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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이용한 영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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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의 다양한 변환 후에 나타나는 화질의 열화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간법이나 초해상도 기술

등이 사용된다. 낮은 계산복잡도를 가지면서도 주관적 및 객관적 영상 향상을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이용한 영상 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방법에서는 개선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의 크기 변환에서 소실된 정보를 유추하고,

유추한 정보를 영상 보간 기법과 결합하여 개선된 결과 영상을 생성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비교 방법들보다 객관적 화질 지표인 PSNR에서 최대 1.8dB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며, 주관적 화질에서도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크기 변환이 요구되는 다양한 응용 환경에서 기반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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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olation or super-resolution is used in order to restore degradation of image quality that appears

after various transform of image. The method on subjective or objective image resolution improvement

having low computation complexity has been being researched in many different ways. In this paper,

image enhancement method using improved self degradation restoration(ISDR) method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uses ISDR to estimate pixel value of missed coordinate in the process of image scaling,

and combines the estimated loss information and interpolated image to generate enhanced result image.

The proposed method shows that PSNR increases by 1.8dB, and subjective image quality is superior

to other compared methods.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as a basis technique in variety of

applications which requires image scale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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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 확대와 같은 변환 처리 이후에는 변환 과정

에서 발생하는 열화를 복원해 주기 위한 복원 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복원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

중에는 영상 보간법(image interpolation)이나 초해

상도(super resolution) 기술이 대표적이다[1]. 영상

보간법은 영상의 크기 변환에서 원본 영상의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본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해서 할당받지 못한 위치의 화소값을 추정하는

기술이다[2]. 초해상도 기술은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획득한 다수의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을 재

구성하는 방법이다[3].

이런 복원 기술은 디지털 센서가 사용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주관적이며 시

각적인 화질의 개선, 정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객

관적 측정 지표의 향상, 하드웨어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계산량의 최적화 등과

같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임의의 영상이 주어지고 열화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열화된 영상으로부터 주어진

영상으로의 완전 복원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크기 변환에서 발생하는 생략되는 화소값에 대한 추

정은 정확한 복원이 더욱 어렵다. 이런 생략 정보의

불완전한 추정이 복원 영상에서의 부자연스러운 형

태로 표현되게 된다. 윤곽선 부근에서의 흐려짐 현상

이나 블록 현상, 번짐 현상 등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

게 되며, 의도치 않은 인공물의 발생도 야기하게 된

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는 주관적 관점에서

의 화질 저하 문제다. 흐려짐 등의 열화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특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

했지만, 불필요한 영역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

해서 결과 영상에서는 오히려 주관적 화질이 저하되

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객관적 측정에서

는 향상되었지만, 주관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열화가

더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화질 개선의 측면과

는 별도로 열화 현상의 제거를 위한 과도한 처리로

인해서 높은 계산복잡도를 가지는 방법들이 제안되

는 경우들도 있다. 어느 정도의 화질 개선이 보장되

지만 과도한 연산량으로 인해서 실제 응용 환경에서

는 사용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영상 보간법이나 초해상도

기술들보다 화질의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일반적인

영상 보간 함수가 가지는 수준의 계산복잡도로 동작

할 수 있는 영상 개선 방법을 목표로 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생략된 화소값의 추정을 통해서 손실된

영상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이것을 복원된

영상에 적용하여 화질 개선을 유도한다. 그리고 계산

복잡도와 실제 응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낮은 계산

량을 가지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손실 정보를 추정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자가 열

화 복원(improved self degradation restoration,

ISDR) 기법을 이용한 영상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서 비교 방법들보다 객관적인 화질 개선

을 이루어내고, 주관적 화질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방법들과의 동

작 속도 비교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 응용 환

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복원에서 사용되는 목적함

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목적함수로

얻어낼 수 없는 값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의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복원된 영상에 부가적

인 정보를 더하여 기존의 목적함수만 사용한 결과보

다 더욱 개선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ISDR을 사용하게 된다.

제안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은 독립성(independ-

ency), 유연성(flexibility), 확장성(expandability), 실

용성(practicality)을 갖추고 있다. 독립성은 SDR이

특정 복원 함수나 특성 실험 영상에 종속적으로 동작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유연성은 복원 함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확장성은 대부분의 복원 기법과 어울려서 사

용될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실용성은 낮

은 계산복잡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영상

해상도 개선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

는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 및 분석을 기술하고, 마

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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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영상의 크기 변환이나 해상도 변환에 있어서 획득

영상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

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

졌다. 이런 연구들은 처리 영역, 획득 영상의 개수,

입력 영상의 연속성, 기반 이론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어진다

[4]. 처리 영역으로는 공간 영역에서의 방법과 변환

영역에서의 방법, 두 영역의 처리를 혼용한 방법들로

구분할 수 있다. 획득 영상 개수를 기준으로 단일 획

득 영상 기반의 방법, 다중 획득 영상 기반의 방법,

단일 획득 영상으로부터 임의 생성된 다중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속된 프레

임 입력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결과 영상을 위해서

단일 프레임만 사용되는 방법, 연속된 여러 프레임이

사용되는 방법, 연속된 여러 프레임이 사용되면서 동

시에 여러 개의 결과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결정론, 통계학, 학습, 패턴

인식, 영상 처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간단한 영상 개선의 방법으로는 보간법이 있

다[5]. 보간법은 샘플링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위

치의 값을 추정하는 기법으로 구현이 용이하여 실제

응용 환경에서 자주 사용된다. 최근접 이웃 화소 보

간법은 최단 인접 원본 화소의 값을 그대로 할당 받

지 못한 좌표의 화소값으로 사용한다. 선형 보간법은

인접한 원본 화소들의 선형 가중치 결합을 통해서

출력화소의 값을 추정한다. 회선 보간법은 다수의 인

접 원본 화소들의 값을 해로 이용하는 다항식에 추정

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을 입력으로한 결과 값을 출력

화소값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스플라인 보간법이

나 삼각 보간법 등의 다양한 전통적인 영상 보간 함

수들이 존재한다. 보간법은 보간 함수의 선형적 특성

으로 인해서 결과 영상에서 인공물이나 흐려짐 현상

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국부적이

며 비선형적 접근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지만 비교적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회선 보간법이나 스플라인 보

간법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다. 적응적

인 보간법에는 적응적선형보간법, 적응적회선보간

법, 적응적삼각보간법, 이동선형보간법, 적응매개변

수왜곡거리방법, 최소평균자승오차방법 등이 있다

[6]. 이 외에도 보간법에 웨이블렛 변환, 퍼지 이론,

윤곽선 정보, 상관계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7].

보간법이 단일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초해

상도 기술은 다중 획득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에 포함

된다[8]. 초해상도 기술은 동일한 장면에 대한 일치

하지 않은 여러 장의 영상들로부터 하나의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이다. 센서를 이용한 영상 획득

이 용이해지고 영상의 고해상도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영상의 고해상도 표현을 위한 초해상도 기술

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IBP(iterative back projec-

tion) 기법은 모의 영상으로부터 윤곽선 영역을 추정

하고 여러 관찰 영상들로부터 얻어진 윤곽선 영역을

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한

다. 윤곽선 정보의 조합을 반복 역 투영을 이용하여

관찰 영상과 모의 영상 간의 차이를 줄여서 고해상도

영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9]. Robust SR(super

resolution) 기법은 IBP의 반복 투영에서 얻어진 윤

곽선 정보의 중간값을 이용하여 결과 영상을 추정한

다. POCS(projections onto convex sets) 방법은 복

원될 영상 영상이 가지는 특징을 관측 영상의 제한

조건으로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추정하는 방법

으로 사전 정보들이 제한 집합들로 정의되어야 한다.

PG(papoulis gerchberg) 방법은 변환 영역에서의 방

법으로 고해상도 영상의 고주파성분만을 제거하여

할당받지 못한 위치의 값들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0]. 다른 변환 영역의 기법으로는 DFT, DCT, 웨이

블렛 변환을 이용한 초해상도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

되었다. 이런 전통적인 초해상도 기술은 다양한 방법

으로 개선된 연구 결과들의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특히 링 현상이나 인공물 발생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된 IBP나 POCS 방법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ML(maximum llikeli-

hood) 추정 기법과 MAP(maximum a posterior) 추

정 기법으로 대표되는 정규화 기반의 초해상도 기술

이나 훈련 영상 집합을 이용하는 학습 기반의 초해상

도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왔다[11].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정지 영상의 해상도 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이라면,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초해상도 기술 역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2]. 연

속된 프레임 입력을 처리하는 비디오 데이터 초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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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술은 슬라이딩 윈도우 기번의 접근법, 동시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일 관찰 영상만을 이용하는 단일 영상

초해상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영상 개선은 결과

영상의 주관적 및 객관적 향상과 낮은 계산복잡도를

목표로 한다. 여전히 결과 영상에서는 인공물이나 흐

려짐과 같은 현상들이 남아있으며, 알고리즘에 따라

서 지나치게 높은 계산복잡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

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단순한 보간 함수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3. 개선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이용한 영상

개선 방법

3.1 영상 복원

본 논문에서는 영상 크기 변환에서 발생하는 생략

된 화소들의 정보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

반적인 보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윤곽선 영역에서

소실되는 정보들을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 또한 평

탄한 영역에서도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추

정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한다. 열화된 영상 에 복원

함수 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 는 원본 영상 와

완전히 일치하게 복원되지 않는다(식 (1)). 따라서 원

본 영상이 있다는 가정 하에 원본 영상과 복원 영상

간에는 로 정의되는 차이 값들이 존재하게 된다(식

(2). 제안하는 방법은 차이 에 근사할 수 있는 를

생성하여 복원 영상에 더해줌으로써 보다 더 원본

영상에 근접한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식 (3)).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은 에 해당하는 복원 함수나 보간

함수가 아닌 에 해당하는 차이값 또는 손실 정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있다.

≠ (1)

  (2)

≈, (≈) (3)

3.2 제안하는 방법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영상 개선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계산복잡도가 낮으면서도 기

존의 방법들보다 개선된 결과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사

용하여 영상의 크기 변환에서 소실된 화소값들을 추

정한다.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은 획득 영상을 열화-복

원 과정을 통해서 복원 영상을 생성하여 획득 영상과

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로부터 손실된 화소값들

을 추정하는 개념이다.

      (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가 열화 복원(SDR) 기법

은 식 (4)로 표현될 수 있다. 은 추정된 손실 정보,

는 양의 손실, 은 음의 손실, 는 입력영상, 는

추정 함수, 은 복원 함수, 는 열화 함수를 각각 나타

낸다. 즉, 추정된 손실 정보는 입력 영상과 입력 영상

을 열화하여 다시 복원한 영상의 차이에 추정 함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입력 영

상을 통해서 각각 양과 음의 2개의 손실을 추정해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단순 자가 열화 복원(simple

SDR, SSD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SDR에서는 하나의  쌍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것은 식 (3)은 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 정보의 추

정이 정확할수록 결과 영상의 화질은 개선된다. 일반

적으로 정보의 손실은 윤곽선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추정된 에서 윤곽선 부근의 값을

보충하기 위하여 샤프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샤프닝을 통해서 개선된 손실 정보 추정이 가능하도

록 제안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식 (5)로 나타내고

있다. 는 샤프닝 처리를 나타낸다.

     (5)

하지만 한 쌍의 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손실 정보 쌍을 가지기

위해서 SSDR을 여러 번 수행한다. 다중으로 수행된

SSDR의 결과는 손실 정보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렇

게 얻어진 손실 집합은 획득 영상을 보간한 영상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복원된 결과 영상을 생성한다.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결합 가중치가 사용되는데, 손

실 집합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보간 영상과 결합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면 추정

손실 정보는 영상으로 잡음으로 작용하며 화질 저하

로 표현된다.

그림 1에서는 제안한 ISDR을 이용한 영상 개선

기법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획득 영상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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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DR의 흐름도

화를 거쳐서 열화 영상을 생성하고, 열화 함수는 부

표본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얻어진 열화 영상은 복원

과정을 통해서 복원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복원 함

수는 선형 보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성된 복원 영

상은 획득 영상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양수 값을 가

지는 부분과 음수 값을 가지는 부분으로 분리한다.

이와 같이 분리된 차이들은 추정 함수를 통해서 추정

손실 정보를 생성하는데, 여기에서 추정 함수는 선형

보간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추정 손1실 정보에 샤

프닝 처리를 하여 최종적인 추정 손실을 생성한다.

이 과정을 다중으로 수행하여 얻어진 여러 개의 추정

손실들을 이용해서 손실 집합을 생성하고, 이 손실

집합은 획득 영상을 보간한 영상과 결합한다. 결합하

는 과정에서는 결합 가중치가 사용된다.

다음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 결과를

알아보고, 제안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이용한 손

실 추정이 얼마나 영상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본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는 다음의

실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은 전통적으로 영상

처리에서 사용되는 고전 영상 8개를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각각 baboon, barbara, boat, elaine,

goldhill, lena, oldmill, peppers 영상으로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실험을 위해서 원본 영상에 표준 편차 1의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고, 가로와 세로로 각각 1/2

씩 표본화를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손실 집합

의 가중치는 0.1이고, 추정 함수와 복원 함수는 linear

보간 함수, 열화 함수는 가로와 세로로 2:1의 다운샘

플 함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객관적 성능 평가는

PSNR을 이용하였고, 주관적 성능 평가는 영상의 전

체적인 선명도와 윤곽선의 뚜렷한 정도로 측정하였

다. 제안한 방법은 MATLAB 8.0 버전으로 구현되었

고, Intel Core2 2.4GHz와 4G RAM으로 구성된 컴퓨

터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비교 방법으로는 bilinear

interpolation, ICBI(iterative curvature based inter-

polation)[13], INEDI(improved new edge directed

interpolation)[7], IBP(iterated back projection)[9],

NC(structure adaptive normalized convolution)[14]

이 각각 사용되었다.

실험은 객관적 화질 평가, 주관적 화질 평가, 알고

리즘의 동작 속도, 보간 함수와의 비교 등 4가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실험 1에서는 PSNR을 이용하여

객관적 화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

한 SDR기반의 방법이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에서 가

장 높은 PSNR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과

비교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0.5～1.8dB의

PSNR 이득이 발생하였다. IBP 방법이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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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영상

표 1. 실험 1의 결과(단위 : dB)

bilinear ICBI[13] INEDI[7] IBP[9] NC[14] ISDR

baboon 22.96 23.09 23.22 22.89 22.75 23.56

barbara 25.02 24.99 24.94 24.73 24.88 25.53

boat 29.80 30.47 30.60 28.72 29.74 30.98

elaine 32.42 32.87 32.71 31.39 32.27 33.02

goldhill 30.53 31.01 30.89 29.76 30.55 31.40

lena 32.42 33.46 33.47 30.73 32.45 33.78

oldmill 24.05 24.39 24.80 23.42 23.91 25.24

peppers 31.59 32.27 32.25 30.60 31.34 32.58

average 28.60 29.07 29.11 27.78 28.49 29.51

가장 낮은 PSNR을 보이며, ICBI와 INEDI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PSNR을 가진다. 실험 1을 통해서 제

안한 방법의 손실 정보 추정이 다른 비교 방법들보다

정확한 것을 검증할 수 있었고, 객관적 화질 비교에

서 제안한 방법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다음 실험 2에서는 주관적 화질을 비교하였다. 비

교 방법 중 bilinear interpolation과 ICBI 방법과 제안

한 방법의 주관적 화질을 평가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제안한 방법의 결과 영상의 가시적 선명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자열이 존재하는 부분의

윤곽선이나 흑백의 경계 영역에서 윤곽선이 도드라

지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측열의 확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둡고 밝은 부분의 편차

가 훨씬 높게 생성되고 있으며, 윤곽선의 형태도 비

교적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2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가 사람의 시각적, 주관적

관점에서도 개선된 영상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음 실험 3에서는 알고리즘의 동작속도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은 비교 방법들보다 월등히 적은 동작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BP의 경우 동작시

간은 비교적 빠르지만 그 성능이 낮음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고, 나머지 방법들은 최소 10배 이상 실행속

도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3을 통해서 제

안한 방법이 낮은 계산복잡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알고리즘의 동작속도에서 비교 방법들보

다 월등히 빠른 것이 검증할 수 있었다.

다음 실험 4에서는 보간 함수와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비교 보간 방법으로는 bilinear, bicubic, spline

3가지 보간 커널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다. 보간 함수만 사용한 경우보다 제안한

방법이 평균 0.9dB 이상 높은 PSNR을 나타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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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2의 결과

bilinear

ICBI

ISDR

표 3. 실험 3의 결과(단위 : 초)

bilinear ICBI[13] INEDI[7] IBP[9] NC[14] ISDR

runtime 0.03 23 202 3 50 0.25

표 4. 실험 4의 결과(단위 : dB)

image bilinear ISDR-BL bicubic ISDR-BC spline ISDR-SP

baboon 22.96 23.56 23.24 23.87 23.40 23.98

barbara 25.02 25.53 25.18 25.65 25.21 25.59

boat 29.80 30.98 30.49 31.69 30.83 31.89

elaine 32.42 33.02 32.81 33.33 32.97 33.41

goldhill 30.53 31.40 31.02 31.88 31.25 32.03

lena 32.42 33.78 33.34 34.79 33.81 35.21

oldmill 24.05 25.24 24.74 26.08 25.16 26.47

peppers 31.59 32.58 32.41 33.57 32.81 34.00

average 28.60 29.51 29.16 30.11 29.43 30.32

gain 0.91 0.95 0.89

것은 이득을 본 0.9dB가 제안한 ISDR을 통해서 향상

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순수 ISDR의 성능을 나타

내는 것이다. 또한 실험 4를 통해서 제안한 기법이

특정한 보간 커널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보간 함수와도 어울려 사용될 수 있

음을 증명하였다. 보간 함수나 실험 영상에 종속적이

지 않게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4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방법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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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 화질 비교를 통해서

원본 영상과의 유사성이 더 높으며, 주관적 화질 비

교를 통해서 시각적인 결과의 개선도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동작속도 비교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이 비교 방법들보다 최소 10배 이상 고속

으로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간 함

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독립성이

나 유연성, 확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개선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

과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선된

자가 열화 복원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의 열화 과정에

서 발생한 손실을 추정하고, 보간 기법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개선된 결과 영상을 생성한다. 제안한 방

법은 비교방법들보다 낮은 계산복잡도를 가지면서

도 더 높은 PSNR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

서 검증하였다. 이것은 제안하는 방법이 낮은 계산량

을 가지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손실 정보를 추정하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더욱 다양한

손실 집합을 추정하는 방법이 계속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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