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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에지 검출기를 이용하여 선택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LA 방법, M-ELA

방법 그리고 DOI 방법을기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비월주사영상을 M-ELA

방법을이용하여에지의방향을예측한후, 잃어버린화소값을보간한다. 여기서더정밀한에지를검출하기위해소벨연산을

사용하여 에지방향에 따라 LA 방법, M-ELA 방법 그리고 DOI 방법을 선택적으로 보간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실험영상에대해객관적및주관적평가를통해제안한알고리즘이기존의디인터레이싱알고리즘보다우수한성능을

확인한다.

1. 서론

현재 아날로그 TV는 전송 대역폭의 제한으로 홀수, 짝수 필드가

1/60초의 간격으로 교차되어하나의프레임을구성하는 비월주사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HDTV, LCD, PDP 등의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비월주사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주사선 사이의 깜박거림

(flicker) 현상이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현상 등의 심각한 화질 열화가

발생한다.[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다양한디인터레이싱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크게 현재 필드만 이용하는 공간적 디인터레

이싱 방법(Intra-field de-interlacing)[3]-[9]과 현재 필드뿐만 아니라

이전 필드까지 여러 장의 필드를 이용하는 시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

(Inter-field de-interlacing)[4]-[6]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의 경우에는 공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

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연산량이 많아 하드웨어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확한 움직임 검출에 실패했을 경우 심각한 화질열화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구현이 용이

하고 현재 필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유리하

다.[10]

대표적인 공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LA(Line Average)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보간할 화소의 상, 하 화소 값의 평균으로 보간하여

계산량이 적다. 그러나 수평 에지 성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에

지 성분이강한영상에서는심한화질열화가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LA계열 방법이 연구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ELA

(Edge-based LA)[3], E-ELA(Efficient ELA)[5], M-ELA (Modified

ELA)[8] 등과 같은 방법이 제안되었다. ELA 방법은 간단한 연산으로

구현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제한된 각도(45, 90,

135도)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이 각도를벗어나는방향에 대해서는 제

대로 된 에지 정보를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ELA 방법과

M-ELA 방법은 ELA 방법보다 에지 검출을 구체적으로 찾음으로써

ELA 방법의 단점을 보완했지만 이 역시 검출 범위가 제한되었다.

DOI 방법[7]은 공간적 방향벡터(sdv, spatial direction vector)를 이

용하여 현재 보간하는 픽셀 위치에서 바로 위, 아래 라인뿐만 아니라

그 위, 아래 라인까지 고려하여 방향을 판단하고 보간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에지 검출을 위해 Sobel operation을 이용하

여 에지 성분을 찾아낸다. 이렇게찾아진에지 방향를 고려하여 LA 방

법, M-ELA 방법과 DOI방법을 선택적으로 보간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공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여러가지정지영상에대한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한 실험 결과 및 분석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공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영상에서 각각 에지 방향에 따라 그에 맞게

보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선택적 디인터레이싱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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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에지검출을 위해가장보편적인 방법인소벨연산을사용하

여 에지의 기울기를 측정한다. 여기서 에지의 방향이 85° 이상일 경우

LA 방법으로 보간하고, 85° ~ 26.57° 에서는M-ELA 방법으로 보간한

다. 그리고 각도가 26.57° 보다 작을 경우 수평 성분의 에지가 강한

DOI 방법으로 보간한다.

2 1 소벨 연산

소벨 연산은 여러 가지 에지 검출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다. (x, y) 위치에서의 기울기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에서 Gx와 Gy는 각각 x와 y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기울기 벡터의 크기와 위상을 구하는 식은 식 (2)에서 보여주고 있다.

(2)

식 (2)에서 |∇f |는 (x, y)에서의 기울기 벡터 방향에 따른 단위거

리당 f (x, y)의 최대 변화율을 의미하여 위상 ∠(∇f )는 (x, y)에서 기

울기 벡터의 방향을 의미한다.

에지 방향에 따라 선택된 화소들에서 기울기 벡터를 구하기 위해

그림 1처럼 소벨 마스크를 사용한다. 그림 1의 (a)에서 Z5는현재화소

의 위치를 나타내고, (b)와 (c)는 x와 y 방향 각각에 대한 기울기 벡터

를 보여준다.

(a) (b) (c)

그림 1. 3×3 크기의 소벨 마스크 (a) 각 화소 위치,

(b) Gx, (c) Gy

소벨 마스크를 식으로 나태내면 다음과 같다.

(3)

2. 2 선택적 디인터레이싱 방법

먼저 소벨 연산을 진행하기 위해 비월주사 영상의 빈 화소라인을

M-ELA 방법으로 화소를 채운다. M-ELA 방법은 P, Q, V 방향을 사

용한다. 이 방식은 수직 방향, 대각선 방향, 역 대각선 방향을 커버한

다. 표 1에서 실험결과를보면M-ELA 방법이다른에지기반방법에

비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M-ELA 방법을 사용하여 선 처리 후 정밀한 에지 검출을 위해 소

벨연산을이용한다. 다음 그림 2는 소벨마스크를이용하여에지이미

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그림 2. 에지 검출된 이미지 (a) Lena의 에지 맵,

(b) Airplane의 에지 맵

이와 같이 소벨 연산을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할 경우 상당히 정확

한 에지를구할 수있어에지 방향성을통해 각도를판단한다. 이 각도

는 식 (2)에서 얻어진 위상으로 각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각도를

phase_in_degree 라고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에지의 방향에 따라 보간하기 위한 방법은 식

(4)에 의해 구해진다.

(4)

결론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에지 방향의 정확도에 따라그에맞

는 방법이 최상의 성능을 얻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512×512 크기의 여러 가지 표준정지영상을 대상으로 공간적 디인

터레이싱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본 실험에는 Th1과 Th2를 각각 실

험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85와 26.57로 정하고 실험하였

다. 또한, 기존의 에지 기반의 공간적 디인터레이싱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성능지표로 널리 쓰이는 PSNR(Peak

Signal-to-Noise Ratio)를 채택하였다. PSNR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식 (5)에서 나타내었다.

(5)

표 1을 보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PSNR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방법들 중 PSNR 성능이 좋은 LA 방법과 M-ELA 방법

을 비교했을 경우 제안하는 방법이 각각 평균 0.036dB, 0.027dB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기 위해

“Barbara” 영상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에지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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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SNR(dB)을 통한 성능 비교

LA ELA E-ELA DOI M-ELA Proposed

Airplane 34.213 33.014 33.992 34.212 34.104 34.203

Baboon 23.930 23.375 23.967 23.720 23.943 23.947

Barbara 32.143 25.179 28.973 32.034 32.200 32.227

Boat 35.394 32.465 34.575 35.385 35.273 35.312

Hat 43.619 41.790 43.277 43.619 43.360 43.408

Lena 37.686 36.034 37.355 37.685 37.932 37.951

Mobcal 32.082 31.140 31.941 32.082 32.084 32.098

Peppers 33.799 34.104 34.324 33.800 34.135 34.134

Temple 33.366 32.309 33.208 33.360 33.296 33.302

Toys 33.346 32.598 33.176 33.340 33.335 33.350

Average 33.957 32.200 33.478 33.923 33.966 33.993

살리는가를 주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에지 영역이 두드러진 부분을

확대하여 (b) ~ (g)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다른알고리즘과 비교하

면주관적측면에서향상된 영상을 얻을수 있는것을 확인할 수있다.

(a)

(b) (c) (d)

(e) (f) (g)

그림 3. ”Barbara” 영상에 대해 블록을 확대하여 주관적 화질 비교

(a) 원본 영상, (b) LA, (c) ELA, (d) E-ELA, (e) DOI,

(f) M-ELA, (g) 제안하는 알고리즘

4. 결론

본 논문은정밀한에지를 찾아 효율적으로 보간하는공간적디인터

레이싱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공간적디인터레이싱 방법들중 에

지 기반 알고리즘들은 주변 화소들로부터 간단한 연산을 이용하여 에

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려하는 에지 방향의

제한으로인해 에지가 많은영역에서는올바른에지 판단의실패로화

질열화를가져오는단점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안하

는알고리즘은필터를사용하여정밀한에지를검출후, 에지의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보간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 정지영상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

고리즘이 다른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객관적 및 주관적 화질에서 성능

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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