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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에서는 향상된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정확한 움직임 정보탐색을 위하여 Modified

Edgd-based Line Average(MELA)기법, 연속된 5개의 필드에서의 움직임 탐색, 블록기반의 지역적 특성을 포함한다. 움직임

검출부분에서는 FIR필터를 이용한다. 이것은 물체의 움직임의 내부를 정확하게 탐색 할 뿐만 아니라, 영상에 포함된 잡음도

줄일수 있는 향상된 기법을 이용함으로서 계산 할 수 있다. 검출된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구하여 공간적 기법과

시간적기법을결합시킨다. 제안된방법의영상시퀀스에대한실험 결과는기존의 방법들에비하여주관적, 객관적인비교에

서 우수함을 보여준다.

1. 서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 시스템은 인간 시각이 깜빡임에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비디오 신호를 제한된 대역폭에 전송할

수 있는 인터레이스 비디오신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TV

가 보편화되면서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의기술들을디지털기술에 사

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발생하였다. 인터레이스 방식을 디지털 TV에

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에지 플리커(edge flicker), 라인 크롤링(line

crawling)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영상의 질을 저하 시키게 된다. 이

를 위하여 다양한 디인터레이싱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고선명 디지털

TV방송 서비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2].

디인터레이싱 방법에는 움직임 기반의 MC(Motion

Compensation)방법과 비움직임 기반의 No-MC 방법으로 나뉜다.

MC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연산량과메모리 구조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No-MC 방법은 에지

기반의공간적보간을수행한다. 이는 간단한계산을하기때문에널리

이용되지만, 잘못된 에지정보로 인하여매우민감하며, 복잡한영역에

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움직임 기반의 움직임 적응적(Motion Adaptive) 방법은 낮은 연

산량과 영상의 고화질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움직임의정도에 따라시간적보간 필터와공간적보간필터두방법을

모두사용하는 방법이다. 공간적 보간방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객관적 성능을 보이며, 주관적 화질측면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3][8].

본 논문에서는 향상된 움직임 탐색방법과 최종적인 디인터레이싱

을 위한방법들을 제시한다. 픽셀기반과 블록기반의 움직임 탐색 방법

을 사용하며 단계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본적인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기법에 대하여간단하게 알아보고, 3장에서는기존의방

법 및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

뒤,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

그림 1은 일반적인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의 흐름도이

다. 움직임탐색부분은움직임의존재 유무를계산한다. 그리고가중치

를 이용하여 시간적 보간법과, 공간적 보간법을 결합하여비선형적인

보간법을수행한다. 다음 식 (1)은 움직임적응적디인터레이싱보간의

식을 보여준다.

(1)

  는   위치에서의 픽셀값이다. 는 보간되는

픽셀값이다. Xintra는 시간적 보간법에 의한 결과 값이고, Xinter는

공간적 보간법에 의한 결과 값이다. W는 시간적 보간법과 공간적

보간법의 결합을 위한 가중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구성 순행주

사 영상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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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의 흐름도

3. 제안하는 알고리듬

3.1 5-필드 움직임 탐색(Motion Detection)

일반적으로 주변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필드를 참조하여 픽셀

값을 비교함으로써 움직임 정보를 얻는다. 그림은 다섯 개의 필드를

이용하여 같은 주사선의 필드간의 차이값을 계산한다. 그림 2에서 n

은 현재 프레임이고 X는 디인터레이싱 될 픽셀의 위치이다.

그림 2. 일반적인 5-필드 움직임탐색 알고리듬

움직임 값 MV1, MV2, MV3은 각각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MV1 = ｜C – F｜,

MV2 = ｜(A+B)/2 - (D+E)/2｜,

MV3 = ｜(D+E)/2 - (G+H)/2｜, (2)

그리고 움직임 값 MV(Motion Value)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MV = max(MV1, MV2, MV3) (3)

그러나 이 방법은 물체의 정확한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 움직이는

물체의 내부를 잘못 탐색하며 잡음을 가져온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

하여 FIR 필터를 적용하였다[9].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양쪽 각각

두 개씩의 픽셀들을 더 포함을 시킨다.

그림 3. FIR필터를 적용한 제안된 움직임 탐색

그림 3은 개선된 움직임 탐색 알고리듬을 보여준다. 움직임 값

(MV)는 아래의 식으로 부터 정의된다.

A = (A1 + 2*A2 + 4*A3 + 2*A4 + A5) / 10,

B = (B1 + 2*B2 + 4*B3 + 2*B4 + B5) / 10,

C = (C1 + 2*C2 + 4*C3 + 2*C4 + C5) / 10,

D = (D1 + 2*D2 + 4*D3 + 2*D4 + D5) / 10,

E = (E1 + 2*E2 + 4*E3 + 2*E4 + E5) / 10,

F = (F1 + 2*F2 + 4*F3 + 2*F4 + F5) / 10,

G = (G1 + 2*G2 + 4*G3 + 2*G4 + G5) / 10,

H = (H1 + 2*H2 + 4*H3 + 2*H4 + H5) / 10, (4)

MV1 = ｜A – D｜,

MV2 = ｜B – E｜,

MV3 = ｜C – F｜,

MV4 = ｜D – G｜,

MV5 = ｜E – H｜, (5)

MV = max(MV1, MV2, MV3, MV4, MV5) (6)

그리고 더 정확한 움직임 탐색을 위하여 블록기반의 방법을 추가한

다. 그림 4는 3-필드를 이용한 각각의 3X3 SAD를 계산하는 방법

을 나타낸다.

그림 4. 블록기반의 움직임탐색

현재필드와 이전필드, 현재필드와 이후필드, 이전 필드와 이후필드

간의 블록 SAD를 각각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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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중치(Weight Factor) 계산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움직임 값(MV)와 세 개의 SAD를 이용하

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 가중치는 추후에 공간적 기법과 시간적

기법의 결합에서 비율로 이용된다. 가중치 계산은 두 단계로 구분된

다.

STEP 1 : 두 개의 고정 임계값1(TH1)과 임계값2(TH2)을 이용하

여 비선형 변환을 만들어 낸다[9].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8)

만약 움직임 값이 임계값 1보다 작으면 inter 필드 보간법이 선택

되고, 움직임 값이 임계값 2보다 크면 intra 필드 보간법이 선택된

다. 그리고 움직임 값이 임계값 1과 임계값 2사이일 때 inter 필드

와 intra 필드 보간법의 혼합된 방법이 사용된다. 식을 통한 비선형

변환 가중치(w)와 (1-w)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5. 비선형 가중치 계수

STEP 2 : 픽셀 기반의 움직임탐색에 의해 계산된 가중치를 더욱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블록 기반의 움직임탐색조건을 거치게 된

다. STEP1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치가 0인 픽셀들 중

에서 세 개의 SAD 값이 임계값 3(TH3)보다 크다면 미세한 움직임

이 있다고 재 판단하여 가중치가 1이 되어 공간적 필터링을 수행하

게 된다. 이는 다음 과정 따른다.

if( W == 0)

if( (SADcur-prev > TH3 )&&

(SADcur-next > TH3 )&&

(SADnext-prev > TH3 ) )

W = 1

3.3 공간적 필터(Spatial Filter) 방법

공간적 보간에는 Modified-ELA(Edge-based Line Average) 알

고리듬[4]을 이용한다. MELA 알고리듬은 EELA 알고리듬[5]을 개

선한 디인터레이싱 방법이다. 기존의 공간적 보간 알고리듬들[5-7]

보다 좀 더 정교한 에지의 경향을 구하기 위하여 MELA알고리듬에

서는 EELA 알고리듬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방향 벡터 이외에도

수직방향의 방향벡터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MELA 알고리듬

에서 사용되는 방향벡터와 상관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P = (｜U-1 – L0｜+｜U0-L1｜) / 2

Q = (｜U0 – L-1｜+｜U1-L0｜) / 2

V = (｜U-1 – L-1｜+｜U0-L0｜+｜U1-L1｜) / 3 (9)

C-1 =｜U-1 – L1｜

C0 =｜U0 – L0｜

C1 = ｜U1 – L-1｜ (10)

(a) P, Q 방향 (b) V방향

그림 6. MELA 알고리듬에서 사용되는 방향벡터

그림 6은 MELA 알고리듬에서 사용하는 방향 벡터의 에지 경향을

보여준다. MELA 알고리듬에 대한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i f min      ∧   



  i f min      ∧    



  

(11)

MELA 알고리듬은 방향벡터의 에지 경향과 상관계수의 방향이 일

치할 때만 에지가 잘 검출됐다고 판단하여 그 방향에 위치한 네 화

소들의 평균값으로 화소를 보간한다. 만약 에지검출이 실패하거나

수직방향으로 정해지면 위, 아래 화소의 평균값으로 화소를 보간하

게 된다.

3.4 시간적 필터(Temporal Filter) 방법

시간적 보간에는 기존의 알고리듬[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필드와 이후 필드의 픽셀을 이용한다. 다음 식과 같이 두 개의

픽셀의 평균값을 가진다.

XInter =             (12)

4. 실험 및 고찰

성능평가를 위하여 11개의 CIF 비디오 시퀀스를 이용하였다. 표

1은 제안한 알고리듬과 타 알고리듬과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에 사용한 임계값 1, 2, 3은 각각 20, 70, 100의 값으로 세팅하였다.

실험 결과는 움직임이 많은 영상보다 움직임이 적은 영상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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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SNR[dB] 비교

그림 7, 그림 8은 다른 알고리듬과의 주관적인 성능비교

를 보여준다.

(a) (b)

(c) (d)

그림 7. 영상의 보간 결과 (a) 원본영상, (b) ELA

방법의 결과, (c) VFT 방법의 결과, (d) 제안된

방법의 결과

(a) (b)

(c) (d)

그림 8. 영상의 보간 결과 (a) 원본영상, (b) ELA

방법의 결과, (c) VFT 방법의 결과, (d) 제안된

방법의 결과

5. 결론

본 논문은 향상된 움직임 적응적 디인터레이싱을 제안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움직임 탐색단계에서 FIR필터를 이용하여 움직

이는 물체의 내부의 픽셀을 검출하고 노이즈를 감소하여 보다 정확

한 움직임을 검출한다. 또한 블록단위의 지역적 특성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밀한 움직임의 유무를 결정한다. 그리고 가중치를 가지고

MELA 알고리듬과 시간적 보간방법의 효율적인 혼합 보간을 통하

여 참조 알고리듬보다 PSNR이 약 0.95(dB)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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