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3, No. 11, November 2010(pp. 1610-1620)

적응적인 임계값을 적용한 정확한 움직임 검출과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3-D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

조대림†, 송진모††, 이동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적응적인 임계값을 이용한 정확한 움직임 추정방법과 이진영상에서의 미리 정의한 패턴을

이용한 에지 기반 공간 필터링 방법을 이용한 적응적 3-D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움직임 예측시

발생하는 움직임 미검출과 거짓 움직임 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내의 복잡도에 따라 적응적인 임계값을

적용 하였다. 움직임 영역에서의 공간 필터를 사용할 경우 완만한 대각 방향의 에지와 라인의 보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 발표된 미리 정의한 이진 패턴을 이용한 에지기반의 필터링 방법에서 이진 패턴의 재구성

을 통해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시각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보이는 것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An Efficient 3-D Deinterlacing Algorithm by Detecting Accurate
Motions Using Adaptive-Thresholded Values

Dae-Rim Cho†, Jin-Mo Song††, Dong-Ho Lee†††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otion-adaptive 3-D deinterlacing algorithm based on an adaptive-thresholded

motion detection and an interpolation method using binary patterns to compensate motion missing and

false motion errors. For efficient motion detection, we adaptively decided a threshold value according

to the complexity of image. Many edge-based interpolation algorithm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subjective quality. Recently, to efficiently interpolate low angle edge and line, a method using

predefined binary patterns has been propo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method by modifying

the binary patterns. Simulation results have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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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V 방송에서는 전송 대역폭을 줄이기 위하여 짝

수, 홀수 필드가 1/60초 간격으로 교차되어 하나의

프레임을 이루는 인터레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디인터레이싱이란 인터레이스 방법의 화질 열화를

줄이기 위해 각 필드를 프레임으로 복원하는 알고리

즘이다. 디인터레이싱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

소는 입력영상을 움직임이 있는 영역과 움직임이 없

는 배경영역으로 구분하는 움직임의 감지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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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영역에 적용하는 공간 필터의 성능에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 되었는데, 특히 움직

임 영역을 추정해서 다양한 공간 필터를 사용하여

움직임에 따라 적응적으로 보간하는 방법들이 제시

되었다[1-4,8].

기존의 움직임 추정 방법에는 3필드, 4필드, 5필드

를 참조 필드로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들이 제시

되었다. 이런 방법들은 움직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필

드간의 차이 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 움직임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적은 경우

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움직임

추정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움직임 영역과 정지영역

을 나누기 위하여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고정 임계값을 사용 하는 경우에, 높은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움직임 미검출이 발생하고 낮은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짓 움직임 검출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하

여 최적의 임계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만 영상마다의 최적의 임계값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에서 정확

한 움직임을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내의 복잡 정도에 따라 적응적인 임계값을 적용

하였다. 실험 결과 영상내의 복잡한 영역은 거짓 움

직임 검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평탄한 영역에

서는 움직임 미검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반영하여 움직임 미검출과 거짓 움직임 검출을 최소

화 하도록 적응적인 임계값을 적용하여 다양한 영상

에서 움직임 영역을 정확히 구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공간 필터링 방법에서는 영상의 에지 부분

이 눈에 매우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아 주관적 화질 비교 시 화질

열화가 크게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에지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지 기반의 영상 보간법

들이 제시되었다.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지를 추

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보간하는 방법들이 간단한 계

산과 구현의 용이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작은

화소 값의 변화에 민감하고 잘못된 에지 정보를 이용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5-7].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진영상에서 미리정

의한 패턴을 이용한 에지 기반의 필터링 방법이 제시

되었다[9]. 이러한 연구도 기존 방법들에 비해 상당

한 성능 개선을 이루었지만 라인의 길이가 짧거나

잡음 패턴에 의해서 완만한 기울기의 에지나 라인에

서의 패턴 검출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낮은

각도의 에지나 라인의 경우에도 방향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패턴을 재정의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존 알고

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

2.1 기존의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움직임 적응적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움직임 영역과 정지영역으로 구분하

는 정확한 움직임 감지에 있다. 따라서 움직임을 추

정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소개 되었고 대표적으로

3-필드, 4-필드, 5-필드를 이용한 움직임 예측 알고

리즘이 있다.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최대 차분 값을

구해서 이것을 고정 임계값과 비교하여 움직임 영역

과 정지영역을 구분 하였으나,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아 영상에 따라 거짓 움직임 검출이나 움직임

미검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에지 기반의 공간 필터링 알고리즘

기존의 공간 필터링 알고리즘은 에지 영역이 눈에

매우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에지에 대한 고려

가 되어 있지 않아 에지 영역에서 심각한 화질열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에지 기반의 공간 필터링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5-7,9].

에지 기반의 디인터레이싱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ELA이다. ELA방법은 손

실라인을 보간하기 위해 3x3 윈도우를 사용하여 방

향성 상관도를 계산하고 상관성이 가장 높은 방향의

두 화소간의 평균값으로 보간한다. 하지만 작은 화소

값에 민감하고 45도 보다 크거나 작은 각도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이진영상을 이용한 효율적인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은 보간 할 화소의 에지의 방



161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1호(2010. 11)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순서도

그림 2. 최대 차분 값 계산

향 판단을 이진화 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보간한다[9]. 따라서 기존 에지 기반 알고리즘에 비

해 에지 방향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완만한

에지 방향을 판단하여 보간함으로써 완만한 각도의

에지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다. 그

러나 정의된 패턴의 한계로 인해 작은 에 대를 가진

라인이나 에지 패턴에 대해서는 화질 열화가 발생하

는 문제점이 있다.

3. 제안하는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정확한 움직임 추정과 효율적

인 필터링 설계를 통해 디인터레이싱 성능을 개선하였

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체 순서도이다.

3.1 적응적인 임계값을 이용한 움직임 추정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해서 4-필드의 입력 영상에서

의 화소 차분의 최대값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서 임계값을 적응적으로 적용 하였다.

3.1.1 최대 차분 값 결정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3개의 참조 필드로부터 화

소의 밝기 차이를 구하여 움직임 정보를 계산한다. 시

간상으로 t의 위치에 있는 움직임 정보를 계산하기 위

해 최대 차분 값을 구하는 것은 식(1)과 같다. 최대 차

분값과 적응적인 임계값을 이용하여 움직임 영역, 중

간 영역, 정지 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게 된다.

( ( , 1, ) ( , 1, 2)
( , ) max ( ( , 1, ) ( , 1, 2)

( ( , , 1) ( , , 1)

abs p x y t p x y t
out x y abs p x y t p x y t

abs p x y t p x y t

- - - -æ ö
ç ÷= + - + -ç ÷
ç ÷+ - -è ø (1)

3.1.2 적응적 임계 값 결정

위에서 구한 최대 차분값을 임계값과 비교해서 영

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계값 결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실험에 의하면 영상내의 복잡한 영역의

경우 영상의 차분값이 크게 나왔고 이로 인한 에러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크게 나왔다. 따라서 정지 영역을

움직임 영역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짓 움직임 검출이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소 높은 임계값을 적용

하였고 반면 움직임 영역을 정지영역으로 판단하는

움직임 미검출의 경우는 다소 높은 임계값을 적용하

여도 차분값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탄한 영역의 경우에는 반대로 차분

값이 작게 나오고 복잡한 영역에 비해서 차분값 에러

가 작기 때문에 다소 낮은 임계값을 부여해서 움직임

미검출과 거짓 움직임 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최적의 임계값을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상을 이

용한 실험을 통해서 영상의 복잡도에 따른 움직임

미검출 빈도수와 거짓 움직임 검출 빈도수를 파악

하였다. 고정 임계값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영

역일수록 거짓 움직임 검출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

았으며 평탄한 영역일수록 움직임 미검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서 영상 내 복잡도를 기준

으로 임계값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최적의 임계값을

결정 하기 위해서 분산 구간을 기준으로 임계값의

수치를 변화 시켜가면서 최적의 임계값을 갖는 수치

를 결정 하였으며, 영상의 복잡도 계산에는 7X18 윈

도우 내의 화소 값의 분산값을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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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산 값에 따른 적응적인 임계값 결정

분산값 0∼2 2∼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

임계값 2 3 4 5 6 7 8 9 10

그림 3. 기존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패턴의 예

그림 4. 이진 패턴의 길이가 짧아 검출이 안 되는 예

그림 5. 주변의 잡음 화소로 인해서 검출이 안 되는 예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결정한 최적의 임계값은 표

1과 같다. 마지막으로 각 화소의 위치에서 위에서 구

한 최대 차분값과 적응적으로 구한 임계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움직임 영역과 정지영역을 결정한다.

3.2 시/공간 필터링 알고리즘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가지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필터링을 수행한다. 움직임 영역에는 이진 패턴을 이

용한 보간 방법을 수행하고 정지 영역에서는 시간축

미디언 필터를 사용 한다. 또한 중간 영역에는 논문

에서 제안한 5-탭 미디언 필터링을 적용하여 보간함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 하였다.

3.2.1 공간 필터링

움직임 영역에서 공간 필터링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에지 기반 알고리즘 중에서 보다 성능

이 우수한 미리 정의한 이진 패턴을 이용한 에지 기

반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9]. 그림 3과 같이 정의된

패턴을 사용하는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그림 4, 5와

같이 이진 패턴의 라인의 폭이 짧거나 잡음 패턴에

의해서 완만한 기울기의 에지나 라인에서의 패턴 검

출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 패턴을 재정의

하였다. 패턴의 재 정의를 통해서 기존 논문에서 찾

지 못하는 보다 낮은 각도의 에지나 라인의 경우도

패턴의 검출이 잘 됨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영상의 보간은 기존 방법처럼 패턴에 따른 방향성

을 결정하고 결정된 윈도우와 방향성에 따른 후보

화소를 결정한다. 후보 화소간 최소 상관도를 적용하

여 평균값을 보간 값으로 사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간 시에는 일률적인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는데, 이

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가지는 기울기와는 상관없

는 화소를 참조하여 계산상의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

이 커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계산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패턴의 기울기에 따른 적응적인 윈도우



161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1호(2010. 11)

그림 6.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진 패턴의 예

그림 7. 5-탭 미디언 필터

그림 8. 시간 미디언 필터

를 결정해서 보간을 하는 경우 계산상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3.2.2 시간 필터링

정지영역일 경우에는 다른 필드에 있는 화소를 사

용해서 효율적인 보간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그림

7과 같이 현재 보간 하려는 화소의 같은 위치에 있는

이전필드의 화소 C와 현재 필드의 화소 A와 B의 중

간 값을 선택함으로써 노이즈를 제거 하였다.

3.2.3 5-탭 미디언 필터링

중간 영역은 움직임 영역인지 정지 영역인지 경계

가 애매한 영역을 말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

소화하기 위해 임계 값 주변의 영역을 중간 영역으로

하였다. 중간 영역에서 움직임 미검출과 거짓 움직임

검출을 줄이기 위해서 5-탭 미디언 필터를 제안 하였

으며, 그림 8과 같이 이전필드의 화소(A), 현재 필드

의 실제 화소(B,C)와 보간 된 결과 화소(D,E)의 중간

값을 선택해서 영역이 애매한 경우에 잘못된 영역

설정으로 인해 생기는 화질 열화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모의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추정, 공간 필터링, 최종 보

간 영상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성능평가를 실시하

였다. 객관적인 성능 평가는 PSNR 비교와 논문에서

제안한 움직임 미검출, 거짓 움직임 검출의 측정을

통해 수행하였고 주관적인 화질 평가는 다양한 영상

으로부터의 다양한 패턴을 추출해서 비교하였다.

4.1 움직임 추정 성능 비교

적응적 임계값을 이용한 움직임 추정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움직임 영역과 정지영역으로 나

눈 이진영상과 분산값에 따른 이진영상의 상관성을

비교 하였다. 그림 9의 그림(a)는 복원해야 할 영상이

고 그림(b)는 필드 영상에 대해 고정 임계값을 사용

해서 움직임 영역과 정지영역으로 나눈 이진 영상이

다. 그림(c)는 복잡도에 따라 영상을 이진화 시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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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프레임 현재 프레임 다음 프레임

(a)

(b)

(c) (d)

그림 9. 이진 영상에서의 적응적인 임계값 적용 검증 (a)원영상 연속 프레임, (b)임계값이 2인 경우에 움직임 추정 이진

영상, (c)분산값이 <=4인 경우에 이진영상, (d)적응적인임계값을 적용한 경우에 움직임 추정 이진 영상

상이다. 그림(b)와 그림(c)를 비교하면 점선 네모 안

의 영역은 복잡한 영역으로 정지영역을 움직임영역

으로 판단하는 거짓 움직임 검출이 많이 발생한 반

면, 실선 안의 영역은 평탄한 영역으로 거짓 움직임

검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다양한 영상에서의 실험에서도 복잡

한 영역에서 거짓 움직임 검출의 발생 빈도가 높았고

평탄한 영역인 경우에는 움직임 미검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복잡한 영역에는 다소 높은 임계값을

적용해서 거짓 움직임 검출을 줄였고 평탄한 영역에

서는 낮은 임계값을 적용해서 움직임 미검출을 줄였

다. 그림(d)는 복잡도에 따른 적응적인 임계값을 적

용해서 거짓 움직임 검출과 움직임 미검출을 줄인

이진 영상이다. 고정 임계값을 사용한 경우보다 움직

임영역과 정지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복잡도에 따른 최적의 임계 값 결정은 다

양한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였고, 결정

된 복잡도에 따른 최적의 임계 값을 적용 했을 때

최종 보간 영상과 고정 임계 값을 적용한 최종 보간

영상과의 PSNR 을 비교하였다. 또한 식(2)와 (3)에

의해서 움직임 미검출 픽셀과 거짓 움직임 검출의

개수를 측정해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한다.

움직임 미검출 화소 개수의 측정은 정지 영역에서

의 시간 필터를 적용한 영역인 경우에 정지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면 같은 위치에서 원 영상하고

같은 화소 값을 가져야 하고 만약 움직임 영역을 정

지 영역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종 보간 영상과 원 영상의 화소

차분 값이 임계 값 보다 크다면 움직임 미검출 화소

로 판단 한다. 식(2)와 같이 이상적인 경우는 차분값

이 0이 아닐 경우에 움직임 미검출 픽셀로 판단하지

만 노이즈로 인해서 임계값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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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적응적인 임계값의 초기 값에 따른 움직임 미검출, 거짓 움직임 검출 비교

Mother and daughter (352X288) akiyo (352X288)

초기값 움직임 미검출 오류율 거짓 움직임 검출 오류율 초기값 움직임 미검출 오류율 거짓 움직임 검출 오류율

1 0.09 % 0.81 % 1 0.12 % 0.76 %

2 0.24 % 0.58 % 2 0.35 % 0.64 %

3 0.40 % 0.44 % 3 0.76 % 0.53 %

4 0.57 % 0.37 % 4 1.29 % 0.37 %

5 0.84 % 0.30 % 5 1.72 % 0.30 %

거짓 움직임 검출이 발생한 화소 수의 측정은 움

직임 영역에서의 시간 필터를 적용 하였을 경우에

움직임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 하였다면 같은 위치의

보간 영상이 원 영상과 다른 값이 나와야 하고 만약

정지 영역을 움직임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최종 보간 영상과 원 영상의 화

소 차분 값이 임계 값 보다 작다면 정지 영역을 움직

임 영역으로 잘 못 판단한 거짓 움직임 검출로 판단

하고 식(3)과 같이 개수를 세었다.

_ _

1
0 0

( , )
v size h size

i j
M f i j

= =

= å å
(2)

1

:  
1,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original pixel
            ( , ) : deinterlaced pixel

where
if x i j y i j threshold

f i j and i j is stable region
if x i j y i j threshold

where x i j
y i j

>=æ ö
= ç ÷<è ø

_ _

2
0 0

( , )
v size h size

i j
F f i j

= =

= å å (3)

2

:
1,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original pixel
            ( , ) : deinterlaced pixel

where
if x i j y i j threshold

f i j and i j is moving region
if x i j y i j threshold

where x i j
y i j

<=æ ö
= ç ÷>è ø

표 2는 앞에서 설명한 적응적인 임계값을 결정하

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에서 임계값을 다르게 주면서

식(2)와 (3)을 이용해서 움직임 미검출, 거짓 움직임

검출을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 임계값이 1인 경우에

는 움직임 미검출이 가장 적었지만 거짓 움직임 검출

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움직임을 정확하게 구분

하기가 어려웠고 임계값이 3 이상일 경우는 움직임

미검출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간 영상에 임펄

스 노이즈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적응적인 임계값을

2로 결정하게 되었고 움직임 미검출을 최소화 하면

서 거짓 움직임 검출도 줄일 수 있었다. 표 3은 분산

구간 별로 임계값의 증가 수치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식(2)와 (3)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이다. 분산 구간

별로 증가 수치를 1이상으로 하였을 때 움직임 미검

출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 거짓 움직임 검출이 줄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움직임 미검출이

증가 됨에 따라서 더 심각한 화질 열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 수치를 +1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4는 적응적인 임계값과 고정 임계값을 사용 하였을

경우에 식(2)와 (3)를 측정한 결과와 PSNR을 비교한

결과이다. 영상마다의 최적의 임계값이 다르기 때문

에 고정 임계값을 적용 하면 어떤 영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정

임계값으로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움직임 미

검출이 최소화 되지만 거짓 움직임 검출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정지

영역에 공간 필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간

이 되지 않고 보간 영상이 뭉개짐 현상의 화질 열화

를 보인다. 또한 임계값이 큰 경우에는 움직임 미검

출이 많이 발생하고 거짓 움직임 검출이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공간 영역에 시간 필터링을 사용함으로

써 보간 영상에 임펄스 노이즈가 생기게 되고 더욱

심각한 화질 열화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에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적응적인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에서 움직임 미검출을 최소화 하면서 거

짓 움직임 검출을 줄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거짓 움직임 검출로 인한 화질 열화보다 움직임

미검출로 인한 화질 열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움직임

미검출을 많이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지막

으로 PSNR 비교시 영상마다 적응적인 임계 값 적용

이 고정 임계값을 최적으로 적용한 영상과 PSNR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과 11은 최종 보간 영상에서의 고정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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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산 구간별 임계 값 증가량에 따른 움직임 미검출, 거짓 움직임 검출 비교

Mother and daughter (352X288) akiyo(352X288)

분산 구간별

임계값 증가량

움직임 미검출

오류율

거짓 움직임 검출

오류율

분산 구간별

임계값 증가량

움직임 미검출

오류율

거짓 움직임 검출

오류율

+ 1 0.24 % 0.58 % + 1 0.38 % 0.65 %

+ 2 0.40 % 0.51 % + 2 0.76 % 0.61 %

+ 3 0.72 % 0.46 % + 3 1.24 % 0.58 %

표 4. 고정 임계 값 적용과 적응적인 임계값 적용의 움직임 미검출, 거짓 움직임 검출, PSNR 비교

Mother and daughter (352X288) akiyo(352X288)

임계값
움직임 미검출

오류율

거짓 움직임 검출

오류율

PSNR

(db)
임계값

움직임 미검출

오류율

거짓 움직임 검출

오류율

PSNR

(db)

2 0.03 % 1.42 % 36.271 2 0.04 % 0.89 % 43.310

5 0.28 % 0.57 % 41.727 5 0.67 % 0.59 % 43.143

10 0.92 % 0.30 % 41.957 10 2.17 % 0.27 % 43.064

15 1.79 % 0.16 % 41.840 15 3.56 % 0.14 % 43.589

20 3.18 % 0.08 % 41.791 20 4.89 % 0.08 % 43.606

Adaptive 0.24 % 0.58 % 41.939 Adaptive 0.37 % 0.65 % 43.323

(a) (b)

그림 10. 고정임계값적용과적응적인임계값적용의주관적

인 화질 비교: (a)원영상, (b)보간 영상의 정지 영

역의 확대

(a) (b)

그림 11. 임계 값 적용과 적응적인 임계 값 적용의 주관적인

화질 비교: (a)원영상, (b)보간 영상의 움직임 영

역의 확대

값을 사용한 경우와 적응적인 임계값을 사용 했을

때의 주관적인 화질 비교를 한 것이다. 그림 10 (a)

에 있는 원영상의 박스 안의 벽면은 움직임이 없는

영역이다. 그림 10 (b)를 보면 고정 임계값으로 낮은

값을 사용 하는 경우에 움직임이 없는 영역을 움직임

영역으로 판단하여 화질열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b)의 경우에는 고정 임계값으로 큰 값을 사

용하는 경우이고 움직임 영역을 정지 영역으로 판단

하여 생기는 화질열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적응적인 임계값을 이용하여 보간된 영상은 원영

상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4.2 필터링 성능 비교

움직임 영역에서 사용하는 공간 필터링 성능 비교

는 에지 기반의 영상보간 알고리즘인 ELA, 이진 영

상의 패턴을 이용한 기존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테스트

영상에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확대한 부분은 완

만한 각도의 에지와 라인에 대한 보간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다른 필터링을 통한

영상보간 결과 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

리즘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완만한 각도의 에지나 라인에 대해

서 블러링, 링잉현상과 같은 화질열화가 현저하게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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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12. Car영상에 대한 주관적 화질비교 : (a)원영상, (b)원영상 부분 확대, (c)ELA, (d)이진영상 패턴을 이용한 보간,

(e)제안하는 알고리즘

(a) (b) (c)

(d) (e)

그림 13. Hotel영상에 대한 주관적 화질비교 : (a)원영상, (b)원영상 부분 확대, (c)ELA, (d)이진영상 패턴을 이용한 보간,

(e)제안하는 알고리즘

4.3 보간 영상의 성능 비교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최종 보간 영상

과 기존 움직임 적응적 기반 알고리즘[1,4]의 최종

보간 영상의 주관적, 객관적인 화질 비교를 통해서

앞에서 부분적으로 검증한 부분에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4의 영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

의 보간 영상이다.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에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에서 움직임 미검출로 인한 화질 열화

가 발생하는데 반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

화질열화가 발생하지 않고 원 영상과 거의 유사해짐

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 5에서는 객관적인 화질 비

교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역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기반의 적응적인 디인터레

이싱 알고리즘으로서 임계 값을 영상의 복잡도에 따

라서 적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 하였고 또한

주관적인 화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에지 영역에서

의 화질 열화를 최소화하는 에지 기반의 영상 보간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움직임 기반 적응적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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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14. 움직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화질비교 : (a)원영상, (b)원영상 부분 확대, (c)Ref[4], (d)Ref[1] (e) 제안하는 알고리즘

표 5. 기존 알고리즘과의 객관적인 화질 비교

algorithms
Foreman

(352X288)

Mother

(352X288)

Child

(352X288)

Paris

(352X288)

Silent

(352X288)

Table

(352X288)

Reference[1] 30.42 29.63 33.54 27.00 27.83 26.72

Reference[4] 30.43 29.42 33.34 31.10 28.01 26.60

Proposed

algorithm
33.31 41.82 35.55 31.35 35.31 30.54

링 적용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움직임

미검출과 거짓 움직임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

잡도에 따른 적응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였고 실험에

의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이진 영상에서 미

리 정의한 패턴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울기의 에

지와 라인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대부분의 영상에서 기존의 알

고리즘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에

지나 라인이 원본 영상과 거의 유사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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