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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움직임 탐색 기법을 적용한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

윤 장 혁a), 전 광 길b), 정 제 창a)‡

A Motion Adaptive Deinterlacing Algorithm Using Improved Motion 
Detection

Janghyeok Yuna), Gwanggil Jeonb), and Jechang Jeonga)‡

요 약

이 논문에서는 향상된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정확한 움직임 정보탐색을 위하여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된다 : (1) Modified Edge-based Line Average(MELA) 기법, (2) 연속된 5개의 필드에서의 움직임 탐색, 그리고 (3) 블록기반의 지역
적 특성을 포함한다. 움직임 검출부분에서는 FIR 필터를 이용한다. 이것은 물체의 움직임의 내부를 정확하게 탐색 할 뿐만 아니라, 영
상에 포함된 잡음도 줄일 수 있는 향상된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계산 할 수 있다. 검출된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구하여 공

간적 기법과 시간적 기법을 결합시킨다. 제안된 방법의 영상 시퀀스에 대한 실험 결과는 기존의 방법들에 비하여 주관적, 객관적인 비
교에서 우수함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otion adaptive deinterlacing algorithm is proposed. It consists of three parts: (1) modified edge-based line 
average, (2) pixel-based consequent five-field motion detection, and (3) block-based local characteristic for detecting true motion 
and calculating the motion intensity by using an improved method which is able to detect the inner part of moving objects 
precisely as well as to reduce the risk of false detection caused by intrinsic noises in the image. Depending on the detected 
motion activity level, it combines spatial and temporal methods with weighting factor. Simulations conducted on several video 
sequences indicate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vide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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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 시스템은 인간 시각이 깜

빡임에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비디오 신호를 제

한된 대역폭에 전송할 수 있는 인터레이스 비디오신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TV가 보편화 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의 기술들을 디지털 기술에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인터레이스 방식을 디지털 TV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에지 플리커(edge flicker), 라인 크롤

링(line crawling)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영상의 질을 저

하 시키게 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디인터레이싱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고선명 디지털 TV방송 서비스에서도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2]. 또한 PC 모니터, 액정 표시

장치(LCD), PDP 등의 장치에서도 이용된다.
디인터레이싱은 interlaced 스캔 형태를 progressive 스

캔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일

반적으로 네 개로 분류 할 수 있다. 필드 내(intra-field), 
필드 간(inter-field), 움직임 적응적(motion adaptive, MA), 
그리고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ed, MC) 방법이 있

다. 필드 내 디인터레이싱 방법[3-6]은 사라진 화소 줄을

채우기 위하여 현재 필드의 픽셀들을 이용한다. 이 방법

은 간단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저역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고역 공간 주

파수 영역에서는 잘못된 에지 정보로 인하여 매우 민감

하며 플리커 현상을 발생시켜 화질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필드 간 디인터레이싱 방법[7][8]은 영상의 화질을 개

선하기위하여 인접한 필드간의 높은 상관관계의 특징을

이용한다. Vertical- Temporal Filter(VTF) 알고리듬[8]은

움직임 영역과 고정 영역에서의 보간을 위하여 수직방향

의 공간 필터계수를 둠으로써 적응적으로 보간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정 영역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

인지만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서는 화질 저하를 일으킨

다.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9-12]은 필드 내, 필
드 간 디인터레이싱 방법들의 이점을 결합시키는 기술이

다. 이 방법은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시간적 보간 필터와

공간적 보간 필터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Pang’s[9] 알
고리듬은 5개의 참조필드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탐색하

며 인간 시각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밝기에 따라 임계치

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되며, 또한 잡음

을 없애기 위하여 이미지를 블러링 하는 기술이 적용된

다. K.Lee[10] 알고리듬은 다양한 패턴의 VTF를 적용하여

적응적으로 보간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MA 방법은 낮

은 연산량과 높은 영상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널

리 이용 되는 방법이다. 공간적 보간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객관적 성능을 보이며, 주관적 화질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움직임 보상 디인터

레이싱 방법[13, 14]은 이웃 하는 필드 내에서 블록 또는

물체의 위치를 계산 하는 방법이다. MC 방법은 다른 방

법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연산 량

과 메모리 구조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논문에서는 향상된 움직임 탐색방법과 최종적인 디인터

레이싱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픽셀기반과 블록기반의

움직임 탐색 방법을 사용하며 단계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

는 단계가 추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

서 기본적인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기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기존의 방법 및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 뒤,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의 개요
및 사용되는 기술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필드 내(intra), 필드

간(inter) 디인터레이싱 방법의 이점들을 결합시킨다. 움직

임 탐색 부분은 가장 먼저 움직임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그 다음 움직임이 많은 영역은 필드 내 디인터레이싱 방법

을 적용하고, 정적인 영역은 화면 간 디인터레이싱 방법을

적용시킨다. 움직임 탐색단계 이후, 가중치를 이용하여 공

간적 보간과 시간적 보간법을 결합하여 비선형 적인 보간

법을 수행한다.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의 흐름

도는 그림 1에서 보여진다. 다음 식 (1)은 보간 단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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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의 흐름도
Fig. 1. Block diagram of Motion Adaptive deinterlacing method

( ) ( )
( ) ( ) ( )intra inter

, ,                        if  (  mod 2  mod 2),
,

, 1 , , 
n

n
M M

X i j y n
D i j

P X i j P X i j otherwise
ì =ï= í × + - ×ïî

(1)

  은 시간적 보간법과 공간적 보간법의 결합을 위한 가

중치이다.   는 픽셀의 위치,  은 현재 필드,    은
  위치에서의 필셀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최종적으로 보간 되는 픽셀의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함으

로써 재구성된순행주사 영상이완성된다. 그림 1에서 이용

되는 필드 내, 필드 간 보간법들은 각각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1. 필드 내(Intra-field) 디인터레이싱 방법

필드 내 보간법은 에지가 있는 영역을 고려하기 위하여

에지 방향을 고려하여 화소를 보간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

다. Line Averaging(LA), Edge-based Line Averaging 
(ELA), Efficient ELA(EELA), Modified-ELA(MELA)[3-6]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제안하는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에서의

공간적 보간법에서는 Modified-ELA 알고리듬
[6]
을 이용한

다. MELA 알고리듬은 EELA 알고리듬
[5]
을 개선한 디인터

레이싱 방법이다. 기존의 공간적 보간 알고리듬들 보다좀

더 정교한 에지의 경향을 구하기 위하여 MELA 알고리듬

에서는 EELA 알고리듬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방향 벡터

이외에도 수직방향의 방향벡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방향은 수직(90°), 대각선(67°), 역 대각선(117°) 방향이며

다음 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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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based Line Average(ELA) 알고리듬
[4]
에서 사용되

는 상관관계는 다음 수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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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은 MELA 알고리듬에서 사용하는 방향벡터의 에

지경향을 보여준다. 에지 방향에 따른 MELA 알고리듬에

대한 보간법의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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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MELA 알고리듬에서 사용되는 방향벡터 : (a) P(직선), Q(점선), (b) V
Fig. 2. Directional vector in the MELA algorithm : (a) P(solid line), Q(dot-
ted line), (b) V

연산자 ∧ 는 논리적 AND 연산자를 나타낸다. MELA 
알고리듬은 방향벡터의 에지경향과 상관계수의 방향이 일

치할 때만 에지가 잘 검출됐다고 판단하여 그 방향에 위치

한 네 화소들의 평균값으로 화소를 보간한다. 만약 에지검

출이 실패하거나 수직방향으로 정해지면 위, 아래 화소의

평균값으로 화소를 보간하게 된다. MELA 알고리듬은 같

은 ELA와거의 같은 연산 속도를 가지며 우수한 PSNR 결
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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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드 간(Inter-field) 디인터레이싱 방법

필드 간 보간법 또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필
드간의 에지를 고려하기 위해 ELA 알고리듬을 확장한 
Spatial-Temporal Edge-based Line Averaging(STELA)방
법[15]이 있으며, Vertical-Temporal Filter(VTF) 방법[8]도 제

안되었다. 또한 간단한 방법으로는 Field Insertion(FI), 
Temporal FIlter, Temporal Median Filter 등이 제안되었다.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전(-1)과 후(+1) 필드의 같은 위치

에 존재하는 픽셀들만을 가지고 시간적 보간을 하는 단순

한 알고리듬을 이용한다[7]. 픽셀이 고정된 영역이거나배경

인 부분에서는 인접한 필드 사이의 픽셀값은 매우 유사하

다. 움직임 탐색이 잘 수행되었다면 단순한 시간적 보간법

을 이용하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가져오게 된다. 이 과정은

다음 식 (5)와 같이 두 개의 픽셀의 평균값을 가진다. 

( ) ( ) ( )-1 1
inter

, ,
, .

2
n nX i j X i j

X i j ++
= (5)

     

III. 제안하는 알고리듬

이번절에서는 픽셀기반 블록기반의 움직임 탐색 방법을

포함하는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을 소개하고 가중치 (W)
를 결정한다. 그 후 가중치와 움직임강도를 이용한 이용하

여 공간적 보간법과 시간적 보간법을 결합하는 과정을 설

명한다. 

1. 픽셀기반의 5-필드 움직임 탐색

일반적으로 현재프레임과 인접한프레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주변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필드

를 참조하여 픽셀 값을 비교함으로써 움직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전 파트에서언급되었듯이, 움직임 적응적 기술

은 정확한 움직임 검출에 크게 의존한다. 그림 3는 다섯개

그림 3. 일반적인 5-필드 움직임 탐색 알고리듬
Fig. 3. Conventional 5-field motion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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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FIR 필터를 적용한 제안된 픽셀 기반의 움직임 탐색
 Fig. 4. Proposed pixel-based motion detection algorithm adapted FIR Filter

의 필드를 이용하여 같은 주사선의 필드간의차이값을 계

산한다. 그림 3는 기존의 5-필드 픽셀기반의 움직임 탐색

알고리듬을 보여준다. 은 현재프레임이고 X는 디인터레

이싱 될픽셀의 위치이다. 그리고 (-2, ), (-1, +1), (, 
+2)는 각각 같은 잃어버린 화소 줄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 간격을 가진다. 
 이 알고리듬에서 움직임 강도  ,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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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움직임 값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1 2 3 , , .MI max MI MI MI= (7)

그러나 이 방법은 물체의 정확한 움직임을찾을 수 없다. 
움직이는 물체의 내부 영역을 잘못 탐색하고 잡음을 가져

올수 있다. 이것을 개선하여 움직임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FIR필터를 적용 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움직임

계산에서 현재 픽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두 개의 픽

셀들을 더 포함 시킨다. 
기존의 알고리듬과 비교할 때, 이 방법의 픽셀값은 식(8)

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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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식 (9)와 같이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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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10)과 같이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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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블록 기반의 움직임 탐색
Fig. 5. Block-based motion detection algorithm using SAD 

( )1 2 3 4 5 , , , , .MI max MI MI MI MI MI= (10)

2. 블록기반의 3-필드 움직임 탐색

앞절에서 필드 사이의 픽셀값을 비교함으로써 각 필드

에서의 움직임 상태를 결정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미세

한 움직임에 대한 추정은찾아 내지 못하였다. 작은 움직임

이 있는 부분에서 정확한 움직임예측을 위해서 이 절에서

는 추가적으로 블록기반의 움직임 탐색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5는 3×3크기의 블록의 SAD(Sum of Absolute Differ- 
ence)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3블록을 구성하여 SAD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픽셀(노란색)들을 채워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Line 
Average(LA)방법을 이용한다. (-1, ), (, +1), (-1, 
+1) 세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필드간의 세 개의

SAD 값들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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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치(Weighing Factor) 계산

 움직임 탐색 단계에서 구해진 움직임값()와 세 개의

SAD 값들을 이용하여 보간 계수인 가중치 W와 (1-W)를
계산 한다. W는 공간적 보간법과 시간적 보간법의 결과를

결합할 때 비율 값으로 이용된다. 

STEP 1 :
 가중치는 식 (12)과 같이 계산된다.

( )
( )

1

2

1

2 1

0,                      if ,
1,                       if ,

,            

MI
MI

W
MI otherwise

t
t

t
t t

£ì
ï ³ï= í

-ï
ï -î

(12)

여기에서 τ1과 τ2는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만약 움직임

값()이 임계값 1(τ1)보다 작으면 이 픽셀은 영상의 정적

인 부분 또는 고정 배경으로 간주하고 필드 간(inter) 보간

법(시간적 보간법)이 선택된다. 만약움직임값이 임계값 2
(τ2)보다 크다면 필드 내(intra) 보간법(공간적 보간법)이 적

그림 6. 비선형 가중치 계수
Fig. 6. Coefficients (Weighting factor) of non-linear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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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1,  [( 0) & &( ) & &( ) & &( )]
 = 

0,  
cur prev cur next next previf W SAD SAD SAD

W
Otherwise

t t t- - -== > > >ìï
í
ïî

용된다. 그리고 만약움직임값이 τ1과 τ2사이에 있다면 시

간적, 공간적 보간법의 결합 형태가 적용된다. 그림 6는 가

중치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STEP 2 :
가중치값을 개선해서 더욱더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하

여 추가적인 조건을 둔다. Step 1으로부터 구해진 W가 0 
일 때 수정된다. Step 1 에서는 W가 0 이면 움직임이 없는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으로 간주된 부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미세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

들이 존재한다. 만약 세 개의 SAD 값들이 임계값 3(τ3)보
다 크다면 우리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고 가정하여 공간

적 필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W를 1로 재설정 한다.

IV. 실험 결과

제안된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의 성능평가를 위해 11개
의 CIF 비디오 시퀀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
영상은 디인터레이싱을 비롯한 일반적인 영상신호처리 분

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퀀스로써 실험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여

실험을 하였다. Akiyo, News, Motorh & doughter 시퀀스는

(a) (b)

그림 7. 움직임탐색의결과 (a) 픽셀기반움직임탐색, (b) 블록기반의움직임
탐색을 이용한 수정된 움직임 탐색

Fig. 7. Results of motion detection, (a) pixel-based motion detection, 
(a) modified motion detection using block-based motion detection

 

움직임이 매우 적은 영상이며, Foreman, Tempete 시퀀스는

중간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Stefan, Highway 시퀀스는 매

우 움직임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험에서의 임계값

들은 각각 τ1=20, τ2=70, τ3=100 로셋팅하였다. 그림 7(a)
와 그림 7(b)는 각각 Step 1 과 Step 2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a)에서 공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

과 (+1) 필드에서는 공이 존재하지만 (-2), (), (+2) 필
드에서는 존재하지않는다. 움직이는 물체가 한 개만 있는

경우 픽셀 기반의 움직임 탐색은 종종 잘못된 검출을 하게

된다. 그림 8 또한 유사한 경우이다. 글자들이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임이 매우 많은 부분이

지만 대부분의 픽셀들이 배경으로 간주되어 버리게 되어

시간적 보간 필터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Step 2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7(b)와 8(b)에서 개선

된 움직임 탐색의 결과를 보여준다.

(a) (b)

그림 8. 움직임탐색의결과 (a) 픽셀기반움직임탐색, (b) 블록기반의움직임
탐색을 이용한 수정된 움직임 탐색

Fig. 8. Results of motion detection, (a) pixel-based motion detection, 
(a) modified motion detection using block-based motion detection

표 1은 PSNR 비교를 나타내며, 표 2는 연산량을타나내

는 소요시간을 보여준다. 그림 9, 10 과 11은 주관적인 화질

비교를 보여준다. 제안된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은 LA, 
ELA, MELA, 수직 시간적 필터 방법과 다른 움직임 적응

적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과 같이 잘 알려진 방법들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제안된 방법은 약 0.95dB의
PSNR 향상을 이루었다. 특히 객관적 성능 비교에서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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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ELA EELA MELA VTF K. Lee’s [10] Pang’s [9] proposed

Akiyo 0.016 0.141 0.223 0.486 0.129 1.128 0.617 1.544

News 0.016 0.141 0.224 0.482 0.130 1.267 0.663 1.583

Mother & doughter 0.017 0.143 0.223 0.480 0.130 1.335 0.717 1.629

Container 0.016 0.153 0.221 0.486 0.130 1.467 0.706 1.635

Hall monitor 0.016 0.143 0.219 0.481 0.131 1.525 0.718 1.618

Silent 0.017 0.149 0.215 0.491 0.129 1.538 0.725 1.643

Foreman 0.016 0.140 0.213 0.490 0.150 1.667 0.775 1.727

Coastguard 0.016 0.153 0.208 0.488 0.130 1.810 0.758 1.684

Tempete 0.016 0.150 0.219 0.491 0.129 1.652 0.757 1.687

Highway 0.017 0.142 0.223 0.481 0.130 1.53 0.685 1.596

Stefan 0.016 0.144 0.219 0.486 0.130 1.617 0.819 1.675

표 2. 연산 시간 비교
Table 2. Computation performance comparison(sec/300 frames)

LA ELA EELA MELA VTF K. Lee’s [10] Pang’s [9] proposed

Akiyo 39.75 37.88 39.40 40.03 44.25 47.43 46.52 47.40

News 34.08 31.80 32.65 34.05 39.08 40.20 42.58 43.88

Mother & doughter 38.27 37.52 37.88 38.32 38.69 40.05 43.44 44.31

Container 28.54 27.59 27.81 28.52 31.25 34.17 44.62 45.62

Hall monitor 31.14 30.11 30.48 31.15 32.19 34.10 40.40 40.83

Silent 33.05 32.48 32.76 33.13 32.12 33.11 41.01 41.66

Foreman 32.25 32.50 32.66 32.50 31.62 30.94 33.55 35.23

Coastguard 28.48 27.78 27.92 28.44 31.11 31.28 30.34 30.37

Tempete 29.38 27.37 28.03 29.31 31.97 32.71 32.49 35.30

Highway 3261 33.17 33.20 32.86 32.93 33.44 34.51 34.34

Stefan 27.59 26.30 26.55 27.50 28.78 27.33 27.04 28.00

표 1. PSNR 성능 비교
Table 1. Perfomance comparison in PSNR(dB)

직임이 적은 영상인 Akiyo, Mother&daughter 그리고

Container영상이 움직임이 많은 영상보다 더 우수한 성능

을 보여준다. 그림 9, 10 과 11에서 흰사각형은 고정된 픽

셀 부분을 나타낸다.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

는 부분이다. 다른 방법들의 결과는 약간 흐릿해지는 반면

제안된 방법은 보간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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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9. “Container” 영상의 주관적 화질 비교. (a) 원본 영상, (b) 확대된 영상, (c) LA, (d) ELA, (e) EELA, (f) MELA, (g) VTF, (h) K.Lee’s 알고리듬, 
(i) Pang’s 알고리듬, (j) 제안된 알고리듬
Fig. 9. Subjective comparison on “Container” sequence. (a) original image, (b) zoomed image,  (c) LA, (d) ELA, (e) EELA, (f) MELA, (g) VTF, 
(h) K. Lee’s algorithm, (i) Pang’s, (j) proposed었을 때, 인접한 필드간의 픽셀 값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a)  (b)  (c)  (d) (e) (f)

(g) (h)

그림 10. “Tempete” 영상의 주관적 화질 비교. (a) 원본 영상, (b) 확대된 영상, (c) LA, (d) ELA, (e) EELA, (f) MELA, (g) VTF, (h) K.Lee’s 알고리듬, 
(i) Pang’s 알고리듬, (j) 제안된 알고리듬
Fig. 10. Subjective comparison on “Tempete” sequence. (a) original image, (b) zoomed image,  (c) LA, (d) ELA, (e) EELA, (f) MELA, (g) VTF, 
(h) K. Lee’s algorithm, (i) Pang’s, (j) proposed

(a)  (b)  (c)  (d) (e) (f)

(g) (h)

그림 11. “Stefan” 영상의 주관적 화질 비교. (a) 원본 영상, (b) 확대된 영상, (c) LA, (d) ELA, (e) EELA, (f) MELA, (g) VTF, (h) K.Lee’s 알고리듬, (i) 
Pang’s 알고리듬, (j) 제안된 알고리듬
Fig. 11. Subjective comparison on “Stefan” sequence. (a) original image, (b) zoomed image,  (c) LA, (d) ELA, (e) EELA, (f) MELA, (g) VTF, (h) 
K. Lee’s algorithm, (i) Pang’s, (j)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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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은 향상된 움직임 검출 방법을 이용한 움직임 적

응적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움직임 탐색을

위하여 FIR 필터를 적용한 5-필드 픽셀 기반의 움직임 탐

색, 3-필드 블록기반의 움직임 탐색이 소개되었다. 이는 움

직이는 물체의 내부의 픽셀을 검출하고노이즈를 감소하여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검출한다. 그리고 블록단위의 지역

적 특성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밀한 움직임의 유무를 결정

한다. 가중치를 계산한 뒤 이것은 보간될픽셀의 보간 조

건에 적용이 된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디인터레이싱 알고

리듬은 참조 알고리듬보다 PSNR이약 0.95(dB) 향상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다른 방법들 보다 주관

적, 객관적 성능평가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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