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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 계수 분포를 이용해 추출한 edge 방향성에 기반한 새로운 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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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멀티미디어 장치와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크기는 장치에서 지원하는 해상도나 사

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미지 보간 기법은 크게 공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수행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

도메인에서의 보간 방법은 주파수 도메인의 보간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화질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오버 스무

딩 현상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능이 낮다. 반대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 방법은 객관적인 화질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만 블록 열화 현상이 나타나 주관적인 화질 측면 성능이 낮다.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보간 기법은 블록 열화 현상 외에도 모든 블록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고주파 성분을 채워 넣기 때문에 영상의 edge가 많은 부분에서 주관적인 화질 성능을 떨어뜨린다. 본 논문에서

는 DCT 계수 분포를 이용해 분류된 edge 방향에 따라 공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보간 기법을 적응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

듬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두 도메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주관적인 화질 측

면의 성능 향상과 함께 객관적인 화질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Abstract

Nowadays, video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improved creating tremendous results. As video technology improve, 
multimedia devices and demands from users are diversified. Therefore, a video codec used in these devices should support various 
displays with different resolutions. The technology to generate a higher resolution image from the associated low-resolution image 
is called interpolation. Interpolation is generally performed in either the spatial domain or the DCT domain. To use the advantages 
of both domains, we have proposed the new adaptive interpolation algorithm based on edge direction, which adaptively exploits the 
advantages of both domains.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our algorithm performs well in terms of PSNR and reduces 
the blocking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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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재 홈 네트워크와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기술 등의 발달

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하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현재 사용자들은 표준화질 텔

레비전(SDTV), 고화질 텔레비전(HDTV)에서부터 휴대폰, 
태블릿P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장치

를 이용해 영상을 보고 있다. 멀티미디어 장치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

맞게 멀티미디어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 코덱 기술들

도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

업샘플링은 저해상도의 영상을 이용해 고해상도 영상을 만

들어 내는 기술이다. 현재 이미지 업샘플링은 공간 확장성을

제공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코딩(scalable video coding) 표
준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스케일러블 비디오코딩에서 업샘

플링 된 영상의 품질에 따라 전반적인 코딩 효율이 결정되므

로 업샘플링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1,11].

H.264/AVC, MPEG-4, H.263, JPEG 등 이전 비디오 코

덱 표준과 HEVC 같은 차세대비디오 코덱들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이산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DCT)을 사용해 영상을 압축 도메인으로 변환시

킨다. DCT는 에너지 집중 현상(energy compaction)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상 압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변환

기술이다. 영상을 압축 도메인에서 직접 다루는 기술은 많

은 이점을 가져 올 것이고, 업샘플링도 압축 도메인에서 직

접 수행될 수 있다.
이미지 업샘플링은 크게 공간 도메인(spatial domain) 또

는 DCT도메인(DCT domain)에서 수행되는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 도메인에서의 이미지 업샘플링 기

법은 양 선형(bi-linear), 2차 선형(Bi-cubic), S-Spline, 6-탭
위너 필터(6-tap wiener filter) 등이 있다

[2-5, 12]. 이 중에서

6-tap wiener filter는 H.264/AVC 와 SVC 비디오 코덱에서

업샘플링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공
간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 기법은 주변 화소들의 정보를

이용해 이미지를 보간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화질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오버스무딩(over-smoothing)[12] 현상을

발생시켜 업샘플링된 영상의 객관적인 성능을 떨어뜨린다. 
DCT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은 제로 패딩(zero-padding) 
과 하이브리드(hybrid) 기법이 있다

[6-9]. 이 기법들은 공간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보다 over-smoothing 효과가 적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화질이 높게 나오지만 블록

열화현상이 나타나 주관적인 화질에서 낮은 성능을 보여준

다. DCT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은 블록 열화 현상 외에도

모든 블록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고주파 성분을 채워 넣

기 때문에 영상의 edge가 많은 부분에서 주관적인 화질 성

능을 떨어뜨린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화질이 좋은 DCT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 기법과 주관적인 화질이 좋은 공간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 기법을 블록의 edge 방향에 따라 적응적으로 사

용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이미지를 4x4 블록 단위로

DCT하고 그 계수를 이용해 블록의 edge 방향을 평탄한 블

록(flat), 수평방향(horizontal), 45° 대각방향(increase diag-
onal), 수직방향(vertical), 135° 대각방향(decrease diago-
nal), 방향성이 없는 복잡한 패턴을 갖는 블록(non-direc-
tion)의 6가지로 분류한다. 분류된 edge 방향의특성을 고려

해 블록 단위로 DCT도메인과 공간도메인에서의 보간 기법

을 적응적으로 사용해 8x8 블록으로 업샘플링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 업샘플

링 기법에 대하여 간략히소개를 하고, III장에서는 다음세

순서대로 제안하는 기법을 자세히설명한다. (1) DCT 계수

분포 분석, (2) DCT 도메인에서 edge방향 추출 방법, (3) 
edge 방향에 기반한 적응적 업샘플링 알로리듬. 그리고 IV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통해 기존알고리듬과 제안하는 알고

리듬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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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적인 이미지 업샘플링 기법

1. 공간도메인에서의 6-탭 위너 필터 (6-tap Wiener 
Filter)

6-탭 위너 필터의 6 화소에 대한 각 가중치를 나타내는

필터 계수
[10]

는 (1)과 같다.

 (1)

그림 1은 원본화소와 업샘플링된 화소의 위치 관계를 나

타낸고, 회색픽셀은 원본 화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a위치의 업샘플링 된 화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D, E, F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6-탭 필터를 적용해야 한다.

   (2)

그림 1. 원본화소와 업샘플링된 화소의 위치 관계
Fig. 1. Position of original pixel and up-sampled pixel

2. DCT 도메인에서의 제로 패딩 기법
(Zero-Padding)[6]

 DCT 도메인에서의 업샘플링 방법은 이미지를 블록 단

위로 분할 후 가가 블록을 (3)의 DCT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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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F(u,v)와 f(i,j)는 각각 공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

인에서의 블록을 나타낸다.
그후에 업샘플링 되는 블록의좌측 상단에 DCT 계수를

채우고, 채워진 DCT 계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고주파 영

역에 제로(zero)를 패딩하여 다시 역변환(inverse DCT: 
IDCT)하는 방법이다. (4)는 DCT 도메인에서의 제로 패딩

방법을 나타낸다.


  or  

    
   (4)

여기서 forig_low는 원본 이미지 블록의 DCT 후 DCT 도
메인에서의 DCT 계수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공간 도메인보

다 over-smoothing 효과가 적게 나타나 상대적인 화질이 높

게 나오지만 고주파 성분을 0으로 패딩하기 때문에블록열화

현상이 나타나 주관적인 화질에서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

3. DCT 도메인에서의 hybrid 방법 (Hybrid)[9]

하이브리드 방법은 제로 패딩 방법에서 고주파 영역을

0으로 패딩하면서 발생하는 블록열화 현상으로 인해 주관

적인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먼저 공

간 도메인에서 6-탭 위너 필터를 사용해 업샘플링하고, 그
업샘플링 된 이미지를 블록 단위로 DCT를 수행한다. 그리

고 제로 패딩 방법에서 0으로 패딩하는 고주파 위치에 6-탭
필터로 업샘플링 된 이미지의 해당 블록의 고주파 성분을

넣어 준다. 그후의 과정은 제로 패딩 방법과 동일하다. (5)
는 하이브리드 방법을 나타낸다.

   or  

    







 



 (5)

여기서 fW_high는 6-탭 위너 필터를 사용해 업샘플링 된

이미지를 DCT한 고주파 성분을 나타낸다.

III. 제안하는 알고리듬

1. DCT 계수 분포 분석

 DCT는 에너지 집중 현상(energy compaction)이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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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영상처리나손실 데이터 압축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에서는 블록 단위로 DCT를 수

행하고, 그 계수를 분석하여 edge 방향을 추출한다. 블록의

크기는 업샘플링 환경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x4 블록단위로 DCT 한 계수를 분석

하였다
[1]. (6)은 4x4 블록단위 DCT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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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F(u,v)는 DCT 계수 블록을, f(i,j)는 화소 블록을

나타낸다.
그림 2에서 4x4 DCT 계수의특징을 보여주는 블록이다. 

여기서 블록의 가장 좌측 상단의 계수를 DC라 부르고, 이
값은 블록의 평균 밝기 정보를 나타낸다. DC를 제외한 나

머지 계수를 AC 성분이라 부르고, 이 값들은 특정 방향에

대한 회색도(gray level)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2. 4x4 DCT 계수
Fig. 2. 4x4 DCT Coefficients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AC 성분들이 블록의 어느 방

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 정확한 edge 방향 추출을 위하여 AC 성분의 분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AC 성분을 다음 3가지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수직방향의 edge 성분을 가지고 있는첫번째행

(row)의절대합을 SR (absolute Sum of row), 수평방향의

edge 성분을 가지고 있는첫 번째 열(column)의절대 합을

SC (absolute Sum of Column), 대각방향의 edge 성분을 가

지고 있는 나머지 AC 계수의절대합을 SD (absolute Sum 
of Diagonal)로 분류하였다. SR, SC, SD을 (7)에 나타내었

고, DC는 제외한다.
   

 
 





  
 



   
 





(7)

그림 3. 실험블록: 0°(a~d), 45°(e~h), 90°(i~l), 135°(m~p), flat(q), non-di-
rection(r)
Fig. 3. Test blocks with angles of 0°(a~d), 45°(e~h), 90°(i~l), 
135°(m~p), flat(q), non-direction(r)

0°, 45°, 90°, 135°의 방향성과 flat과 non-direction 패턴
을 가지는 22개의 실험 블록을 만들어 실제 AC 계수들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실험에 사용한 22개의 실험

블록을 보여주고, 여기서 검정색 화소는 0, 흰색 화소는

255 값을 가지는 블록이다. 표 1에 6개의 방향성에 대한

SR, SC, SD, DC 성분의 비율을 표시하였다. 표1 의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수평 방향에서는 SC 성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SD 성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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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비율을, 대각 방향에 대해서는 SD 성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5°와 135° 대각

방향에서 SD 성분의 비율이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방

향을 구분하기 위해 (e)와 (m) 블록의 AC 계수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45°에서는 AC 계수들의 분포가 대칭(symmet- 
ric) 이고 135°에서는 반대칭(anti-symmetric) 이었다. 

    
2. DCT 도메인에서 edge방향 추출 방법

현재 업샘플링 하고자 하는 블록의 방향성을 분류하기

전에 분산(variance)을 이용해서 그 블록이 edge성분을 가

지고 있는지 아니면 평평한 영역인지를 결정한다. DCT 도
메인에서 블록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

  

 
 




 



 ≠ (8)

Parseval 이론에 의해서 DCT 도메인에서의 블록의 분산

angle # in Fig. 3 SR SC SD DC

0°

(a) 0 48.69 0 51.31
(b) 0 56.63 0 43.37
(c) 0 56.63 0 43.37
(d) 0 48.69 0 51.31

45°

(e) 17.83 17.83 41.94 22.40
(f) 17.83 17.83 41.94 22.40
(g) 13.64 13.64 32.23 40.49
(h) 13.64 13.64 32.23 40.49

90°

(i) 48.69 0 0 51.31
(j) 56.63 0 0 43.37
(k) 56.63 0 0 43.37
(l) 48.69 0 0 51.31

135°

(m) 17.83 17.83 41.94 22.40
(n) 17.83 17.83 41.94 22.40
(o) 13.64 13.64 32.23 40.49
(p) 13.64 13.64 32.23 40.49

Flat (q) 0 0 100 0

Non-direction (r) 0 0 63.04 36.96

(단위: %)

표 1. 실험 블록에 대한 SR, SC, SD, DC의 비율
Table 1. Percentage of SR, SC, SD, and DC in test blocks in Fig. 3

은 공간 도메인에서와 동일하다. 분산의 계산량 감소를 위

해서 (8)의 식을 다음과 같이 간략화 시킨다.

 ≅
 




 



 ≠ (9)

edge가 있는 영역으로 분류되면, 블록의 방향성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먼저 방향성 분류를 위해 사용할 파

라미터 값, R1과 R2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0)

현재 블록의 분산이특정 문턱값(T1) 보다 크면, 그 블록

은 특정 방향성을 갖는 블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블록은 edge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으

면 flat한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실에근거하여

조건 1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하면 블록은 edge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조건 1 (Flat 영역)
  

3.2장의 DCT 계수 분석에서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SR의
비율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SC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SR이 SC보다 크다면 그 블록은 수직 방향의 성분이

우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평 방향의 성분이 우세한 블록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직 방향이 우세할 때, SC의 비중이

특정 문턱 값(T2)보다 크면 그 블록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복잡한 블록 패턴가지는 영역으로 판단한다. 이를 조

건 2로 정의하고 블록의 non-direction edge를 결정한다.
 
조건 2 (Non-direction)

  ∩ 
  ∩ 

 

수직 방향성이 우세할 때, R1이특정 문턱값(T3)보다 크

면 그 블록은 수직방향을 가지는 블록으로, 그렇지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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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edge 방향성 추출 알고리듬의 순서도
     Fig. 4. The flowchart of the edge direction extraction algorithm

대각 방향을 가지는 블록으로 결정한다. 대각 방향의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AC 계수의 대칭과 반대칭인지를 파악해

서 45°와 135° 방향성을 분류한다. 수평 방향이 우세한 경

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 한다. 이를 각각 조건 3~6
으로 정의한다.

조건 3 (수직 방향)
  ∩

조건 4 (수평 방향)
  ∩

조건 5 (45° 방향)
or∩×  

조건 6 (135° 방향)
or∩×  

그림 4는 edge 방향성 추출 알고리듬의 순서도를 나타

낸다.

3. edge 방향에 기반한 적응적 업샘플링 알고리듬

블록의 edge 방향성을 고려해 공간 도메인과 DCT 도메

인에서 적응적으로 필터를 적용한다. 먼저 flat한 영역에 대

해서는 DCT 도메인의 영 패딩 방법으로 업샘플링 한다. 
Flat한 영역은 대부분의 고주파 성분이 0 값을 가지기 때문

에 고주파 성분을 0으로 패딩해도 블록 열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수직과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6-
탭 위너 필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보간 기법을 적용한다. 
수직 방향의 경우 그림 5의 (a)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6-탭
필터를 적용하고, 수평 방향의 경우 수평 방향으로 필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 5의 (a)에서 aa위치의픽셀을 보

간하기 위해서는 수직 방향에 위치하는 a, b, c, d, e, f 픽셀
에 필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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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8-탭 필터의 주파수 응답: (a) 기존 필터, (b) 새로운 필터
Fig. 6. The frequency response of two 8-tap filters. (a) conventional 8-tap filter (b) new 8-tap filter

     

(a) (b)
그림 5. 6-탭 위너 필터를 적용하는 이미지의 화소 위치: (a) vertical, (b) 
horizontal
Fig. 5. The position of pixel for 6-tap wiener filter: (a) vertical, (b) hori-
zontal

대각 방향과 방향성이 없는 블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8-탭
위너 필터를 사용한다. 기존의 8-탭 위너 필터 계수

[10]
는 다

음과 같다.

 (11)

필터의 탭 수가증가하면 over-smoothing 현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간하고자 하는 화소와 인접한픽셀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도록 필터 계수를 다음과 같이바꾼다. 그
림 6은 기존의 필터 계수와 새로운 필터 계수의 주파수 응

답을 나타낸다.

 (12)

대각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8-탭 위너 필터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업샘플링 한다. 다른 방향에 적용한

방법과유사한 방법으로 필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
7 (a)에서 a위치의 화소를 보간하기 위해서 45°방향에 위치

한 8개 화소인 A, B, C, D, E, F, G, H에 필터를 적용한다. 
이를 (13)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7. 새로운 8-탭위너필터를적용하는이미지의화소위치: (a) vertical, 
(b) horizontal
Fig. 7. The position of pixel for new 8-tap wiener filter: (a) vertical, (b) 
horizontal




(11)

마지막으로 non-direction 블록에 대해서는 공간 도메인

에서 새로운 8-탭 위너 필터를 사용해 보간한 블록을 그대

로 사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edge 방향에 따른 보간

기법을 정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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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8. 원본 영상: (a) Airplane, (b) Baboon, (c) Goldhill, (d) Houses, (e) Lena, (f) Peppers
Fig. 8. The original images: (a) Airplane, (b) Baboon, (c) Goldhill, (d) Houses, (e) Lena, (f) Peppers

Edge 방향 보간 기법

Flat DCT 도메인에서 영 패딩 기법

0° (수평 방향) 6-탭 위너 필터를 수평방향으로 적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45° (대각 방향) 새로운 8-탭 필터를 45° 방향으로 적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90° (수직 방향) 6-탭 위너 필터를 수직방향으로 적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135° (대각 방향) 새로운 8-탭 필터를 135° 방향으로 적용한 하이브리드
기법

Non-direction 공간 도메인에서 새로운 8-탭 필터 보간

표 2. Edge 방향에 따른 보간 기법
Table 2. Relationship of edge direction and its corresponding inter-
polation method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듬과 기존의 보간 알고리

듬에 대해 객관적인 성능과 주관적인 성능을 비교 하였다. 
실험에는 그림 8의 Airplane, Baboon, Goldhill, Houses, 
Lena, Peppers의 정지 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은먼저 512 
x512 크기의 원본 이미지를 256x256 크기의 저해상도 이

미지로 다운 샘플링 시킨다. 이 때, 다운샘플링은 SVC에서

사용되고 있는 DCT 기반의 다운 샘플링 필터를 사용한다. 
다운 샘플링된 저해상도 이미지를 제안하는 알고리듬과 기

존의 보간 기법들을 사용해 업샘플링 시킨 후원본 영상과

의 객관적인 화질과 주관적인 화질을 비교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문턱 값 T1, T2, T3는 각각 45, 35, 5이다.
표 3은 제안하는 알고리듬과 기존 보간 기법인 양 선형

(bi-linear), 영 패딩(zero-padding), 하이브리드(hybrid) 기

Images
PSNR (dB)

Bi-linear 6-tap Zero-padding Hybrid Proposed

Airplane 27.50 27.87 30.58 30.86 30.97

Baboon 22.25 22.52 23.36 23.47 23.59

Goldhill 29.16 29.40 31.02 31.25 31.34

Houses 21.37 21.67 23.18 23.49 23.60

Lena 31.23 31.46 35.61 36.21 36.34

Peppers 25.59 29.76 31.97 32.38 32.47

Average 26.85 27.13 29.29 29.61 29.71

표 3. PSNR비교
Table 3. PSN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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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 (f) (g)    

          그림 9. 주관적인 화질 비교: (a) Original, (b) Bilinear, (c) 6-tap, (d) Zero-padding, (e) Hybrid, (f) Proposed
          Fig. 9. The subjective quality comparison: (a) Original, (b) Bilinear, (c) 6-tap, (d) Zero-padding, (e) Hybrid, (f) Proposed

     

(a) (b) (c) 

    

(d) (e) (f)

           그림 10. 주관적인 화질 비교: (a) Original, (b) Bilinear, (c) 6-tap, (d) Zero-padding, (e) Hybrid, (f) Proposed
           Fig. 10. The subjective quality comparison: (a) Original, (b) Bilinear, (c) 6-tap, (d) Zero-padding, (e) Hybrid, (f) Proposed

법들과의 PSNR 비교를 보여준다. 표 3으로부터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이 기존 기법들 보다 성능이 향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하이브리드 기법에

비해 PSNR 측면에서 0.09~0.13dB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6-탭 위너 필터를 사용한 보간 기법에 비해 0.23~ 
0.73dB 향상을, 영 패딩 기법에 비해 1.07~4.88dB 향상을

나타낸다.  
그림 9, 10은 Lena 영상의 주관적인 화질 비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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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영 패딩 기법에서 나타나

는 블록 열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

도메인에서 수행되는 보간 기법들에 의해 나타나는 over- 
smoothing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 주관적인 화질 측면에서

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기존의 하이브리드 기법

과의 주관적인 화질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이미지 업샘플링을 위해 블록의

방향성을 분류하기 위해 DCT 계수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의 방향성을 6가지로 분류하

였다. 본 논문에서 분류한 6가지 방향성은 평탄한 영역

(flat), 수평 방향, 45° 대각 방향, 수직 방향, 135° 대각 방향, 
방향성이 없는 복잡한 영역(non-direction)이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블록이 가지는 방향성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

록 공간 도메인과 DCT 도메인에서의 보간 기법을 블록별

로 적응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의 8-탭 위너 필터의

계수를 변형하는 새로운 8-탭 필터를 사용하였다. 보간하고

자 하는 화소 위치에 인접한 화소에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

도록 필터 계수를 조정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주관적인 화질 측면의 향상과 함께 PSNR 측면

에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기법에 비해 0.09~0.13dB, 6-탭 필

터를 사용한 보간 기법에 비해 0.23~0.73dB, 영 패딩 기법

에 비해 1.07~4.88dB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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