

상이 aliasing, ring, 그리고 blurring과 같은 다양한 부작

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특히 edge 역은 이러한 부

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edge방향의 정보를 보

존해 다면 scale된 상의 주 , 객  화질을 높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의 기하학 인 성질

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어 왔다
[9]-[12]. Ayazifar 와 

Lim은 pel-adaptive 모델 기반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좁은 역의 기울기를 이용해 비선형 발산과정을 제어한다
[9]. 

Ratakonda와 Ahuja 는 보간법을 해가 정립되지 않은 역문

제로 수식화하고 이를 정규화된 iterative projection을 이용

하여 풀어냈다
[10]. Carey는 상  band 상과 하  band 

상 사이의 연 성을 피라미드방식으로 용한 multi-reso-
lution 기술을 보여주었다

[11]. Reichenbach와 Geng[12] 은 2
차원 cubic convolution을 개하고 convolution에 사용되

는 kernel parameter의 이상 인 값을 찾아냈다. 한편, edge
방향정보를 이용한 많은 보간 기술들이 제안 되었다

[13]-[18]. 
Allebach와 Wong은 고해상도의 edge 지도를 만들고 이것

을 이용하여 상을 확 하 다
[13]. Battiato는 불연속성 

는 격한 휘도변화 정보를 고려한 방법을 제안하 다
[14]. 

Li와 Orchard는 지역  공분산의 특징을 계산하여 작은 

상을 큰 상으로 조정하는 데 사용하 다
[17]. 그러나 edge

방향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에서 scaler는 bilinear 방법을 사

용하 고
[13],[15]-[18], scaling 비율도 2의 정수단  지수승으

로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15]-[18].

한편 순차주사(progressive)  비월주사(interlaced) 상

을 지원하는 transcoding 시스템에 용하기 한 개선된 

cubic convolution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7]. 이 논문에

서는 다양한 상 포맷간 transcoding이 가능하게 하기 

하여 cubic convolution scaler의 kernel에 상(phase)를 조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27].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배율로 해상도를 변환하기 해서 

상의 edge 방향정보를 이용하는 개선된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제안한다. 좋은 화질을 유지하면서 edge 데이터를 

확 하거나 축소하기 하여 제안하는 scaler는 edge의 방

향에 따라 용된다. edge의 방향에 치한 데이터들은 그 

간격이 비균등하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보간법은 비균등하

게 치한 데이터들에 합하도록 변형되었다. 새로운 데

이터를 추출하기 에 edge정보를 얻기 해서 이미 알려

진 edge detection 방법
[15]

을 사용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기존

의 상 보간법에 해 기술하 다. 3장에서는 비균등하

게 치한 데이터에 용 가능한 개선된 cubic convolution
에 해 설명한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는 4장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간단한 결론으로 논문

을 마친다.

Ⅱ. 해상도 scaler

이 장에서는 기존의 해상도 변환 알고리즘에 해 살펴

본다. 해상도 조정은 먼  불연속 인 원본 데이터를 이것

을 표  할 수 있는 연속 함수로 변형한 후, 이 연속 함수를 

새로운 치에서 샘 링 함으로써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

로 이루어진다. 균일한 간격으로 추출된 데이터 를 이

용하여 연속 인 보간 함수를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는 보간된 연속함수이고 는 보간 kernel
이다. 와 는 각각 연속, 불연속 샘 링 치 값을 나타낸

다. 보간 kernel 는 convolution과정을 통해 불연속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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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를 연속 함수 로 바꾸어 다.
일반 인 Shannon의 샘 링정리에 의해, 가 한정된 

역폭을 가지고 있다면, 보간된 연속신호는 식 (2)와 같고

  
∞

∞

    (2)

여기서  는 식(3) 과 같다. 

  


 (3)

식(2)는 이상 인 보간공식이어서, 실 으로 연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 안으로 다음과 같은 복원방법

이 있다. 

가 주어진 이산 데이터이고 가 새롭게 보간될 

연속 신호라고 하자.  와 좌표가 추출될 좌표에서 

가장 가깝게 치하는 유효한 이웃화소의 치이고, 이 2개 

좌표의 샘 링 격자 간격이 1이라 하자. 우리는 ,  그리

고 간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5)

와 의 범 는 ≤ ≤  과  ≤ ≤ 이다. cu-
bic convolution의 basis kernel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 

 

 (6)

식 (6)에서는 는 튜닝 라미터로써, Rifman[19]와 Bern- 
stein[20]은  로 고정하 고, Keys[6]은  로 제

안하 다. 식 (6)의 는 (-2,2)범  안에서만 값을 가지

므로,  식 (4)-(6)을 이용하여 식 (1)을 다시 표 하면 식 (7)
과 같다.

  
  


  


  


 

(7)

 
수평 는 수직방향을 따라 용되는 scaling은 scale된 

상의 edge 주변에 다양한 artifact들을 생성하기도 하며, 
이 artifact로 인한 상의 열화는 해상도 scaling 비율이 커

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좋은 화질을 유지하는 상 보

간기술은 상처리분야에서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

한 artifacts를 일 수 있는 edge방향을 이용한 알고리즘들

이 제안되었다[13]-[18]. Edge방향을 이용한 보간법은 해당 화

소와 그 주변 화소들의 상 성을 이용한다. 보통 화소 값들 

간의 상 성은 edge에 의해 역이 구분되면서 크게 나타

나는 값의 변화, 는 edge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

나는 진 인 값의 변화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보간법

들은 기존 보간법에 비해 각종 artifact의 효과를 이고 

scale된 상의 edge를 선명하게 만든다. 기존 연구들 [13]
과 [15]-[18]에서 사용된 edge방향 이용 보간 방법들은  bi-
linear방법을 사용하는데 방법은 간단하지만 scale된 상

의 화질이 좋지 않다.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상의 해상

도를 2의 정수단  지수승으로 확 하거나 이는 경우만

을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 해상도를 임의의 비율로 변경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cubic 
convolution scaler을 이용한다. 이 기법은 bilinear 방식보

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장하면서 B-spline[5] 방식보다 간단

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edge방향에 따라 용되기 

한 식(7)의 변형된 방법을 제안한다. 
 

Ⅲ. 개선된 Cubic Convolution Scaler

해상도 scaling과정은 (7)의 연속 함수를  일정간격

으로 resampling하는 과정이다. 이때 샘 링 간격을 계산하

기 해 scaling 변환 비율를 이용한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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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고 와 은 원본과 scale된 상의 

해상도를 각각 나타낸다.  ≤  ≤ 이면서   

이면 식(8)은 식(9)와 같이 표 된다.

 
    ≤    ≤          (9)

기존 조정방법에서 scaling과정은 각 축에 해 독립 으

로 용된다(행 용 후 열 용).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scaling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이기 해 edge
방향으로 scaling 과정을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Edge-Directed Scaler

제안하는 방법은 3단계로 구성된다. (a) edge 검출, (b) 
수직과 수평방향 cubic convolution 보간, (c) edge방향에 

따른 cubic convolution 보간. 그림 1은 보간될 화소값을 나

타내는 의 보간 를 나타낸다. Edge-directional 
line(EDL)은 좌표를 통하면서 edge검출 과정

[15]
의 

결과로 나온 edge방향을 따르는 직선이다. EDL는  , 
 ,  , 로 표시되는 4개의 좌표들에

서 각각 수직선 는 수평선과 교차한다. 를 EDL과 수

평축이 만나는 좌표의 화소값, 를 EDL과 수직축이 만

나는 좌표의 화소값이라 정의하고   ,  ,

그림 1. 제안하는 cubic convolution 방법의  

Fig. 1. Illustration of the proposed cubic convolution scheme.

  , 로  표 한다. 여기서 와  값은 

수평 는 수직방향으로 용된 cubic convolution에 의해 

계산되고 다음과 같이 표 가능 하다.

    
 



                  (10)

    
 



             (11)

      
 



                  (12)

      
 



               (13)

  ,  ,  , 를 각각 

보간법을 이용하여 값을 구한 후, 그림 2와 같이 EDL을 따

라 cubic convolution 보간법을 이용하여 를 구한다. 
EDL에 용되는 보간법은 비균등하게 치하는 화소값들 

  ,  ,   , 을 이용한

다. 이들 간의 거리는 A, B, C로 표  할 수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좌표들 간의 거리

가 비균등 하므로 식 (6)의 basis kernel은 EDL에 용할 

보간에는 사용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비균등한 데이터에 

해 사용 가능하도록 변형된 basis kernel을 제안한다. 
edge검출을 해서 사용된 방법[15]으로 edge가 검출되지 않

그림 2. 제안하는 cubic convolution scalar에 사용되는 데이터 

Fig. 2. Data for cubic convolution scalar along edg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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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a) 비균등하게 샘 링 된 데이터 (b) 4개의 basis kernel
Fig. 3. (a) Nonuniformly sampled data. (b) Four basis kernels

았을 경우, 해당 화소를 edge가 없는 지역에 치하는 화소

로 분류하고 기존의 cubic convolution scaler[7]를 사용한다.

2. 개선된 Cubic Convolution Scaler

그림 3(a)에서 는 보간될 데이터의 치이고,  , 
 ,  , 는 비균등하게 샘 링된 데이터들

이다. 우리는 그림 3의 ,  , , , 그리고 간의 

간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

비균등하게 치한 데이터들로 부터 보간된 신호를 얻기 

해 4개의 basis kernel함수를 제안한다. 그림 3(b)는 제안

하는 4개의 kernel과 비균등하게 치한 데이터를 보여

다. 각 kernel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15)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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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속 인 보간 함수와 flat-field 반응을 만들기 해서 

basis kernel은 보간되는 노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는 모든 에서  과 동일해야 하므로 주

어진 이산 신호 치에서 kernel의 극 은 1 이어야한다. 
특정 이산신호에서 극 을 갖는 kernel은 다른 이산신호 

치에서 ‘0’ 값을 갖는다.  주어진 이산 신호 치에서 ker-
nel의 기울기는 연속 이어야 한다.  ,  , 
 , 을 한 제약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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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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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
→



′  
lim
→



′   lim
→



′   (22c)

lim
→   



′                                    (22d)

식 (19)-(22)에서 ′ 는 다음과 같다.

 ′ 


                      (23)

(19)-(22) 조건을 만족하는 basis kernel함수는 식(24)- 
(27)으로 표 된다. 

여기서 는 kernel 함수    의 tuning 라

메터이다. 그림 3의 좌표 에서 보간되는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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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4)-(27)을 식 (28)에 입하면

       
      

(29)

여기서 

   
 

 
              (30)

  
 

 
 

      (31)

  


 


 
      (32)

  
 

          (33)

convolution의 결과에서 신호 값의 증폭 효과가 없도록 

하기 해 4개의 basis kernel은 다음을 만족한다.






   ≤ ≤              (34)

식 (30)-(33)을 식 (34)에 입하면 식 (35)와 식 (36)을 

얻는다.

  
                    (35)

  
                    (36)

가 와 같을 때, 가운데 치  에서 값   은 

값  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식 (37)을 얻을 수 있다.

         (37)

식 (35)-(37)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38)

그러므로 식 (30)-(33)에서 알지 못하는 유일한 값은 

이다. 을 로 체하고 식 (30)-(3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9)

   
   

         (40)

  
  

      (41)

  
   



   (42)

===1일 때 식 (29)는 기존 cubic convolution scaler
와 같은 식 (7)이 된다. 

3. 연산 복잡도

기존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주요 연산은 다음 4개의 과

정에서 발생한다.

1) 식 (8)의 샘 링 치  결정하기

2) 식 (9)의 s 계산

3) 식 (6) 는 식 (39)-(42)의 filter kernel 계산

4) 식 (7) 는 식 (29)의 FIR 필터링

식 (7)에 의해 기존 방식의 필터 kernel 의 계산은 24번

의 곱셈과 11번의 덧셈이 필요하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에

서는 64번의 곱셈과 11번의 덧셈이 필요하다. 를 구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기존방법과 복잡도는 동일하다.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실제 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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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R(dB)

보간 방법 Edge 검출 방법
Mobile and 
Calendar Flower Garden

Keys's [6]
No detection 23.75 21.38

[15] 22.93 20.50
Allebach and Wang's

edge-directed scheme[13]
[13] 22.98 21.14
[15] 22.83 21.05

Wang and Ward's
edge-directed scheme[16]

[16] 22.97 21.14
[15] 22.97 21.14

Li and Orchard's
edge-directed scheme[17]

[17] 23.00 21.17
[15] 22.97 21.14

Locally adaptive
scheme[18]

[18] 23.01 21.12
[15] 23.01 21.12

2-D cubic convolution[12] [12] 23.82 21.43
Proposed scheme [15] 25.14 22.23

표 1. PSNR을 이용한 성능 비교 ( 704x480i → 352x240i → 704x480i )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scalers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loss

 

그림 4. 다양한 scaling 비율 N에 한 PSNR 결과

Fig. 4. The PSNR comparison between the images resulting from the consecutive

용하여 컴퓨터 실험을 수행하 다. edge의 방향을 찾기 

해서 edge detection알고리즘
[15]

이 사용되었다. 실험 상으

로 “Mobile and Calendar”와 “Flower Garden”을 사용하

다. 이 실험에서 식(39)-(42)에서 사용된 값은 기존 방법
[6]

에서 사용된 -0.5로 정하 다.
첫 번째 실험은 객 인 평가를 해 이루어 졌다. 객
인 평가를 해 연속 인 scaling 작업 후 발생하는 정보

손실양을 비교하 다. 이 실험에서는 정보손실의 평가기

으로 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을 사용하 다. 성
능 비교를 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cubic convolution[6], 2
차원 convolution[12], 그리고 기존 방법들

[13],[16]-[18] 등과 비

교하 다. 다양한 scaling방법들을 이용하여 실험 상을 

352x240i로 축소한 후 원본 크기로 다시 scaling작업을 하

다. 표 1은 원본 상과 scaling후 원 해상도로 복원된 

상의 PSNR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

한 보간 방법을 용한 경우의 PSNR가 기존 보간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식이 객 으로 좋은 화질의 상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존의 cubic convolution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제
안한 방법의 PSNR이 상(mobile & calendar, flower gar-
den)에 따라서 최고 2.17dB와 1.11dB 만큼 높았다. 이 결과

는 제안한 방법의 비균등 데이터를 한 kernel 설계와 

edge 방향에 따른 보간법 용이 정보손실을 최소화하여 

화질 개선 효과를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그림 5 그리고 그림 6 에서는 다양한 scaling비율 

N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이 실험에서는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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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D cubic convolution[12]과 제안 방법의 PSNR 차이 (1/N배 축소 후 N배 확 한 결과)
Fig. 5. PSNR gains of the proposed scheme over the conventional 2-D cubic convolution scaler12 with various scaling factors N

그림 6. 2D cubic convolution[12]
과 제안 방법의 PSNR 차이 (M배 확  후 1/M배 축소한 결과)

Fig. 6. PSNR gains of the proposed scheme over the conventional 2-D cubic convolution scalar12 with various scaling factors M

(a) Cubic convolution[6]

 

(b) 2D cubic convolution[12]

 

(c) Proposed scheme

그림 7. 5.5배로 확 한 결과 상("barbara" 상의 일부)
Fig. 7. Results enlarged with ratio 5.5 from an edge region of the “"barbara”" image.

calendar, flower garden, susie 상들이 사용되었다. 그림 

4에서는 실험 상을 1/N배로 축소하 다 다시 N배로 확

 한 상과 원 상의 PSNR을 보여주고 그림 5에서는 기

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PSNR 차이를 보여 다. 이 결과들

은 scaling 비율이 높아질수록 제안하는 방법이 더 많은 

PSNR 이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 반 로 그림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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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p-down scaler가 포함된 transcoder
Fig. 8. The transcoder system with up-down scaler.

M배 확 한 후 1/M배 축소한 상의 실험 결과이다. 이들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의 이득이 scaling 비율이 높

아짐에 따라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주  화질 평가를 하여 기존방법

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상을 5.5배 확 하 다. 이 결과 

상은 그림 7과 같다. 이 실험에서 비교 방법으로 (a) cu-
bic convolution[6], (b) 2D cubic convolution[12] 등이 사용되

었다. 그림 7은 제안하는 방법으로 scale된 상이 기존 방

법으로 scale된 상보다 시각  화질 에서 더 효과

임을 보인다.
제안하는 방법이 상통신 시스템에서 유용한지 확인하

기 해 실제 상통신 시스템에 용해 보았다. 그림 8은 

이 실험을 해 사용될 transcoder의 블록도이다. trans-
coding은 역폭이 다른 이종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동 상 

송을 원할히 송하기 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trans-
coder는 미리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송에 사용될 채

에 맞게 재부호화 한다. 를 들어, 높은 비트율로 이미 부

호화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한 transcoder는 송할 채 에 

맞는 낮은 비트율의 새로운 비트스트림을 만들어 낸다
[21]-[26]. 

그림 8에서 transcoder는 양자화 스텝사이즈나 공간  

는 시간  해상도와 같은 부호화 라메터를 조정하여 새

로운 비트율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transcoder에서 sca-

lar는 up-down sampler 기능을 제공한다. 입력 비트스트림

이 variable-length decoder를 통해 복호된 후 복호된 정보

를 역양자화기를 통해 역양자화 된다. 역 자화된 데이터

는 역DCT를 통해 pixel domain으로 변환되고 이 데이터들

은 움직임보상을 통해 복원된다. 복원된 상을 scaler를 통

하여 새로운 해상도의 상으로 만들고 이 상은 다른 비트

율의 새로운 비트스트림으로 부호화된다. 그림 6에서 ME/ 
MC는 움직임 측/보상을, VLC는 variable-length coder, 
그리고 Q는 양자화기를 의미한다. decoder에서 얻은 움직

임벡터-모드정보는 encoder에서 다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벡터의 재사용은 많은 transcoder구조에서 사용되어 

왔다[21]-[26]. 본 논문에서는, decoder에서 얻은 움직임 벡터

는 scale비율에 맞춰 변형된다. 그 후 조정된 크기의 움직임 

벡터를 기 으로 가로 세로 ±2pixel 넓이의 좁은 움직임 탐

색 역에서 더 나은 움직임벡터를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scaled된 상의 edge의 화질을 높이기 한 해상도 scaler 
설계에 을 맞추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비디오 부호화기는 MPEG-2 MP@ML이

다. 원본 시 스는   로 부호화되었고 상

의 해상도는 704x480i이다. 실험에서 상은 480x336i 해
상도로 down scale된다. 그후 시 스는   

로 transcoding된다. PSNR 에서 상의 화질을 평가

하기 해 본래 해상도로 up scale하기 해 scaler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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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존 방법으로 transcoding된 상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transcoding된 상의 PSNR 비교 (“Mobile and Calendar” 상)
Fig. 9. The PSNR comparison between the images resulting from the transcoding systems

사용한다. 그림 9는 “Mobile and Calendar” 상에 한 실

험 결과이다. 이 그래 들은 제안하는 방법이 평균 으로 

0.77dB의 이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들은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더 높은 화질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한 다는 것을 보여

다. 이것은 제안하는 방법이 화소 역 transcoder 시스템

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뜻한다.

Ⅴ. 결 론

보간법은 상의 해상도를 바꾸기 해 지주 사용되는 

기술이다. 부분의 기술들이 상의 해상도를 2의 정수단

 지수승의 비율로 변환하기 해 제안되어 왔다. 부분

의 기술들은 수평 는 수직  보간법을 사용해왔다. 본 논

문에서는 상의 화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확 와 축소를 

하기 해 edge방향으로 용되는 보간법을 제안한다. 보간

에 사용될 EDL 상의 데이터들이 비균등하게 치하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제안하 다. 
제안하는 scaling 방법은 transcoder 시스템에서 화질을 

높이기 해 사용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transcod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일 수 있고 

transcoding된 상이 높은 화질을 가질 수 있게 해 다는 

것을 보 다. 

제안하는 방법의 장 은 임의의 변환 비율로 scaling 할 

수 있다는 것과 비균등하게 샘 링 된 데이터에 사용가능 

하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객 으로나 

주 으로 더 나은 화질의 상을 얻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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