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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논문은 재구성에 기반을 둔 초 해상도 알고리즘 모델에서 SRCNN과  VDSR의 전반에 걸쳐 구조와 성능

에 대하여 알아본다. SRCNN 모델과 VDSR 모델의 구조와 각 방법의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간단히 소개하

고 성능 평가 함수의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키워드: 초해상도(super resolution), SRCNN, VDSR, 알고리즘(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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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딥러닝 기반 초해상도 모델에는 네트워크들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셋에 대하여 알맞은 네트워크의 실험 결과에 따라 딥러닝 

기반의 초 해상도 구현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연구[1]가 

있었다.

II. SRCNN and VDSR

1. SRCNN

종단 간 초 고해상도 알고리즘이 바로 SRCNN(Super-Resolu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

지 초고해상도 연구에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적용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SRCNN Model Structure

2. VDSR

VDSR (Very Deep Super-resolution) 모델은 이미지 초 고해상도

를 위한 대규모 컨볼루션 신경망이다. 딥 러닝 기반의 초 고해상도 

영상 알고리즘 중 입력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출력 영상은 대부분 

유사하다. 즉, 저해상도 영상이 전달하는 저주파 정보는 고해상도 

영상의 저주파 정보와 유사하다. 훈련중에 이 부분을 가져 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우리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저해상도 

이미지 사이에서만 학습하면 된다. 이 고주파 정보의 획득은 잔여 

학습 모듈의 장점이다. 모델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Fig. 2. VDSR Mod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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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raining

Dataset

Set5 Set14 BSD100 Urban100

PSNR/SSIM PSNR/SSIM PSNR/SSIM PSNR/SSIM

SRCNN 291 30.48/0.8628 27.50/0.7513 26.90/0.7101 24.52/0.7221

VDSR 291 25.64/0.8830 28.01/0.7674 27.29/0.7251 25.18/0.7524

Table 1. Results of PSNR and SSIM values with different models

III. 성능 평가 함수의 개선

1. 피크 신호 대 잡음비

단일 채널 영상의 MSE 표현은 식 (1)에 나타나 있으며, 다중 

채널 (C 채널) 영상의 MSE 표현은 식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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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유사성

계산 공식은 방정식 (3), (4) 및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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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은 밝기, 대비 및 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미지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밝기, 대비 및 구조적 유사성의 표현은 방정식 (6), (7) 

및 (8)과 같다.



 

 

 




 

 

 


 

 


Ⅳ. Experiments

SRCNN 및 VDSR 모델의 결과와 피크 신호 대 잡음비 및 이미지 

구조 유사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비교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Table 1에 나와 있다.

그림 3은 서로 다른 초고해상도 모델의 세 가지 이미지에서 얻은 

SR 이미지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서로 다른 SR 이미지의 

PSNR 및 SSIM 평가 지표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3. Super-resolution results of “148026”(scale factor x4)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RCNN과 VDSR모델의 구조 및 알고리즘 프로세

스를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개선된 성능평가 함수에서도 다중 채널과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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