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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해상도

는 2백만 화소의 full HD(high definition)급이 보편

화되었지만, 현재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4K급의 

UHD(ultra HD) 영상장비를 주력품목으로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표준도 UHD급

으로 변경하여 시험방송 중에 있으며, 몇 년 내에 상

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1]. 그러나 더 높은 해상도

로의 콘텐츠제작과 방송표준이 실시된다고 하더라

도, 인간은 항상 현재 상태보다 높은 해상도의 디스

플레이를 요구하기 때문[2]에 미래에서도 낮은 해상

도의 콘텐츠를 높은 해상도 장치에 맞게 고속 및 고

품질로 보간하는 기술이 계속 요구될 전망이다.

최근 고해상도 및 고선명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으로 영상 보간 기술이 10년 전부터 다시 각광을 받

고 있다[3]. 기존 영상 보간 기술은 수평과 수직방향

의 양방향 보간기법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계 방향을 추출하여 45도 혹은 그 이하의 세부적인 

방향을 고려하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4,5]. 또한,

이들 기법을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고속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으나[6], 경계 방향 검출과 

화질 개선을 위한 후처리 등에서 많은 계산을 요구하

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선명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빠른 활성화율 및 고화질 영상 취득을 위해

서 웨이브릿 주파수 해석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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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화소의 경계 방향을 빠르

게 추출한 후, 화소 블록의 경계 형태를 8가지 그룹으

로 분류하고 고속으로 방향성 보간을 수행하는 기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기존 보간 기법은 삽입되는 화소의 밝기 값을 결

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주변 화소의 폭에 따라 0차에

서 3차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양방향 1차

(bi-linear)와 3차(bi-cubic) 보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4]. 차수가 낮을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블록현상

(block artifact)이 심하게 발생하며, 고차에서는 경

계영역에서 고주파성분이 많이 차단되어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차수와 무관하게 대부

분의 보간법은 수평 및 수직 양방향(bi-direction)만 

고려하므로 경계부분의 화질열화가 심하다. 그러므

로 전통적인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계의 

방향을 검출하여 보간에 활용하는 기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속도와 성능개선에는 반비례관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계 검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경계 

검출을 위해 국부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4]이 있지

만, 최근에는 Sobel 연산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

다[3,5].

성능 개선을 위한 다른 접근법으로 여러 장의 

LR(low resolution)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 한 

장을 획득하는 SR(super resolution)영상복원 방법

을 이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 장의 LR영

상에서 SR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이 연구[7,8] 됨에 따

라 영상 보간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많은 SR영상 예제로부터 

LR영상의 특정 patch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므로, 성

능이 우수하지만 막대한 계산시간을 요구한다는 단

점 때문에 실시간 구현이 불가능하다[8].

최근 웨이브릿 변환과 SR기법의 패치기반 갱신을 

화소기반 삽입 기법으로 변환하여 방향성 보간에 적

용한 기법이 제시되어, 기존 방향성 보간 방법보다 

품질과 속도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9]. 이 방

법에서는 경계 방향 검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계 

연산자 보다 가장 단순한 Haar 웨이브릿 변환을 수

행하였고, 경계 화소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화소 

값을 갱신하는 화소 삽입법을 제안하였다[10]. 그러

나 웨이브릿 변환에 일정 계산 시간이 요구되어 속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상의 경계 방향을 

이용하면서 보다 빠른 보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제안한 보간 기법

제안한 기법은 Fig. 1에서와 같이 Haar WT 개념

을 이용하여 간단히 경계 형태를 구분하고, 경계 화소

에 대해서는 경계 방향으로 선형 보간을 수행한 후,

나머지 비경계 화소를 보간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3.1 웨이브릿변환과 경계형태

웨이브릿 변환 중 가장 단순한 Haar 웨이브릿 변

환은 산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JPEG

2000 표준안에도 포함되어있는 기법이다. Haar 웨이

브릿의 1D analysis LPF/HPF 필터 쌍은 

        (1)

와 같이 표현되고 기본적으로 2-화소 단위로 계산되

며, 각 필터는 평균과 뺄셈연산으로 구현된다. Fig.

2는 2×2 영상이 Fig. 2(a)와 같이 입력될 때, 수평방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a b

c d

 a+b a-b

c+d c-d

(a) (b)


 a+b+c+d a+c-(b+d)

a+b-(c+d) a+d-(b+c)

(c)

Fig. 2. Haar WT. (a) 2×2 input image (b) Horizontal 1D 

WT result © Bi-directional 2D WT.



1657웨이브릿 및 경계형태 분석에 기반한 고속 방향성 영상 보간 기법

향 1D 변환 결과 Fig. 2(b)를 거쳐, 수직방향 1D 변환 

후 최종 2D Haar WT 결과인 Fig. 2(c)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각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행의 

수평방향 1D Haar WT는

  


 





,    






(2)

이 되며, 2행에도 수평방향 변환을 적용하면 Fig.

2(b)와 같이

  


 





,     






(3)

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1D 수직방향 변환을 적용하

면 Fig. 2(c) 또는 아래의 식(4)∼(7)와 같이 각 주파

수 채널 계수를 얻는다.

  








  


 (4)

  








  


 (5)

 





 


 (6)

 





 


  (7)

식(4)는 양방향 저주파 계수이고 경계 검출과 무

관하므로 제외하고,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고주파 

계수인 식(5)∼(7)를 같은 부호로 정리하면 Fig. 2(c)

와 같다. 여기서, 같은 부호를 갖는 화소를 도식적으

로 묶어 표현하면 Fig. 3과 같다. 그러므로 Haar WT

의 세 고주파 계수는 2-화소씩 묶은 화소 쌍들 간의 

평균적 차이를 추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4로 나누어지는 연산은 단순 평균을 위한 가중치이

므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경계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수직방향 경계 유무를 검출할 수 있는 HHL

은 수직방향으로 묶은 화소들 간의 차이, 수평경계 

검출이 가능한 HLH 계수는 수평화소 쌍들의 차이,

마지막으로 대각선 경계 계수 HHH는 대각선방향 화

소 쌍의 차이이다. 그 결과, Haar 웨이브릿 변환을 

수행하지 않고 두 화소 쌍들 간의 차이만 판단하여도 

수평, 수직 및 대각선 방향의 8-방향 경계 유무를 판

단할 수 있다.

화소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향성 보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2 블록이 가지는 화소의 형태를 분석해

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4개 화소의 밝기 값이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8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C0과 C1인 무작위영역과 평탄영역을 제외하고

는 방향성 보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서 RD와 

LD(right/left diagonal)는 오른쪽 및 왼쪽 대각선 경

계형태를 의미한다.

3.2 방향성 보간

방향성 보간은 Fig. 4와 Fig. 5(a)의 저해상도 4화

소가 Fig. 5(b)처럼 1옥타브로 확대될 때, 새롭게 추

가되는 홀수 행과 홀수 열의 화소를 영상의 경계방향

(a) (b) (c)

Fig. 3. The relation between pair-wise differences and 

high frequency coefficients in Haar WT. (a) 4HHL 

(b) 4HLH (c) 4HHH.

Fig. 4. All edge cases in the 2×2 image block.

(a) (b)

Fig. 5. Directional interpolation. (a) Low resolution im-

age (b) Interpolating pixels (H, V, D) in up-sam-

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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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행하게 보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계

를 포함하는 형태 C2∼C7에서 방향성 선형 보간이 

이루어져야지만 품질이 좋은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

할 수 있다.

Fig. 4의 8가지 형태에서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선

방향 보간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하면 

Table 1에서와 같다.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있고 음

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경계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방향성 보간이 이루어져야하는 화소를 나타내며, 
표시는 경계방향에 관계없이 양방향 선형 보간을 수

행하는 보간 화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C2인 경우

라고 가정하면, Fig. 5(b)에서 경계가 a-b와 c-d화소

와 평행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보간화소(H)는 

a-b화소의 평균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수직

(V) 및 대각선(D) 화소는 경계가 2y-2y+1행 사이에 

있는지 또는 2y+1-2(y+1)행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보간방식이 다르다. 이런 세부적인 경계예측을 활용

하려면 부화소 정밀도(half-pixel precision)에서 이

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을 요구한다. 그러므

로 제안한 방식은 반드시 방향성 보간이 이루어져야

하는 화소를 Haar WT에 기초한 2-화소들간의 차이

로 빠르게 판별하여 처리하고, 판단이 어렵거나 C0

및 C1과 같이 어떤 선형 보간을 수행하여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소는 추후 양방향 선형 보

간으로 오류 가능성 및 보간 시간을 줄이도록 하였

다. 영상이 입력되면 Table 1에서처럼 방향성 보간이 

필요한 경우가 먼저 수행되고, 잔여화소에 대해서는 

양방향 선형(bi-linear) 보간이 수행된다.

수평방향 보간(H)을 수행하는 화소 판단 기준은 

수평경계화소이면서 C2, C4 및 C7의 공통점인 a와 b

화소의 차이가 작은 경우이므로

 


    and   (8)

와 같이 처리된다. 방향성 수직 보간(V)은 식(9)와 

같으며, 개념은 식(8)과 동일하게 수직경계이면서 

C3, C5 및 C7의 공통점인 a와 c화소의 차이가 작은 

경우이다.

 


   and    (9)

대각선 화소(D)의 보간은 대각선 경계화소에 대

해서 식(10)에서처럼 좌우 대각선 방향에 따라 C4-C5

경우는 a와 d화소의 선형 보간, C6-C7은 b와 c화소를 

사용한다.














   and  




   and 

(10)

경계화소의 경우에만 위와 같이 H, V, D 화소가 

방향에 맞게 보간되고, 그 후, 잔여화소는 양방향 선

형 보간이 수행된다. Fig. 6은 입력영상에 대해 1옥타

브 up-sampling, 방향성 보간 및 잔여화소보간의 과

정을 보여준다.

3.4 칼라 영상 적용

상기 보간 알고리즘은 Y(휘도: luminance)신호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현재 멀티미디어 장비에서 사용

되는 관련 영상표준이 JPEG, MPEG, 디지털HD

(ITU-R BT.709) 및 UHDTV (ITU-R BT. 2020)을 

이용하므로 YCbCr(감마보정된 Y’CbCr/ YPbPr 포

함)을 기본 칼라영상 포맷으로 사용한다. 또한, 제시

한 기법은 HD와 UHD 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칼라 영상은 Y신호에만 적용된다.

입력이 RGB영상인 경우에는 YCbCr=4:4:4로 변환

되므로, Y신호에 대해 적응적 방향성 보간을 수행하

면 Y영상의 표본화율은 4화소에서 16화소로 1옥타

브 증가되며 색차신호는 4에 머물게 되어 YCbCr=

16:4:4, 즉 YCbCr=4:1:1형식으로 HR칼라영상이 복

원된다. 만약 고해상도 복원영상이  4:4:4를 원할 경

Table 1. Directional interpolation cases according to 

the 2×2 pixel pattern

case C0 C1 C2 C3 C4 C5 C6 C7

H   ↔  ↔   ↔

V    ↕  ↕  ↕

D     ⤡ ⤡ ⤢ ⤢

Fig. 6. Step by step results of the proposed interpolation. 

(a) 1-octave up-sampling (b) H, V, and D direc-
tional interpolation (c) Residual pixel inter-

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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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색차신호가 양방향 0차 보간되어 입력되게 

된다. 왜냐하면, 색차신호가 선형 보간되면서 변경되

면 색조(hue) 값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4. 실  험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영상

은 Fig. 7에서처럼 특성이 다른 이진영상, 흑백영상 

및 칼라영상이 사용되었다. Fig. 7(b)는 512×512이

고, 나머지는 full HD 1080p 영상이다. 주관적 화질은 

실험영상 전체에 대해서 비교하였으며 비교 방법은 

전통적인 1차-, 3차-보간 및 제안한 방식과 유사한 

(a) (b)

(c) (d)

(e)

Fig. 8. Results of the BW image. (a) Bi-linear (b) Bi- 

cubic © RDWT (d) The proposed interpolation 

(e)The Original.

(a) (b)

(c) (d)

(e)

Fig. 9. Results of the Gray image. (a)Bi-linear (b)Bi- 

cubic (c)RDWT (d)The proposed interpolation 

(e)The Original.

(a) (b)

(c)

Fig. 7. Experimental images. (a) BW (b) Gray (c) Color.

Table 2. The comparison of computation time and com-

plexity                      (unit: millisecond)

Bi-linear Bi-cubic RDWT Proposed

time 15.7 31.3 25.8 15.7

complexity +i:3, xi:3 +f:9, xf:12 +i:18, xi:6 +i:9, xi:3

+ : addition, x : multiplication, i : integer, f : float operation

Table 3. The comparison of objective quality metrics for 

experimental images

Interpolation methods Bi-linear Bi-cubic RDWTProposed

BW
PSNR(dB) 21.75 21.09 23.87 24.96

SSIM 0.9997 0.9997 0.9998 0.9998

Gray
PSNR(dB) 32.15 32.17 32.75 33.43

SSIM 0.9940 0.9940 0.9940 0.9941

Color
PSNR(dB) 39.63 39.33 40.52 41.40

SSIM 0.9983 0.9984 0.9994 0.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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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법[5](RDWT로 언급함)을 사용하였고, 수행

시간은 흑백영상을 제외한 칼라영상에 대해서만 평

가하였다. 원본을 강제로 1옥타브 축소한 후, 각 방법

을 적용하여 1옥타브 확대하고 원본과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턱치(TH), 즉 식(5)-(10)에서 경계

를 판단하는 값은 3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지 

센서의 출력이 8-bit 해상도에서 ±2정도의 인접화소 

편차를 가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3을 초과할 경우 

경계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주관적 평가를 위해 Fig.

8～10에 결과영상을 표시하였으며, 이 결과에서 기

존 보간 방법보다 경계 부분의 화질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에는 수행시간과 계산

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Intel i7-4790 쿼드코어 CPU,

clock 3.6GHz, RAM 4GB에서 Fig. 7(c)의 칼라영상

을 각 방법에 대해 총 40회 수행한 평균 시간과 2×2

블록의 수평, 수직 및 대각선 세 화소를 보간하는데 

필요한 덧셈(뺄셈 포함) 및 곱셈 계산 횟수를 나타내

었다. 계산 횟수는 up-sampling 후부터의 연산량을 

나타내며, 제안한 방식은 경계 판단연산 4HHL,

4HLH, 4HHH에서 각각 덧셈이 3회(예:a+b-c-d) 요구

되기 때문에, 수평경계이면 덧셈 3회에서 경계판단

이 종료되지만, 수직경계이면 6회, 대각선경계이면 

9회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경계판단에서 평균 6회가 

요구된다. 그 후 보간연산은 식(8)-(10)에서와 같이 

각 경우에 대해서 덧셈 1회 및 곱셈(평균계산=비트

시프트) 1회가 필요하다. 그 결과 제안한 방식의 2×2

블록에서 필요한 계산 횟수는 경계화소인 경우, 평균

적으로 덧셈 9회 곱셈 3회가 요구된다. 2×2 블록에서 

bi-linear방식은 고정적으로 정수형 덧셈과 곱셈 각 

3회, bi-cubic은 실수형 덧셈 9회와 실수형 곱셈 12회

가 필요하다. 제안한 방식은 경계유무와 경계방향을 

판단하여 보간을 수행하지만, 경계의 비율이 보통 영

상에서 2-30%이하이므로, 본 실험에서는 bi-linear

방식과 비슷한 수행시간 결과를 보였다. RDWT기법

은 1차원적으로 2화소가 4개화소가 되므로, 정수연

산이 제안한 기법보다 2배 요구되지만, 정수계산만

을 요구하기 때문에 3차보간법 보다 시간은 작게 소

요된다. 또한, 객관적 화질 비교는 Fig. 8(b)와 8(d),

9(b)와 9(d), 그리고 10(b)와 10(d)를 비교할 때, 제안

한 방식은 양방향 1차 선형 보간법과 동일한 수행시

간을 가지지만 화질에는 큰 개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화질을 평가하기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과 SSIM(struc-

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을 결과영상의 평가

척도로 활용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접 4화소의 형태에 기반한 고속 

방향성 영상 보간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알

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비간축 이산 웨이브릿 변환에 

기초하지만, 실제로 변환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

접한 4화소의 값이 2화소씩 묶여서 비교된다. 이때,

비교되는 2×2 화소의 형태를 8개 종류로 분류하고 

각 형태에 따라 방향성 보간과 양방향 보간이 선택적

으로 수행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정수 덧셈계산을 

최소 3회에서 최대 9회로 경계 유무와 방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고 1차 양방향 선형 보간

과 비슷한 수행시간을 나타내지만 성능에서는 기존 

영상 보간 기법들보다 우수한 결과 품질을 보여준다

(a) (b)

(c) (d)

(e)

Fig. 10. Results of the color image. (a) Bi-linear (b)Bi- 

cubic (c) RDWT (d) The proposed interpolation 

(e)The Original.



1661웨이브릿 및 경계형태 분석에 기반한 고속 방향성 영상 보간 기법

는 것을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16K급 

이상의 초고해상도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화질 

영상 보간을 위해 수퍼해상도 복원 기법에서 활용되

는 방식을 영상 보간기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화질 개선 기법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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