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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5×5 배열로 구성된 다시점 카메라로 25
장의 영상을 취득하고, 가운데 카메라에 해당하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저해상도 입력 영상과 24장의 저해상도 참조 영상을 활용하여

생성한다. 우선 입력 영상을 중심으로 스테레오 정합 기법을 이용하여 24개의 참조 영상에 대한 변이지도를 각각 추정한다. 그리고 저

해상도 영상과 참조 영상에 있는 일치점들을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최종적으로 반복적 균일화를 통해 초고해상도 영

상을 보정한다.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uper-resolution (SR)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 using multi-view images. We acquire 25 
images from multi-view cameras, which consist of a 5×5 array of cameras, and then reconstruct an SR image of the center 
image using a low resolution (LR) input image and the other 24 LR reference images. First, we estimate disparity maps from the 
input image to the 24 reference images, respectively. Then, we interpolate a SR image by employing the LR image and matching 
points in the reference images. Finally, we refine the SR image using an iterative regularization schem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higher quality SR images than conventional algorithms. 

Keyword : Image super-resolution, multi-view images, iterative regularization, and disparity estimation.

 Ⅰ. 서 론

최근 다시점 영상 획득 및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시점 영상 처리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다
시점 영상은 가상 시점 생성, 깊이 정보 추출, 그리고 3차원

영상 복원 등 3차원 TV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다시점 영상은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에

기존의 단일 시점 영상 처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응용 및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바

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을 이용한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을 제안한다.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은 한 장 또는 여러 장의 저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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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영상

취득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다. 최근 영상 처

리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허블 우주망원경, 초고배율 현

미경, 첨단 의료 영상 기기 분야와 같은 산업분야에 적용되

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카메라의 해상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소 별 센서의 물리적 크기를 줄여

야 한다. 하지만 화소 크기가 줄어들면 각 센서에 투영되는

광량도 감소하므로, 영상 취득 시 잡음의 영향이 커지며 이

는 전체적 화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카메라의 물리적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초고해상

도 영상 복원 기술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초고해상도 영상 생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여러 장의 저

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 취득 모델을 추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1-8]. 여러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초

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에서는 영상을 취득할 때, 같은 장

면을 여러 번 촬영하여 저해상도 영상을 획득한다. 같은 장

면을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하면 카메라 움직임, 흐림(blur), 
잡음 등으로 인해 취득된 영상의 화소 값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영상 취득 모델에 반영하여 원

본 영상을 역으로 복원한다. 따라서 여러 장의 저해상도 영

상을 이용한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은 저해상도 영상

의 개수가 많을수록 복원되는 영상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은 영상

촬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촬영 시에 발생하는 광원의 변화가 영상의 밝기 및 명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촬영하고자 하는 객체에 움직임이 발

생할 수도 있다. 또한 객체 간 깊이 차이가 확연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여러 영상 간의 일치점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한 장의 저해

상도 영상만을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
[9-11]. 단일 영상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초

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은 사전에 취득한 고해상도 영상

을 데이터베이스로 두고 이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한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내의 고해상도 영상에 대해

패치 별 특징을 통계적으로 구분하여 사전(dictionary)을 구

성한다. 그리고 복원하고자 하는 저해상도 영상의 패치를

사전에 있는 패치들을 조합하여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이러한 방식의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은 여러 장의 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며 다양한 활용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

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초고해상도 영상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으며, 촬영한 영상이 한

장 뿐이므로 입력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아 초고해상도 영

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방법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카메라를 이용한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취득 시 다시점 카

메라를 사용하므로, 동일한 장면에 대해 여러 장의 영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복원하고자 하는 장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5×5 배열로 구성된 다시점 카메라를 사용하여 해상도가 같

은 25장의 영상을 취득하고, 중심 카메라에 해당하는 한 장

의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

한 Point Grey社의 다시점 카메라 ProFUSION 25[12]
을 나타

내며,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흐름도를 나타

낸다. 먼저, 중심 카메라의 저해상도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나머지 24개의 저해상도 영상을 참조 영상으로 둔다.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간의 일치점을 부화소(sub-pixel) 단위로

그림 1.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Fig. 1. a multi-view came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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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
Fig. 2. a flow chart of our proposed method

추정하기 위해 저해상도 영상들의 크기를 양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두 배로 늘린다. 그리고

입력 영상을 중심으로 24개의 참조 영상에 대한 일치점들을

각각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입력 영상과 일치점들을 합성하

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며, 반복적 균일화(iterative 
regularization)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갱

신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고해

상도 영상 복원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초고해

상도 영상 복원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저해상도

영상에 대한 일치점 추정에 대해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초고

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검증하며, 마지막

으로 Ⅵ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해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대표적인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기존의 초고해상도 영

상 복원 기법은 크게 여러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방법과 한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여러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하는 기법은 보

간 기법
[1-2], 주파수 영역 접근법

[3-4], Bayesian 이론을 이용

한 확률 기법
[5-7], 이미지 합성 기법

[8]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방법들은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방식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영상 취득 모델을 이용하는 점에서 유

사하다. 즉 영상 간 와핑(warping) 정보, 센서의 흐림 정

보, 다운샘플링(down-sampling) 정보, 그리고 잡음 등을

모델링하여 저해상도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복

원한다. 구체적으로 이상의 기법들은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다운샘플링하여 입력 영상과의 유사도를

비교한다. 비교한 유사도를 바탕으로 영상 취득 모델에

대한 매개변수를 갱신하고 그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을

반복적으로 복원한다. 따라서 입력 영상의 개수가 많을

수록 성능이 좋아지며 그에 대한 복잡도도 증가한다. 그
러므로 영상 취득 모델 및 매개변수 갱신이 핵심 기술이

며, 이를 위해 확률 모델이나 반복적 균일화 등을 이용하

는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한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사용하는 기법은 대부분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영상을 통해 획득한 패치 정보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한다. 복원하는 패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한 패치의 조합으로 표현되는데, 조합에 사용된 패치의

개수가희소할수록 또한 패치의 정밀도가 높을수록효과적

이다. 즉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다운샘플링

했을 때의 에지와 입력 영상의 에지의 형태가비슷하면, 고
해상도 영상의 에지 정보를 반영하는 형태로 입력 영상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훈련하는 방식과, 유사한 패치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성능

이 다르며, 희소 표현(sparse representation) 방식[9-10], 커널
회귀(kernel regression)[11] 등의 기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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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해상도 영상에 대한 일치점 추정

제안하는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은 다시점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여러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한 장의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보간하려는 저해상도 영상은

5×5로 구성된 배열 중 가운데 카메라에 해당하는 영상으

로, 나머지 24개의 참조 영상과의 일치점 추정을 통해 초고

해상도 영상 정보를 복원한다. 

1.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영상 간의 일치점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서

는 대부분 카메라의 회전 정보와 이동 정보만을 고려하였

다. 하지만 객체가 카메라에 근접한 경우, 객체 별 깊이 정

보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폐색영역(occluded region)이 발

생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스테레오 정합 기법

을 사용하여 가운데 영상과 참조 영상 간의 일치점을 추정

한다. 
스테레오 정합 기법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이 정렬(rectification)되어야 한다. 두 영상이 정렬되면

일치점 추정 시검색영역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

치점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스

테레오 또는 다시점 카메라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그림 3. 다시점 카메라로 촬영한 25개 영상
Fig. 3. captured 25 images using our multi-view camera 

 

많고, 카메라 렌즈왜곡(lens distortion)도 존재하므로캘리

브레이션(calibration) 정보를 이용한 정렬을 먼저 수행한

다. 그림 3은 다시점 카메라로 촬영한 25개의 영상 예제로, 
촬영 영상이 x축 또는 y축으로 정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해상도 영상과 참조 영상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카메라 별 내부매개변수를 추출해야 한다. 영상의좌표

를 m 로, 3차원좌표를 M 로 두면, 
두 좌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mAR tM , (1)

여기서 는 임의의 스케일 값이며, A는 카메라의 내부

매개변수이고, R과 t는 각각 좌표 축 간의 회전과 이동을

나타내는 외부매개변수이다. 식 (1)의 카메라 내부매개변

수는 체커보드 영상을 통해 획득한 다수의 영상좌표와 3차
원좌표간의 일치점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커보드로 획득한 일치점들을 Zhang이 제안한 Maximum 
likelihood 기법

[13]
에 적용하여 각 카메라 별 내부매개변수

를 추출한다. 
다음으로 정렬하려고 하는 두 영상 간의 외부 매개변수

를 추출한다. 외부 매개변수는 두 카메라간의 상대적인 위

치정보로 회전과 이동으로 구성된다. 두 카메라의 내부 매

개변수를 각각 추출하였으므로, 체커보드 영상에 대한 일

치점들을 식 (1)에 적용하면, 두 카메라간의 외부매개변수

즉회전 및 이동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정렬된 영상 간의

외부매개변수는 x축또는 y축방향의 이동벡터만 존재해

야 하므로, 카메라 외부 매개변수를 통해 카메라 별 사영

변환(affine transform)을 추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영상을

정렬한다. 최종적으로 촬영한 원본 영상에 대해 내부 매개

변수와 사영 변환을 적용한 와핑 정보를 추출하여, 정렬된

영상 간의 정합 정보를 입력 영상에 대한 정합 정보로 변환

할 수 있도록 한다. 

2. 스테레오 정합을 이용한 일치점 추정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스테

레오 정합 기법을 사용하여 일치점을 추정한다. 일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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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이유는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에 필요한 정보를

참조 영상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함이다. 즉 초고해상도 영

상의 화소 값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입력 영상의

특정 화소 값과 동일한 위치의 참조 영상의 화소 값을비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치점 추정은 초고해상도 영

상 복원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이며, 고화질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치점 추정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간의 일치점

추정을 위해 우선 저해상도 영상과 참조 영상에 양선형 보

간법을 적용하여 영상의 크기를 각각 두 배로 늘린다. 그리

고 앞서 추정한 영상 와핑정보를 이용하여 두 영상을 정렬

하고, 정렬된 영상에 대해 스테레오 정합 기법을 이용하여

변이지도(disparity map)를 획득한다. 여기서 입력 영상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는 이유는 입력 영상에 대한 부화소

단위의 변이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변이 추정 방식은빠

르고효과적인 그래프컷(graph cut) 방법
[14]
을 사용하며, 상

호 검사(cross check)를 통해 폐색 영역도 추출한다. 폐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치점이 없으므로 초고해상도 영

상을 복원할 때 적절한 값을 반영할 수 없다. 하지만 제안하

는 방법은 24장의 참조 영상을 사용하고, 각 참조 영상 별

로 폐색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초고해상도 영상 보간 시에 폐색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는 다른 참조 영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추정한 변이지도는 입력 영상에 대한 일치점이 아니라

정렬된 영상에 대한 일치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서 정렬

에 사용한 와핑 정보를 사용하여 정렬된 영상을 기준으로

한 변이지도를 입력 영상을 기준으로 한 변이지도로 변환

한다. 정렬된 영상에서는 변이가 x축또는 y축에 대한 일치

점을 갖지만, 변환된 변이는 와핑 정보에 따라 x축, y축에

대한 일치점을 모두 갖게 된다. 최종적으로 변환한 변이지

도를 다운샘플링하여 가운데 영상과 참조 영상 간의 부화

소 단위의 일치점을 획득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24개
의 참조 영상을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일치점 추정을 중심

저해상도 영상에 대해 24번 수행한다. 그림 4는 그래프 컷

을 이용하여 추정한 변이지도의 예제이며, 붉은색으로 표

시된 부분은폐색 영역을 의미한다. 그림 4(b)에 있는 변이

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와핑정보를 변이에 반영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a)                               (b)

그림 4. 그래프컷을이용하여추정한변이지도 (a) 정렬된영상에대한변이
(b) 입력 영상에 대한 x축 변이
Fig. 4. disparity map using graph cut (a) disparity of rectified images 
(b) x axis disparity of input images

Ⅳ.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제안하는 기법은 저해상도 영상과 참조 영상간의 일치점

을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일반적으로 저

해상도 영상의 화소 값은 고해상도 영상의 인접한 4개 화소

값의 평균이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저해상도

화소가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다. 
즉저해상도 영상의 화소는 고해상도 영상에서 4개 화소의

중간에 정합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값을 먼저 복원한다. 그림 5는 저

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1. 부화소 값 생성

저해상도 영상의 화소 값들이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위치에 해당되므로, 그림 5에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화소

값을 저해상도 영상으로부터 획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q의 화소 값 yq은 저해상도 영상

의 화소 p의 화소 값 xp로 지정되며 p와 q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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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관계
Fig. 5. relation between the low resolution image and the high reso-
lution image

식 (2)를 통해 지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는

전체 부화소의 1/4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부화소는 앞

서 추출한 참조 영상의 일치점으로부터 삽입한다. 이 때, 
변이가 x축과 y축에 대해 모두 정수인 화소는 배제하고 변

이가 x축또는 y축에 대해 정수가 아닌화소들만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위치에 삽입한다. 다시 말해, 참조 영상에

대한 저해상도 영상의 화소 p의 변이를  p  p 로
두면, 고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q′의 화소 값 yq′은 참조 영

상의 화소 p′의 화소 값 zp′로 지정되며 p′와 q′는 다음과

같다.

q′ 


  
  




 p′ 


 p   
 p   




 , (3)

여기서 는  p ⌊ p⌋ 또는⌊ p⌋ p  

를 나타내며, 도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식 (3)을 통해 참

조 영상의 화소 값을 고해상도 영상에삽입하면, s의 값에

따라세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며, 그림 6은 각 경우에 대한

예제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참조 영상에서 일치점과

인접하여 고해상도 영상에 삽입되는 2개 또는 4개의 화소

들을 일치 화소 집합으로 부른다.
일치점 추정을 위한 스테레오 정합이 항상 정확하지 않

고, 모든일치점들이 초고해상도 영상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일치점 확인 과정을

거쳐 영상 복원에 적합한 화소만을 사용한다. 참조 영상에

그림 6. 일치점을 이용한 부화소 값 정합
Fig. 6. matching of sub-pixel values using corresponding points 

서 일치하는 화소들의 RGB 값들은 입력 영상의 RGB 값과

유사해야 하며 동시에 고주파 성분이 강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저해상도 영상 화소의 RGB 값이 컬

러 공간에서 일치 화소 집합의 RGB 값들 사이에 있을 때

일치 화소집합들을 적합하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저해

상도 영상의 화소 p의 RGB 값이 (50, 43, 33)이고, 참조

영상에서 일치하는 q , q의 화소 RGB 값이 각각 (40, 20, 

30), (55, 46, 37) 이면, RGB 공간에서 p의 값이 q , q  값

사이에 있으므로 q , q  화소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저해상도 영상의 화소 p와 일치 화소집합 Q에 대해

이상점(outlier)인 outP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outP  p xp Q   maxq∈Q zq Q , (4)

여기서 xp와 zq는 각각 p와 q에 대한 RGB 벡터이고, 

Q는 Q에 있는 RGB 값들의 평균을 나타낸다. 식 (4)를

통해 이상점으로 지정된 p의 경우, 그에 대한 일치 화소

집합 Q를 고해상도 영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총 24개의 참조 영상을 사용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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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참조 영상의 화소 값을 부화소

위치에 삽입할 때 중복되는 값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위치에 여러 개의 화소 값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이런경우에는 화소 값들을 평균하여 부화소 값으로

지정한다. 또한 부화소 위치에 일치하는 점이 없거나, 적합

하지 않은 화소만 있는 경우에는 저해상도 영상의 화소 값

을 양선형 보간법으로 삽입한다. 

2.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최종적으로삽입된 부화소 값들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영

상을 반복적으로 복원한다. 앞서 저해상도 영상의 화소 값

이 고해상도 영상에 있는 4개의 화소 값평균이라고 가정한

것처럼, 저해상도 영상의 부화소 값들은 고해상도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 값들의평균이라고둘수 있으며 부화소

집합 Y와 고해상도 영상 X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갖는다. 

Y  HX , (5)

여기서 H는 인접한 화소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는 행렬

이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식 (5)의 고해상도 영상 X를

구하기 위해 Hong이 제안한 반복적 균일화 기법을 적용한

다
[2]. 먼저, 식 (5)를 만족하는 X에 대한 함수 X 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X   YHX  CX  , (6)

여기서 C는 고주파 필터이고 는 고주파 성분에 대한

매개변수로써, 고해상도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식 (6)을 최소화하는 X를 구하기 위해 X 
을 미분하고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HCCX HY . (7)

식 (7)을 만족하는 X를 구하기 위해 반복적 해를 추정하

며,  번째 반복에 대한 X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    X  HY HHCCX  . (8)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부화소 값에 bicubic 보간법을 적용

하여 X에 대한 초기값을 구하였으며, 식 (8)을 통해 값이

수렴할 때까지 균일화를 반복한다. 와 는 각각 0.1와 0.5
로 지정하였다. 

Ⅴ.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법의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실험에 대한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5개의 영상과

대표적 다시점 영상인쓰쿠바(tsukuba) 영상을 실험 영상으

로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352×288 또는 320×240 크기를

갖는 영상을 다운샘플링하여 176×144 또는 160×120 저
해상도 영상을 만들고, 이를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여, 가로

세로 각각 2배로 복원된 영상의왜곡을측정하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bicubic 보간법, 

normalized convolution(NC)[8], sparse coding(SC)[9], adap-
tive sparse domain selection(ASDS)[10], Kim과 Kwon의 기

법(K&K)[11] 등의 기존 기법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bicubic 
보간법, SC, ASDS, K&K에서는 5×5의 영상 중에서 가운

데 영상만을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였고, NC 기법에서는 25
개의 영상을 모두 입력 영상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PSNR과 Structural Similarity(SSIM)[15]
를 이용하여 복원한

영상의 화질을 측정하였다. PSNR은  log MSE  

로 정의되며, 여기서 MSE는 두 장의 영상에 대한 평균 제

곱 오차(mean square error)를 의미한다. SSIM 지표는 두

영상에 대한 구조적유사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고

화질의 영상을 0에 가까울수록 저화질의 영상을 의미한다. 
표 1은 복원한 초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PSNR과 SSIM을

나타낸다. 표 1에서 NC 기법의 성능이 다른기법보다 화질

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촬영하는 영상에 깊이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NC 기법과 같이 여러 장의 저해상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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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그림 7. 복원한 초고해상도 영상 “Desk” (a) bicubic 보간법 (b) SC (c) ASDS (d) K&K (e) 제안하는 기법
Fig. 7. super-resolution images “Desk” (a) bicubic interpolation (b) SC (c) ASDS (d) K&K (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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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복원한 초고해상도 영상 “Bus”(a) bicubic 보간법 (b) SC (c) ASDS (d) K&K (e) 제안하는 기법
Fig. 8. super-resolution images “Bus” (a) bicubic interpolation (b) SC (c) ASDS (d) K&K (e) proposed method

영상 이름
실험 기법

bicubic NC SC ASDS K&K Ours

Tsukuba
29.258 18.717 29.985 30.753 30.209 31.026

0.893 0.363 0.910 0.921 0.915 0.931

Desk
28.911 17.020 29.813 30.453 30.123 32.139 

0.913 0.409 0.923 0.928 0.928 0.943

Bus
25.550 16.043 26.190 26.432 26.315 29.357 

0.894 0.347 0.911 0.913 0.914 0.953

Classroom
33.500 23.937 34.879 35.445 35.157 36.053 

0.948 0.683 0.952 0.956 0.957 0.961

Office
29.032 23.925 29.674 30.326 29.787 32.754 

0.921 0.790 0.928 0.933 0.933 0.953

Outdoor
25.267 21.045 25.575 25.842 25.726 28.984 

0.883 0.689 0.905 0.905 0.908 0.955

Average
28.586 20.115 29.353 29.875 29.553 31.719 

0.908 0.547 0.921 0.926 0.926 0.949

표 1. 6개의 실험 영상에 대한 PSNR(dB) (윗줄) 및 SSIM (아랫줄) 
Table 1. PSNR(dB) (upper row) and SSIM (lower row) for six ex-
perimental images

상을 통해 초고해상도에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능이 현저하

게떨어지게 된다. 표 1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기

존 방법에비해 우수함을알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법

인 NC, SC, ASDS, K&K 방법에 비해서 PSNR이 각각 평

균 11.6, 2.3, 1.8, 2.1dB 정도 개선되었다. bicubic 기법과

비교할 때, PSNR이평균 3.1dB나 개선되었는데 이는 기존

방법들이 bicubic 기법보다약 0.7~1.3dB 정도 개선된 것보

다 현저하게 높다.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들은 저해상도 영상 간의 움직임을

추정할 때 카메라의 회전 및 이동벡터만 고려한다. 따라서

실험 영상처럼 객체 별 깊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영상

그림 7, 그림 8과 그림 9는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 방법들로

복원한 초고해상도 영상과 그에 대한 부분적 확대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

해 성능이 월등하게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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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그림 9. 복원한 초고해상도 영상 “Outdoor” (a) bicubic 보간법 (b) SC (c) ASDS (d) K&K (e) 제안하는 기법
Fig. 9. super-resolution images “Outdoor” (a) bicubic interpolation (b) SC (c) ASDS (d) K&K (e) proposed method

그림 10. 참조 영상 개수와 성능의 관계
Fig. 10.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the number of reference 
images

영상 개수에 대한 제안하는 기법의 PSNR 성능을 나타낸다. 
참조 영상의 개수가증가할수록 제안하는 방법의 PSNR 성
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PSNR과 SSIM 등

을 통해 객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안하는 방법은 한 장의 저해상도 영상을 사용하는 기법과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고화질의 영상을 추출

하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또한 여러 장의 저해

상도 영상을 사용하는 기법에서는 영상 취득 단계에서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안하는 방법은 다시점 카메라

로 동시에 다수 영상을 취득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촬영하는 객체의 깊이 변화가 크거나

객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고화질의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

성한다. 뿐만 아니라 복원된 영상의 화질이 기존 방법에비

해 우수하고, 기존 방법에서는 어려웠던 초고해상도 비디

오 복원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다시점 카메라를 통

해 취득한 영상은 특성상 객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데 효과적이다. 기
존 방법들과 달리 인접한 영상으로부터 복원에 필요한 정

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방법들에서 발생하는 영상

취득에 대한 문제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존도 등을 해

결 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160×120 영상을 320×
240 영상으로 만드는데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방법에 비

해서 PSNR이 0.8~3.2dB, SSID가 0.02~0.04 정도 개선됨

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조 영상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

고해상도 영상의 화질이 좋아짐을 확인하였고, 한 장의

참조 영상을 사용한 것에 비해 PSNR이 1.3~3.4dB 정도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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