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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움직임이 큰 해상도 상을 고해상도 상으로 복원하는 움직임 추정기반의 고해상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 인 실험 상에 비해 실제 사용되는 움직임이 큰 상은 부화소 움직임을 찾기가 어렵다. 한 일반 움직임 추정기법을 이용

한 참조이미지와 후보이미지를 찾기 해서는 매우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기존

의 2차원  움직임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제안한 임계값을 기 으로 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참조이미지를 결정하고, 후보 이미지들 

사이의 최소 가 치를 가진 최 의 후보 이미지들을 찾아 고해상도 복원과정을 진행하는 새로운 상 등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한 기법은 평균 PSNR이 31.89dB로 통 인 고해상도 기법보다 높은 PSNR을 보이며 계산 복잡도

도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otion estimation-based super resolution algorithm to restore input low-resolution images of large 

movement into a super-resolution imag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ub-pixel motion estimation in images of large movement 

compared to typical experimental images. Also, it has disadvantage which have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to find reference 

images and candidate images using general motion estimation metho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 traditional 

two-dimensional motion estimation using the proposed registration threshold that satisfy the conditions based on the reference 

image is determined. Candidate image with minimum weight among the best candidates for super resolution images, the 

restoration process to proceed with to find a new image registration algorithm is proposed. According to experimental results, 

the average PSNR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31.89dB and this is better than PSNR of traditional super-resolution algorithm 

and it also shows improvement of computational complexity.

      Keywords : Super Resolution, Motion Estimation, Image Registration, Candidate Image, PSNR 

Ⅰ. 서  론

고해상도 상복원은 해상도 상을 고해상도의 

상으로 재구성하는 상처리 기법 의 하나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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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경제 인 제약으로 인하여 우주산업  국방산업 등

에 그 역이 제한 이었으나, 최근 고품질  고해상

도의 상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설물 보안이나 범죄 수사 등에 CCTV에 장

되어 있는 비디오 독이 폭넓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

라, 다양한 상 분석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한 최

근 들어 리 보 되고 있는 가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해상도의 화질 때문에 차량번호 식별이 쉽지 않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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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 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

제 의 안으로 고해상도 상 복원 기법을 용한

다면 해상도 상을 고해상도 상으로 복원이 가능

하다. 이미지 해상도 향상 알고리즘 에 보간법(Inter- 

polation)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해상도 이미지로 고

해상도 이미지를 만든다는 에서 고해상도 상복원

과 다르다. 보간법의 경우, 하나의 해상도 이미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간편화로 계산량이 어서 

실시간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장 이 있지만, blur와 노

이즈에 하여 제한 인 한계를 가지며 더불어 보간법

의 한계인 화소 값의 정확성을 보장해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고해상도 상복원의 경우에는 입

력이 되는 해상도 이미지의 개수가 보간법에 비해 상

당히 많으므로 보다 높은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인 해상도 알고리즘은 동일 지역을 촬

한 여러 장의 해상도 상을 이용하여 해상도의 

상으로 재구성하며 상처리 알고리즘은 다음 두 가지 

요한 단계로 나 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상 등록 (registration)으로, 그림 1

과 같이 여러 장의 해상도 상에 한 이동(shift)과 

회 (rotation)에 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두 번

째 단계는 수집된 상 정보로부터 해상도 상을 복

원(reconstruction)하는 단계이다. 일반 인 고해상도 

알고리즘에 비해 움직임이 많은 해상도 이미지는 부

화소 움직임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일반 인 

고해상도 알고리즘으로 얻어지는 복원된 상이 보간

법의 결과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래한다. 그 이유

는 첫 번째로, 수많은 고해상도 알고리즘은 고해상도 

이미지로서 다운 샘  모델 이미지 형태를 만들기 하

여 당한 왜곡(warp)과 찰모델에 근거를 둔다.
[1～8]
 

일반 인 찰모델에서는 부화소 움직임에 의해 표

화되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이 큰 상을 사용하게 

되면 부화소 움직임이 표 화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좋

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 두 번째 이유는, 등록의 과정 

는 카메라의 PSF추정은 이상 이지 않다. 수많은 

고해상도 알고리즘은 고해상도 과정 안에서 등록오류

를 이기 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 다.[9～11] 그들은 

제한된 해상도 입력 상을 가정하고 고해상도 과

정에 용하 다. Marcel와 Vandewalle 등은 주 수 

역에서의 등록정보 획득을 제안하 다. 이들은 입력 

그림 1. 해상도 상 등록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low resolution image 

registration.

상을 푸리에 변환한 후 간 역의 주 수 성분의 변

화량을 추출하여 등록정보를 획득하 다. 하지만, 이러

한 방법에서의 정보 획득은 정확한 정보 획득에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 인 실험 상이 아닌 움직

임이 큰 차량용 상에서는 부화소 움직임을 찾기 어렵

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용하기에는 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존의 Vandewalle의 2차원  움직임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제안한 임계값을 기 으로 등록 조건을 만족

하는 참조이미지를 결정하고, 후보 이미지들 사이의 최

소 가 치를 가진 최 의 후보 이미지들을 찾아 고해

상도 복원과정을 진행하는 새로운 상 등록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한,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이 기

존의 주 수 도메인을 기반으로 한 고해상도 상복

원 알고리즘 방법 보다 PSNR은 물론 화질도 우수함을 

보 다. 본 논문은 Ⅱ장에서 기존의 고해상도 상복

원 알고리즘 방법과 문제 에 해서 살펴보고, Ⅲ장에

서는 움직임 추정기법을 이용한 최 화된 참조 상을 

선택하여 등록정보를 획득하는 새로운 상 등록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Ⅳ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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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의 초고해상도 알고리즘

고해상도 상복원 알고리즘은 크게 두 근방법

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간 도메인 근방법

이다. 해상도 이미지들의 픽셀을 고해상도 이미지 픽

셀 격자에 직 으로 매칭시킴으로써 해상도의 향상을 

이루는 방법이다. 고해상도 상복원의 다른 근방

법은 주 수 도메인 근방법이다. 실제로 고해상도 이

미지는 해상도 이미지에 비해 이미지의 세 한 부분

을 표 해주는 고주  성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의 다운 샘 링(Down-sampling) 과

정에서 이 고주  부분은 감쇠되고 앨리어싱이 발생하

여 상의 해상도에 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주 수 

도메인 근방법은 해상도 이미지에 존재하는 앨리어

싱을 제거하여 고해상도 상을 얻는 방법이다. 

그림 2. Keren이 제안한 등록 알고리즘

Fig. 2. Registration algorithm proposed by Keren.

1. 기존의 공간 도메인의 등록 알고리즘

Keren은 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재구성하여 공간 

역에서의 특정 방향 에지 성분의 기울기를 테일러 정

리를 이용하여 근사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       




     



(1)

식 (1)은 테일러 정리에 의한 각 방향별 기울기의 근

사치를 구하는 식이다. 식 (1)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 

각 방향의 기울기의 근사값을 계산하여 등록정보를 

획득한다. 그림 2는 Keren 등이 제안한 방법을 나타낸

다.[4] 

2. 기존의 주파수 도메인의 등록 알고리즘

Marcel와 Vandewalle은 주 수 도메인에서의 등록정

보 획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2, 12]

이들은 입력 상을 푸리에 변환한 후 간 역의 

주 수 성분의 변화량을 추출하여 등록정보를 획득하

다. 그림 3은 Marcel과 Vandewalle이 제안한 방법을 나

타낸 것이다. 이 두 알고리즘은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상의 주 수 성분의 변화량을 추출하여 정보획득을 

제안하 다. 한 특정 역 내의 정보를 추출하기 용

이하게 하기 하여 극좌표계에 각 픽셀들을 사상시킨 

후 주 수 성분 변화량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 다. 

기존의 등록알고리즘 방법에서의 정보획득은 정확한 

정보 획득에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 인 실

험 상이 아닌 움직임이 큰 차량용 상에서는 부화소 

움직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여기

에 용하기에 하지 않다.

그림 3. Marcel와 Vandewalle이 제안한 등록 알고리즘

Fig. 3. Registration algorithm proposed by Marcel and 

Vandewalle.

Ⅲ. 제안한 초고해상도 복원 알고리즘

제안된 기법은 그림 4와 같이 최 의 참조 상 선택

(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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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Fig. 4. Overview of proposed algorithm.

(Optimal Reference Images Selection)단계, 상등록 

(Image Registration)단계, 고해상도 상복원 (Image 

Reconstruction)단계로 총 3단계로 나  수 있다. 최

의 참조 상 선택단계에서는 기 상을 기 으로 각 

좌표에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참조 상을 선택한다. 상

등록 단계는 기  참조이미지 기 으로 이동과 회 추

정치를 검출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미지를 선

택하여 등록해 다. 마지막 상 복원단계에서는  

단계에서 등록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 입력 해상도

(LR) 상에 한 고해상도(HR) 상을 복원한다. 

1. 최적의 참조영상 선택단계

최 의 참조 상을 선택하기 해서는 먼  입력되

는 해상도 이미지들을 Tukey창을 이용하여 필터링 

시킨다. 여기서 Tukey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지의 

원형 칭문제와 모든 경계 효과를 제거하기 해서 사

용된다. 이와 같이 필터링을 거친 다음, 정지 상이 아

닌 움직임 상이기 때문에 두 이미지 사이의 움직임을 

표 하기 해서 주 수 도메인 방식으로 수평, 수직 

이동 라미터와 평면 회 각을 나타낼 수 있다. 식(2)

의  는 2차원 참조 상,  는 이동  회 된 

상을 나타낸다.

      

      

  

  
   

(2)

식(3)과 같이 푸리에 도메인으로 표 할 수 있다. 

   




   
 

 




 ′  ′′
(3)

여기서 는  의 2차원 푸리에 변환과 

′   좌표변환으로 나타낸다. 그 변환 후에 
″ ′ , 푸리에 변환의 크기 계를 계산하면 다음 
식(4)와 같다.[2～3]

  


 ′
 ′  ′′

 
 ′
 ′  ′′

 
 ′′
 ′′  ″′′

 
 ′′
 ′′  ″′′

  

(4)

식(4)의  는 그림 5와 같이 같은 각도 이상의 

 회  각도를 공간  도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와  는 공간 도메인에서 푸리에 

변환의 상 값 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값 x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푸리에 변환  와 

 의 차이에서 회  각도를 측할 수 있다. 

그리고 회 에 한 보상 후, 이동값 x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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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회  추정(= 25°)과 푸리에 변환 결과
Fig. 5. The rotation estimation (=25°) and result of 

Fourier transform.

 사이의 상 차이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이동

량 추정은 선형 상 이동으로 푸리에 도메인에서 식

(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5)

여기서 이동량 추정은 서  픽셀 변 를 찾기 해 

사용되며, 체 입력 상의 최 의 참조 이미지를 결

정하는데 용이하다. 한 우선 처리과정에서 최 의 등

록 오류를 가지고 있는 한 해상도 입력 이미지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정기법은 매우 높은 계

산 복잡도를 가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참조 이미지와 후보 이미지를 결정하기 한 새로운 

근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참조 이미지로 하나의 이미

지를 선택하고, 참조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

미지의 회 각에 한 보상값을 얻게 된다. 그리고 

 ′ ,  ′ ....  ′ 가 있는 회  이미지  

에 한 이미지를 보상할 수 있다. ∠ ′   
상 차이의 기울기로 식(5)에서와 같이 이동 매개 변

수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 식(6)을 이용

하여 조건에 만족하는 체 입력 상의 최 의 참조이

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표 1의 X, Y축은  ′ 을 
Angle은  로 나타낸다. 

(0,1) 후보 이미지
No. Frame Y축 X축 Angle 가 치

1 327 1.053602087 0.01750481 0.1 0.181913494

2 326 0.913326618 -0.060192365 0 0.269872379

3 329 1.613963842 0.037429492 0 0.488512739

4 328 1.694488441 -0.168355756 0 0.621835755

: : : : : :

30 337 -1.846360075 -8.697737814 -2.3 2.318154322

표 1. 최 의 후보이미지를 선정을 한 라미터

Table 1. Selection of ideal parameters for candidate 

image. 

(1,0) 후보 이미지
No. Frame Y축 X축 Angle 가 치

1 323 -0.069738219 0.813785361 -0.1 0.347802945

2 324 0.380152922 1.099554879 0 0.466044304

3 321 0.002107901 -0.193833518 -0.1 0.569269385

4 319 -0.352182065 0.577396003 0 0.621764643

: : : : : :

30 337 -1.846360075 -8.697737814 -2.3 2.236463718

(1,1) 후보 이미지
No. Frame Y축 X축 Angle 가 치

1 333 0.840667375 0.757836472 0.1 0.445633023

2 325 0.618976603 0.774634564 0 0.545998811

3 324 0.380152922 1.099554879 0 0.55141343

4 327 1.053602087 0.01750481 0.1 0.611365099

: : : : : :

30 337 -1.846360075 -8.697737814 -2.3 2.400617506

 ≤∠ ′   ≤  (6)

여기서 은 참조 이미지, n은 을 제외한 나머지 후

보 이미지, 는 합한 등록 조건 만족하는 임계값을 

나타낸다. 는 보통 -1 ∼ 1의 값을 가지며 만약에 

입력이미지가 식(6)을 만족한다면, 그 이미지가 후보이

미지로 할당이 되고 그 에 부분의 후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참조이미지로 결정된다. 

2. 영상등록 단계

참조 이미지가 결정되면, 각각의 격자좌표로 참조 이

미지를 이동하고 각 좌표 [(0,1),(1,0),(1,1)]에 옮겨 참조 

이미지와 후보 이미지 사이의 최소 가 치를 가진 합

한 후보 이미지를 찾게 된다. 이때 가 치는 식(7)과 같

이 일반 인 거리에 한 수식을 입하여 구한다. 

가중치        (7)

여기서 각각   는 기  참조이미지,   

는 비교할 후보이미지의 이동량 추정값(x, y), 회  추

(415)



28 움직임 추정 기법을 이용한 움직이는 차량의 초고해상도 복원 알고리즘 김성훈 외

그림 6. 기 등록 과정

Fig. 6. The initial registration process. 

정값 를 나타낸다. 표 1은 최 의 후보이미지 선정을 

해 식(6), 식(7)을 이용하여 각 좌표별 후보이미지들

을 X축, Y축, 회 각 그리고 가 치를 표로 정리한 것

이다. 각 좌표별로 가 치가 최소가 되는 이미지를 각 

좌표별 (0,1)=327, (1,0)=323, (1,1)=333를 후보이미지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 6과 같이 Hilbert 공간방법

을 이용하여 기 등록 차를 진행한다. 

3. 고해상도 영상복원 단계

앞서 상등록 단계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고

해상도 이미지는 다  샘 링 주 수를 가지고 있으며 

오 셋 되기 때문이다. 오 셋  다  샘 링 주 수

의 값을 이기 해 평균 값 필터링을 용한다. 그래

서 각 픽셀 값을 모두 교차 모양과 이웃의 5 픽셀을 사

용하고, 평탄한 역에서는 상등록 단계에 의한 효과

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고주 를 생성해서 결

함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등록 단계 

후 bi-cubic 보간법을 용하여 재생성 과정을 진행한

다.
[15]
 한 추가로 교차모양  bi-cubic 보간법을 이용

하여 재생성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고해상도 이미지 구

을 할 수가 없다면 더 많은 다  샘 링 주 수를 

여주기 해 de-blurring, sharpening 작업을 추가로 진

행하게 된다.[16]

Ⅳ. 실험 결과

본 에서는 앞에서 언 한 기존의 등록알고리즘 문

제에 한 방법들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한 실험 결

과를 제시한다. 그림 7과 같이 실험에 사용되는 상은 

자체 제작한 1.3-Mega 픽셀 CMOS 이미지 센서와 

ARM-9 기반 듀얼 코어 로세스를 채택한 블랙박스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센서와 블랙박스

Fig. 7. Image sensor and a black box used in the 

experiment.

(a)

(b)

그림 8. (a) 해상도 비디오 순서, 

(b) 8개의 샘  이미지

Fig. 8. (a) Low-resolution video sequence, 

(b) 8 sample images.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비디오 시 스를 녹화 

하 다. 녹화된 비디오 시 스는 VGA 해상도 MPEG 

-4 트로 압축되며, 제안한 알고리즘은 환산 계수 

(scale factor)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정차

되었을 경우만 동 상을 녹화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그림 8(a)와 같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해 

8개의 샘  이미지를 사용하 다. 샘  상은 2배 스

일링에 해 성능 평가를 하기 해 그림 8(b)와 같이 

640×480의 원본 비디오 상의 두 배로 다운 샘 링 하

여 320×240의 낮은 해상도의 상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이 다운 샘 링된 해상도 이미지는 오 셋

과 멀티채  앨리어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험에 사용된 CMOS 이미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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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9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 비교 : 

(a,e,) Stone et al알고리즘, (b,f) Kim and Su알

고리즘, (c,g) Vandewalle알고리즘, (d,h) 제안된 

알고리즘

Fig. 9.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reconstruction 

algorithm and conventional algorithm : (a,e) 

Stone et al algorithm, (b,f) Kim and Su 

algorithm, (c,g) Vandewalle algorithm, (d,h) 

proposed algorithm.

지 센서에는 안티 앨리어싱 필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실험 방법은 Ⅲ장에서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Stone et al, Kim and Su, Vandewalle 방법들과 비교하

다. 성능 평가를 한 화질 척도로는 PSNR(Peak-To 

-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 고, 식 (8)과 

같다.
[17]

샘 Proposed Stone
[13]

Kim&Su
[14]

Vandewalle
[2]

1

2

3

4

5

6

7

8

실행

시간
15.6sec 3.1min 2.3min 1min

평균

PSNR
31.89dB 26.01dB 28.64dB 30.23dB

표 2.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conventional algorithm. 

 × 





 












 



(8)

여기서, X는 상의 열의 수, Y는 행의 수이다. 255

는 픽셀이 가지고 있는 최 값이며, 는 원 상, 

는 결과 상이다. 그림 9는 두 개의 샘 상에

서 스 일링된 샘 상을 도시한 것이다. 한 표 2는 

실험한 결과 상을 비교한 것이며, 각 샘 상 별로 

평균 PSNR 결과와 실행시간을 나타내었다. 제안한 기

법이 기존 기법보다 PSNR, 실행시간에서 우수한 결과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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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일반 인 실험 상이 아닌 움직임이 큰 차량용 상

에서는 부화소 움직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고해상도 알고리즘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 획득에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2차원  움직임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기 상을 기 으로 각 좌표에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참조 상을 선택하고, 그 참조 상을 기 으로 

가 치가 가장 가까운 등록 정보들을 획득하여 고해

상도 복원과정을 진행하는 새로운 상 등록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

균 PSNR이 31.89dB로 기존의 고해상도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화질을 보 다. 한 기존 알고리즘에 비

해 계산속도도 향상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블랙박

스  주차장 CCTV 등 움직임이 많은 고해상도 상 

복원 제품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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