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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차 기반 영상처리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저해상도 및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 영상을 복원하는 연구는 필수적이 되었
다. 이러한 기법들은 라이트필드 영상 향상 과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 개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존의 연구는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필드 공간 영역 초해상도 복원과 모션 블러 제거를 동시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특히, 저
해상도 및 6-DOF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 데이터셋으로 훈련하는 간단한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또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지역 영역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정량적, 정성적 측정을 통해 평가하고 기존의 state-of-the- 
art 기법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Abstract

Restoring a low resolution and motion blurred light field has become essential due to the growing works on parallax-based 
image processing. These tasks are known as light-field enhancement process. Unfortunately, only a few state-of-the-art methods are 
introduced to solve the multiple problems jointly. In this work, we design a framework that jointly solves light field spatial 
super-resolution and motion deblurring tasks. Particularly, we generate a straight-forward neural network that is trained under 
low-resolution and 6-degree-of-freedom (6-DOF) motion-blurred light field dataset. Furthermore, we propose the strategy of local 
region optimization on the adversarial network to boost the performance. We evaluate our method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ments and exhibit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tate-of-the-ar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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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라이트필드 이미징은 시점 합성(각 영역(angular 
domain) 초해상도(super-resulution, SR))[9,26,27,37], 영상 재

초점[20], 깊이 추정[8,30,31,33,34]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의 증가

하는 인기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필드의

공간 영역(spatial domain) 초해상도 복원 및 모션 블러 제

거와 같은 영상 향상에 대한 연구는 비슷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의 라이트필드 영상에는 대량의 데이

터가 포함되어 있고, 시차 제약 조건도 유지해야 하는 특

성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라이트필드 블러 제거[14,16,18,25] 
및 초해상도 복원[35,36]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라이트필드 영상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생성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 라이트필드 향상 기법은 공간 영역 해상도 4배 향상과

6-DOF 모션 모델 기반 블러 제거로 정의한다. 그림 1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필드 영상 향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차 정보를 취득하는 라이트필드의 도메인을 자세히 설명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라이트필드 영상은 2차원 공간

영역 및 2차원 각 영역으로 분산된 픽셀들을 갖고 있다. 기
존의 2차원 영상과는 다른 추가적인 각 영역은 시차와 관련

된 다시점 영상들(subview images)을 생성한다. 라이트필

드의 각각의 subview 영상은 Ng에 의해 기술 된 바와 같이

특정 각도 방향에 위치하는 2차원 영상를 의미하며[20], 대
부분 라이트필드의 공간 및 각도영역의 좌표는 각각 (x, y) 
및 (u, v)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초기 연구에서는 단일 카메

라 앞에서 작은 물체를 회전시킴으로써 여러 장면을 생성

하여 라이트필드를 취득하였다[15]. 최근에는 라이트필드 영

상을 취득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트필드 카메라

Lytro의 크기가 최신 디지털 카메라와 비슷하여 라이트필

드 취득에 편리성을 갖게 되었다. Lytro 카메라는 비록 더

이상 생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시점 영상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다시점 영상의 경우 주 렌즈 뒤에 위치한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마이크로 렌즈들 사

이의 각도는 작지만 그럴듯한 시차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

에 주로 영상 깊이 추정[8,30,31,33,34]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취득한 라이트필드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

므로 라이트필드 영상 취득 후에 라이트필드 향상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필드 영상의 공간

영역 초해상도 및 모션 블러 제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end-to-end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네트워크 훈련에는 re-
construction 및 adversarial loss를 통해 역전파되는 여러 단

계의 최적화가 포함된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단계에서는

추정한 결과 및 입력의 전역 및 지역 구조를 결합하여 여

러 손실 계산에 활용한다. 지역 구조는 영상 합성 기법과

유사하게 블러 제거가 되지 않은 영역이 ground truth와 같

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7]. 본 논문의 기여를 요

그림 1.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결과. (좌) 저해상도 및 6-DOF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의 중앙 subview 영상 (우)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초해상도 복원 및
모션 블러를 제거한 라이트필드 subview 영상
Fig. 1. the result of Proposed framework. (Left) Central subview image of 4x low-resolution and 6-DOF motion-blurred light field (Right) Central 
subview image of a light field after super-resolution and deblurring procedure using ou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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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해상도 및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 데이터셋 생성을

위해 축소된 공간 스케일 상에서의 6-DOF 라이트필드

카메라 모션의 수식화

•라이트필드 공간 영역 초해상도 복원과 모션 블러 제

거를 동시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네트워크 훈련 중 성능 향상을 위한 지역 마스킹 및 개

선 전략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라이

트필드 초해상도와 블러 제거 기법들을 소개한다. 제 3장에

서는 초해상도 및 블러 제거를 동시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제

안하며, 세부적으로 SRNet, DebNet, 구별자 네트워크를 소

개한다. 제 4장에서는 6-DOF 라이트필드 블러 모델과 네트

워크에 적용한 최적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 생성한 저해상도 및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제 5장에서는 구현의 세부사항에 대하

여 설명하고, 기존의 타 기법과 정량적, 정성적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맺는다. 

Ⅱ. 기존의 연구

1. 라이트필드 초해상도

초해상도 기법은 저해상도 영상들의 보간된 픽셀들에 의

해 발생한 블러된 영역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고해상도의

위치에 픽셀들을 채우는 작업이다. 2차원 영상에 CNN을

활용한 초해상도의 최신기법은 훈련 중 빠르게 수렴이 가

능하도록 한 Kim et al.[10]기법으로부터 알려져 있다. 2차원

의 영상과는 다르게 라이트필드 영상의 초해상도는 2차원

공간 영역 및 2차원 각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 2차원 각

영역 초해상도는 시점 합성과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존

의 연구 중 Kalantari et al.[9]의 경우 주어진희소 라이트필

드 영상으로부터 숨겨진 subview를 예측하는 기법을 보였

다. 이 기법은 라이트필드 영상의코너들로 이루어진 2x2입
력 subview 영상들로부터 8x8의 subview영상들을 생성하

였다. Srinivasan et al.[27]에 의한 최근 연구에서는 더욱 나

아가 오직 하나의 영상 입력으로부터 라이트필드 영상을

합성하였다. 이러한 라이트필드의 초해상도 연구는 대부분

새로운 시점을 보간 하는 목적으로 각 영역에서 수행되었

다. 각 초해상도와 다르게 공간 초해상도는 픽셀 단계에서

의 초해상화 작업이다. 기존 라이트필드 공간 초해상도 연

구는 단순한 CNN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Yoon et al.[35]에

의해 소개되었다. 최근의 공간 초해상도 연구 중 Zhang et 
al.[36]의 경우 여러 방향에서의 영상들을쌓아 올려 이를 입

력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을오직 특정 라

이트필드 해상도에서만 수행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라이트필드 공간 영역 초해상도가 각해상도 초해상도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들

이 라이트필드 향상 프레임워크를 생성하는 동기로 작용하

였다. 

2. 라이트필드 블러 제거

초해상도와 유사하게 블러 제거의 주요 작업은 입력으로

주어진 블러된 영상을 선명하게 복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물체의움직임으로부터발생

한 블러에 초점을맞춘다. 블러 제거의 기존의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point spread 함수나 블러 커널을 복원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Tai[29]연구에서는투영변환을 사용

하여 카메라움직임 추정의 최적화 기법을 소개하였다. 하
나의 영상과는 다르게 라이트필드의 블러 제거 작업은 각

영역의 정보에 제약을 받는다. 기존의 여러 연구[14,16,18,25]에

서는 블러 제거를 위한 특정 라이트필드 카메라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연구 중 Srinivasan et al.[25]에서는 라이

트필드 필드 카메라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3- 
DOF 변환모델을 소개하였다. Mohan et al.[18]은 [25]의 기

법보다 16K배빠르게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2-DOF 변환
과 1-DOF in-plane 회전으로 대체하는 시도를 하였다. Lee 
[14]는 라이트필드의 깊이 추정과 블러 제거를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추정한 라이트필드 카메라 자세를 개선하였다. 
Lumentut et al.[17]에 의한 최근 블러 제거 연구에서는 블러

된 라이트필드 데이터셋을 위한 6-DOF 라이트필드 카메라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또한 Lumentut et al.[16]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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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하여 라이트필드 블러 제거를 수행하였으며, 
기존보다 우월한 성능을 실시간에 가깝게 달성하였다. 하
지만 해당기법은 Lytro 카메라의 해상도를 기반으로 추정

한 움직임이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down/ 
upscal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여러 해상도에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의 라이트필드 영상 향상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해상도 및 모션 블러 제거를 동

시에 수행하는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이후 장에서는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한다.

III.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필드의 스택된 subview 영상들을

입력으로 하여 특정 subview 영상의 공간 영역 초해상도

복원 및 모션 블러를 제거한 결과를 출력으로 생성하는

end- to-end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기법

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JSRD (Joint SR and 
Deblurr- ing)로 정의한 공동 네트워크는 초해상도 복원 네

트워크(SRNet)와 블러 제거 네트워크(DebNet)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다. JSRD는 공간 크기가 (H / d, W / d) 인 입력

을 받아 (H, W) 크기의 결과를출력하는 네트워크이다. 네
트워크는 2차원 영상에서 직접 작동하기 때문에 4차원 라

이트필드 표현 (x, y, u, v)은 3차원 (x, y, a)으로감소되고, 
순환적 기법을 통해 하나씩 처리한다. Subview 영상들을

적층함으로써 도메인이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절에

서 논의한다. end-to-end 네트워크는 초해상도 복원 및 블

러 제거의 손실들의 역 전파를허용하도록 여러 단계로 나

누어 훈련을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장에서 설명한 전

역 및 지역 마스크 영역으로 처리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을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네트워크를

살펴본다.

1. 초해상도 네트워크

그림 3과 같이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간

영역 초해상도 복원을 해결하기 위해순환적 U-Net을 활용

하였다. 네트워크는 저해상도 및 블러된 라이트필드의 sub-
view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 초해상도 복원 영상()을

출력한다. 의 해상도는 d스케일로 다운샘플링되며, 이웃

subview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입력

은 적어도 이웃한 영상들( , ,  )과 연결한다. 

첫번째로 특징들은 인스턴스 정규화[32]로 정규화된 2개의

그림 2. 제안하는 라이트필드 초해상도 및 블러 제거를 동시 수행하는 프레임워크
Fig. 2. Our joint LF SR-deblurring framework

그림 3. 초해상도 네트워크 구조
Fig. 3. SR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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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볼루션 블록을 통과한다. 첫번째와 두 번째컨볼루션층

의채널은 각각 64 및3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의 크기

는 각 9x9 및 3x3이다. 컨볼루션층에서 추출된 특징은 이전

의숨겨진특징( )과 연결되어 U-Net 내에서 처리된

다. U-Net은 6개의 인코더와5개의 디코더가 통합되어 있

다. 각 인코더 계층에서는 채널의 수가 2배로 증가하지만

공간의 크기는절반으로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디코더 계

층에서는 공간의 크기가 2배로 증가하고채널수가절반으

로 감소한다. 각각의 디코더 계층은 동일한 크기의 인코더

계층의 출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인코더의 출력은

디코더의 입력과 연결되어 있다. U-Net 블록은 컨볼루션/
디컨볼루션, IN (인스턴스 정규화) 및 ReLU 활성화로 구성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U-Net의 출력은 2개의 간단한

Conv-IN-ReLU 블록을 통과한다. 첫 번째 블록의 출력

 은 다음 영상을 위해 recurrent connection을 통해 전

파한다. 두 번째 블록의 출력은 잔차(residual) 초해상도 영

상 이며, 입력 ()을 더하여 블러된 영상의 초해상도

버전 ()을 생성한다.

2. 블러 제거 네트워크

다음 단계인 블러 제거 네트워크는 초해상도 복원 네트

워크의출력을 처리한다. 그림 4와 같이 블러 제거 네트워

크의 입력()은 conv-IN-ReLU의 조합으로 구성된 2개의

컨볼루션 블록을 통과한다. 처음 2개의 컨볼루션층에서 추

출한 특징은 이전 영상의숨겨진특징인   와 연결한

다. 연결된 특징들은 배치 정규화가 아닌 He et al.[4]의 인스

턴스 정규화를 사용하는 8개의 ResNet 블록을 통과하며, 
ResNet 블록은 conv-IN-ReLU-conv-IN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ResNet 블록내부에서는 특징이 ReLU로 활성화되고

2개의컨볼루션층을 통과한다. ResNet블록 이후의첫번째

컨볼루션 블록은 다음 영상으로숨겨진특징인출력 

을 제공한다. 마지막 컨볼루션 블록은 잔차(residual) 블러

제거 영상()을 생성하고, 입력()을 더하여 최종적인

초해상도 및 모션 블러가 제거된 영상()을 추정한다.

3. 구별자 네트워크

지난몇 년 동안 다른 도메인에서 입력 영상이 주어졌을

때 그럴듯한 결과를 합성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 
tive adversarial network)기법이 소개되었다[2,6,7]. GAN 이
널리 이용되는 동안 하나의 영상에 포함되는 시맨틱 정보

는감소하게 되어 성능이 저하되었다[23].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영상의 특정 영역에 대한 지역 정보가 사용되었다. 
이 정보는 픽셀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더 부드러운결과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단계로 훈련하는 간단한 구

별자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생성자로부

터 예측된 영상()의 전체 영역을 사용하여 구별자를 훈

련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일한 구별자를 이용하여 추

가 특정 영역을 학습한다. 추가 특정 영역이란 와 의

절대 차이에 의한 영역 M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블

러가 제거 되지 않은 지역은 구별자를 통해 지역 prior로
처리된다. 마스크 획득절차는 IV 장에서 논의하고 지역 영

역의 장점은 V장에서 논의한다. 구별자 네트워크는 Conv- 
IN-Leaky ReLU로 구성된 6개 블록과 Conv-IN- Sigmoid
로 구성된 1개 블록으로 Isola et al.[7] 및 Kupyn et al.[12]연

구에서 제안한 기법과 유사하게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그
림 5와 같이 마지막계층을 제외한 각 계층에서 공간 영역

크기는 2배 다운샘플링하며, 채널은 64 스케일로 증가한

다.

그림 4. 블러 제거 네트워크 구조
Fig. 4. Deblurring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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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네트워크 학습 기법

1. 6-DOF 라이트필드 블러 모델

본 논문에서 블러된 subview영상들은 6-DOF 라이트필

드 카메라 모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생성한다. 특히, 선
명한 subview영상들을 모션에 따라 워핑하고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통합한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연구인 Tai 등[29]에

서 제안한 다른 호모그래피들로 선명한 2차원 영상을 워

핑시키는 방법과 유사하다. 최종적인 블러된 영상은 워핑

된 영상들을 평균하여 생성한다. 다음 논의에서는 완전한

6-DOF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25]에서 제안한

3-DOF 변환 모델과 3-DOF 회전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1.1. 3-DOF 변환 모델
3-DOF 라이트필드 변환 모델은 x축 및 y축의 2차원

in-plane 모션과 z축의 1차원 out-of-plane 모션에서 유도된

다. 라이트필드의 블러된 픽셀(B)은 축을 따라 이동시켜워

핑된 선명한 라이트필드의 통합 버전(G)으로부터 획득한

다. 또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낸다.

(a)

(b)

(c)
그림 5. 구별자 네트워크. 는 SR-net, Deb-net을 통해 생성된 블러 제거 및 초해상도된 결과물, 는 초해상도 및 선명한 영상으로 ground truth를 의미
(a) 마스킹 과정 (b) 네트워크를 전체 영역으로 학습하는 경우 (c) 네트워크를 마스킹된 영역으로 학습하는 경우
Fig. 5. Our discriminator network. is the final result of deblurred and SR version of the network while  is its high-resolution and sharp version 
which is regarded as ground truth. (a) is the example of the masking process (b) and (c) are the example of the full and masked discriminator 
networks that run with full and masked reg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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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x, u)는 공간 및 각도영역 좌표를 나타내고, 
(  ,  )는 전체 시간 T에서 각각의 노출 시간 t의

in-plane 및 out-of-plane 카메라 변환을 나타낸다. x (및 y)
는 다운샘플 (또는업샘플) 스케일을 나타내는 d로 나누어

진다. 여기에서 라이트필드의 매개 변수는 단순화를 위해

4D (x, y, u, v)에서 2D (x, u)로 축소하였다.

1.2 3-DOF 회전 모델
수식(1)을 확장하여 6-DOF 모션을 모델링하기 위해 추

가적인 3-DOF 회전 근사를 추가한다. out-of-plane (축
() 및 축 ())과 in-plane의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된 회전

변환은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각 분리하여 논의한다.

1.2.1 Out-of-plane Rotation
3×3 호모그래피행렬에 의해 워핑된 fronto-parallel sub-

view image (G (u))를 모델링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2)

이때의 (  )는 초점거리와 y 축과 x 축을 따른 회전

각을 의미한다. Out-of-plane은 변환 모델 (  , )에

대한 추가적인 매개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3)

여기서 ′   및 ′는 각 x축 및 y축을 따라업데이

트된 in-plane모션을 나타낸다.  out-of-plane 회전을 활용하

여 수식(1)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   


  (4)

1.2.2. In-plane Rotation
라이트필드 카메라는 in-plane회전할때 단일 축을 따라

회전한다. 이 축은 central subview 영상을 교차한다. 각
subview 영상은 ∆ , ∆의 거리만큼 분리되며, 이 매개변

수들은 시차효과를 생성하는 라이트필드 카메라 기준선으

로 활용된다.  Bok et al.[1]에서 제공하는 툴박스를 사용하

여캘리브레이션을진행하면 ∆  및 ∆ 값은 0.9 픽셀이지

만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1픽셀로 정한다. in-plane 
회전을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  

∆cos  


∆sin∆ (5)

′  

∆cos  


∆sin∆ (6)

여기서 ψ_t는 in-plane 각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수
식(5)와 수식(6)을 수식(4)식에 통합함으로써 전체 6-DOF 
모델 라이트필드 카메라 모션은 다음과 같다.



 







′′  ′  (7)

2. 저해상도 및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 데이터셋

이 단계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네트워크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기존의 블러 데이터셋

은 주로 라이트필드가 아닌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 (비디

오) 블러 제거[5,19,28]에 중점을 두고있다. 최근에는 각 영역

초해상도 연구를 위한 대규모 라이트필드 데이터셋[9,26]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저해상도이면서 균일하지 않게 블

러된 대규모의 라이트필드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실
제영상은 Lytro Illum으로부터 라이트필드 데이터를 취득

하고 합성 영상에 대해서는 UnrealCV[22]에서 3차원 장면을

수집하였다. 3차원 장면은 Lytro 영상이 낮은 강도를 갖는

경향때문에 색상영역에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하여 포함

하였다. 구현에서는 d는 4로 적용하여 공간 좌표를 4배 감
소시켜 80x128의 공간 크기를 갖는 subview 영상을 제공한

다. 데이터셋은 훈련셋의 경우 360개 라이트필드와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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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의 경우는 40개의 라이트필드로 분리하였다. Lytro 및 3
차원 장면으로 캡처 한 데이터의 모집단 비율은 두 세트

모두에서 50:50이다. 6-DOF 모델은 수식(7)을 사용하여 라

이트필드 카메라에서셔터 시간 효과 (T = 15)를 시뮬레이

션 하였다. 특히, 6-DOF 모델에서변환모델의 경우베지어

곡선을 회전 모델의 경우에는 구형 선형 보간을 사용하여

매 시간 t (t∈T)에서 매개 변수화 하였다.

3. 최적화

초기 단계에서는 초해상도 네트워크 및 블러 제거 네트

워크를 L1 및 perceptual losses를 각각 활용하여 개별적으

로 학습한다. Perceptual loss는 사전 훈련된 VGG-19 네트

워크[24]를 통해 예측 영상 및 ground truth의 특징에서 L2 
오차를 구하여얻는다. 구현단계에서 최종특징은 VGG-19 
네트워크의 conv3.3에서 취득한다. 초해상도 및 블러 제거

네트워크에 대한 훈련은 각각 30 에포크씩 수행하였다. 이
러한 접근법은 영상 콘텐츠 최적화의 일부에 해당한다. 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α는 특정 반복에서 손실 계산을 대체하는 이진값

이다. 상세한 초해상도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9)

수식의  ′은 저해상도 및 블러된 subview 영상 B로부터

생성한 초해상도 버전이다. S는 초해상도 영상의 ground 
truth, N은 픽셀 수를 나타내며, Θ는 VGG에서 추출한 특징

이다.  는노이즈를줄이기 위해 포함된총분산 손실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블러 제거 네트워크의 손실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0)

다음 단계에서는 블러 제거 네트워크의 perceptual loss만

활용한다. 이 단계 동안에는 모든변수는철저하게 역 전파

된다. 200 에포크는 생성자와 구별자 네트워크를 반복하는

데 사용한다. 처음 100 에포크에서의 구별자는예측된 영상

의 전체 영역을 입력으로 한다. 이 단계의 목적 함수는

WGAN-GP[3,12]의 접근방식과 같이 기울기 페널티가 추가

된 adversarial loss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역 영역페널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  (11)

여기서 x는 예측된 D와 ground truth(G)의 혼합 분포를

나타내며 Π와 C는 기울기와 critic  구별자 함수이다. 전역

영역의 adversarial los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

N∈
 (12)

여기서 와 는 ground truth와예측된 초해상도 블러

제거 영상의 분포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ground truth와 지역 영역의 유사도를

강제한다. 이진마스크 M은 D와 S의절대 차이로 생성하며

블러 되지 않은 영역은값을 1로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한다. 
이 마스크는 Tao et al.[30,31]에서 연구한 추출된 라이트필드

맵과 유사하다. 해당 연구는 재 초점한 라이트필드 영상을

블러 영역과 블러 되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 이었다. 
차이점은맵에 0과 1의값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화

된버전이다. 이접근방식을 사용하면 블러 되지 않은 영역

이 adversarial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도록 우선 순위가 주어

지게 된다. 이 절차는 수식(1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N∈

⊗∥∏⊗∥ , (13)

여기서 입력 x와 최종 계산은 마스크 M을 사용하여 처

리된다. 최종 계산을 마스킹하는 것은 지역 그래디언트

페널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지

역을 이용하는 또 다른 adversarial loss도 추가된다. 동일

한 판별자 C를 사용하여 지역 적대적 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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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 (14)

다음 100 에포크는 전역 및 지역 adversarial loss의 합을

사용하여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접근 방식에서 총목적 함

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15)

여기서 는 상수값 100이다.

Ⅴ. 실험 결과

1. 네트워크 세부 설정

훈련 중 ground truth의 각각의 subview 이미지(G)는
128 × 128 픽셀 크기를 갖는 패치로 무작위로 크롭된다. 
d는 4로 설정하여 낮은 해상도와 blurred 버전인 B는
32×32의 공간 크기를 갖고, Batch size는 1로 적용하여 서

브뷰 영상들은랜덤시퀀스로 처리한다. 총 5 x 5 subview 
영상은 Lumentut et al[16] 연구와 유사하게 나선형 방향 순

서로 5개의순차적 프레임을샘플링한다. 모든네트워크의

learning rate는 0.0001이고 총 260 에포크로 ADAM opti-
mizer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처음 60 epochs는 SRNet 및
DeblurNet을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데 사용하며 다음 100 
에포크는 전역 영역의 훈련에 사용하고 마지막 100 에포크

는 구별자의 전역 및 지역영역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하였

다. 훈련은 GTX 1080 GPU를 사용하여 약 6 일이 소요되

었다.

2. 정량적 결과

실험 결과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5 × 5 각해상도

에서 작동하는 state-of-the art 초해상도 및 블러 제거 알고

리즘과 비교하였다. Srinivasan et al.[25]의 라이트필드 블러

제거 알고리즘은 비록 공간 해상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포

함하였다. 또한 Lai et al.[13]에서 권장하는 최적화 기반 알

고리즘인 Krishnan et al.[11]과 Pan et al.[21]기법을 활용하였

다. 학습기반의 경우 비디오블러 제거 성능이 우수한 Kim 
et al.[5]의 기법을 활용한다. 2D 블러 제거 기법은 각 sub-
view 영상에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1에서 각 항목의

값은 40 LF 테스트셋에서 모든 PSNR, SSIM 평균하여 측

정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우수한 성능을 갖는 기법에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Refine 전략을 포함한 방식이 표 1에 표시

된 것처럼전체 해상도 LF 측면에서 가장높은 점수를 보였

다. 이는 제안 한 데이터셋과 학습 기반 알고리즘이

state-of-the-art 알고리즘보다 라이트필드 영상을 향상시키

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데이터셋를 생

성할때, 정확한 지오메트리 근사로 인해 달성되었다.

SR + Deblurring Algorithms
Full-Res LF with 6-DOF Blur 

(40 × 5 × 5 × 320 × 512 × 3)
PSNR SSIM

VDSR [10] + Krishnan et al. [11] 22.17 0.7296
VDSR [10] + Pan et al. [21] 19.16 0.6675
VDSR [10] + Kim et al. [5] 23.88 0.7900

VDSR [10] + Srinivasan et al. [25]1 23.66 0.7638
Ours (Refine) 24.00 0.7980

표 1. 라이트필드 전체 해상도에서 처리되는 초해상도 및 블러 제거 기법의
PSNR, SSIM 결과. 기법[24]의경우에는감소된해상도(40 × 5 × 5 × 200 
× 200 × 3)에서 동작함
Table 1. PSNR and SSIM result result of the SR + deblurring algorithms 
on processing full-resolution LF. 1Note that the algorithm of [24] is run 
on reduced resolution (40 × 5 × 5 × 200 × 200 × 3)

3. 정성적 결과

성능을 정성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그림 7에 시각적 결과

를 나타냈다.   및 Refine 기법의 실험 결과는 다른 기법

들보다 선명하게 복원된 가장자리(edge)를 보여준다. 비록

Refine 방식의 실험결과는 더높은 메트릭점수를 보여 주

지만 실제로  의 결과는 크고 작은 가장자리 모두에서 더

선명한 시각적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작은 가장자리의 복

원된 픽셀은 일반적으로 un-deblurred 영역에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를 사용하면 이 지역은 초해상도 및 블러 제

거 네트워크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된다. 에피폴라 평면 영

상(EPI)은 라이트필드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 7의 각

subview 영상 아래와 옆에 표시하였다. 보충 자료를 통해

정성적 결과에 대한 더 많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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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 (b) Glob + Loc (c) Refine

그림 6. 최적화 방식에 따른 정성적 결과
Fig. 6. Qualitative results during the ablation study

(4×) High-Resolution + 6-DOF Blurred LF Ground Truth LF

VDSR [10] + Krishnan et al. [11] VDSR [10] + Pan et al. [21]

VDSR [10] + Kim et al. [5] VDSR [10] + Srinivasan et al. [25]

(4×) Ours-1 () (4×) Ours-2 (Refine)
그림 7. 알고리즘에 따른 정성적 결과 영상. 가운데는 중심 subview 영상과 EPI 영상을 도시함
Fig. 7. Qualitative results between the algorithms. Central subview image is shown in full-resolution. EPIs are shown below and next to ea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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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lation Study

최적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손실함수들을 제외하면

서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abla-
tion study를 수행하였다. 성능을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 최대 신호 대 잡음비 (PSNR), 구조적 유사도 지수

(SSIM) 메트릭을 활용하였다. PSNR과 SSIM은 높을수록

좋은 성능임을 나타낸다. 표 2에서볼수 있듯이  에만

의존하는 SR + Deb는 6-DOF 모델의 geometry을 학습하기

에는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adversarial loss에 전역 지역이

존재하는 수식(11) 및 (12) (+ Glob)의 경우에는 가중치 성

능은 PSNR 스케일에서 1.5dB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추
가적인 지역 손실 수식(13) 및 (14) (+ Loc)의 경우에는 더

높은 PSNR을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은

민감하여 일부 경우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약한 모서리에

jiggling 노이즈가발생하였다. 따라서  최적화를 사용

하여  에서 훈련된 가중치를 활용하는 개선 전략을 사용

한다. 개선 전략은 표 2에서 Refine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표 2를 통해 알고리즘 비교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Optimization Algorithm
Full-Res LF with 6-DOF Blur 

(40 × 5 × 5 × 320 × 512 × 3)

PSNR SSIM

SR + Deb 20.15 0.6842

SR + Deb + Glob 21.69 0.7095

SR + Deb + Glob + Loc ( ) 22.14 0.7050

Refine 24.00 0.7980

표 2.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른 PSNR,SSIM 결과
Table 2. PSNR, SSIM result during the ablation study of the opti-
mization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필드 영상의 공간 초해상도 및 모

션 블러 제거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화된 신경망 기반 라이

트필드 향상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네트워크는 fully- 
convolutional이며 다양한 해상도에서 작동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순환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저해상

도 및 parallax-consistent한 6-DOF 모션 블러된 라이트필드

데이터셋을 네트워크 훈련에 활용하였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절차에 Local adversarial 및 refinement 전략을

도입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다른 state-of-the-art 기법보다 우월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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