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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임 제기반 해상도 상복원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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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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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제기반 해상도 복원은 다수의 외부 상을 이용한 사  생성 방법과 단일 상을 이용한 자기참조 제기반 복

원 방법이 있지만, 입력 상의 특성과 패치사 에 따라 복원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응  패치 선택을 통한 해상도 상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해상도 상 복원 방법은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i) 인 한 임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로컬 역을 정의, ii) 단

계  열화를 이용한 응  패치 검색 방법, iii) 최 의 패치검색을 통한 패치 결합  고해상도 상복원이다. 결과 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인 한 임간의 움직임 정보와 단계  열화를 이용하여 패치를 검색함으로써 패치 검색의 정확성을 높여

주고, 동 상에서 부자연스러운 상이 제거된 해상도 상 복원이 가능하다. 실험결과에서는 기존의 해상도 상복원 방

법과 비교할 때 복원 부작용이 감소되어 자연스럽게 복원된 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peak-to-peak signal noise ratio (PSNR)

과 structural similarity measure (SSIM)를 사용한 객  성능 향상을 보인다.  

Abstract

A novel multiframe super-resolution (SR) algorithm is presen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xisting single-image SR 

algorithms using motion information from adjacent frames in a video. The proposed SR algorithm consists of three steps: 

i) definition of a local region using interframe motion vectors, ii) multiscale patch generation and adaptive selection of 

multiple optimum patches, and iii) combination of optimum patches for super-resolution. The proposed algorithm increases 

the accuracy of patch selection using motion information and multiscale patch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existing patch-based SR algorithms in the sense of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including the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and structural similarity measure (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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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해상도(ultra high-definition; UHD) TV, 

고해상도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시스템, 의료 상처리 

등과 같이 고해상도 상이 필요한 산업의 증가로 고화

질 상 획득을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해상도 상을 획득하기 해서는 정 한 

학기구 용에 따른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카메라 시

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상은 다양한 열화 요인에 의해 

열화된 상이 획득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상도 상을 고해상도 상으로 복원하

는 해상도 (super-resolution) 상 복원기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단일 상에 

다양한 보간법을 이용하여 상을 확 하여 고해상도

상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보간법은 상의 기존 화

소들 사이에 응 으로 유사한 화소를 계산하여 삽입

하는 기술이다. 그  표 인 방법으로 최인  보간

법(nearest-neighbor interpolation), 이  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 그리고 이  입방 보간법

(bi-cubic interpolation) 등이 있다[1]. 이러한 보간법들

은 알고리듬이 간단하여 수행시간이 게 걸리지만, 확

된 상에서 계단 상  블러링 아티팩트가 발생하

는 문제 이 있다. 이와 같이 보간법을 사용한 상 확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기반 해상도 

상복원 방법이 제안되었다.  Freeman은 다양한 고해상

도 상들을 해상도 상으로 변환하여 각각 응되

는 해상도 패치 을 참조하는 사 기반 상 복원기법

을 제안하 다[2]. 제기반 해상도 상복원은 단일 

상을 사용해서 고해상도 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계산량이 많으며, 입력 상과 학습 상

들의 특성이 이질 인 경우 복원 성능이 크게 하되는 

단 이 있다. Glasner는 단일 상으로부터 피라미드 구

조의 다  스 일 상을 만들고, 입력 상 내부에 존

재하는 유사한 패치를 이용하는 자기 참조 제 기반 

해상도 기법을 제안하 다[3]. Freedman은 상을 여

러 단계의 작은 배율로 확 하는 방법으로써 상 내부

에 존재하는 패치를 이용하는 자기 참조 제 기반 

해상도 기법을 제안하 다[4]. 이 방법은 입력 상의 특

성에 따라 복원 성능이 좌우되는 문제 이 있고, 큰 배

율로 확 하기 해서는 반복 으로 수행하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단일 상 해상도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해서, 멀티 임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멀티 임은 단일 상 보다 많은 패치 정보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 상복원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멀티 임의 정합 성능에 따라 복원 

성능이 좌우되며, 많은 연산량과 속도가 느린 단 이 

있다
[5～6]

. Wei는 정합 과정 없이 제기반의 밝기값과 

구조 유사도를 이용한 패치 검색 방법을 제안하 다[7]. 

하지만 이 방법은 반복  복원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렴하기까지 많은 연산 시간이 필요한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임 간의 움직임을 추정하여 로컬 역을 정의

하고, 단계  열화를 이용한 새로운 멀티 임 제기

반 해상도 상복원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정합 과정 없이, 멀티 임을 이용하여 자

기참조 제기반 기술을 용함으로써 정합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 을 보완하 다. 한, 단계  열화 단계에

서 인 임의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패치를 검색함으

로써 자연스런 상 복원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는 UHD TV 시스템의 

상 열화 모델을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제안된 해상도 

상복원 알고리듬 방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요약하 으며,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UHD TV 시스템의 영상 열화 모델

디지털 상 기기에서 획득되는 상은 즈 왜곡, 

상 센서의 제한된 해상도, 압축손실, 부정확한 , 

그리고 스 일 축소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화질이 하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해상도 상 복원 방법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상을 생

성한다. 그림 1에서는 UHD TV 시스템에서의 상 획

득 과정의 상 열화 모델을 보인다. 카메라에 입력되

기 이 의 자연 상은 카메라 시스템의 단계별 처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열화 요인에 의해 고해상도

(high-definition; HD) 상으로 장된다. 최종 획득한 

상을 HD 상이라고 가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표

가 HD 상으로부터 UHD 상을 복원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HD 상이 생성되는 역과정을 설명하기 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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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D 상 열화  해상도 상복원을 사용한 

UHD 상 획득 모델

Fig. 1. UHD image acquiring model using super 

resolution (SR) and HD image degradation.

카메라 시스템에 의해 상 열화 모델의 수학  표

은 다음과 같다[8].

  ↓ (1)

여기서, 는 ×  크기를 갖는 고해상도 상을 의미

하는 ×  크기의 열 벡터, 는 × 크기

를 갖는 해상도 상의 ×크기의 열 벡터, 

은 다운샘 링에 의해 축소되는 배율, 는 상의 잡

음, 그리고 다운 샘 링 연산을 한 ×  크

기의 행렬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2)

여기서, ⊗는 행렬의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을 

나타내며, ↓는 1차원 다운샘 링행렬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공간불변(space-invariant)의 블록순환

(block-circulant) 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상 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실제 HD 

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선형 이지 않으며, 열화 모

델 가 블록순환 성질을 만족시키기 못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멀티 임 제 

기반 복원을 이용하여 UHD TV 상을 개선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Ⅲ. 제안하는 초해상도 영상복원 알고리듬

기존의 단일 상 복원방법은 입력 상의 스 일을 

그림 2. 단일 임과 멀티 임의 유사 패치량 비

교

Fig. 2. Comparison of the amount of similar patches 

found in single frame and multi-frame, searched 

at different scales.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고, 패치를 검색하는 방법이다[3]. 

한, 은 확  비율로 반복 으로 확 하여 인  스

일간 패치 유사도를 향상시키는 자기 참조 제 기반 

해상도 기법이 있다[4]. 다른 방법으로서 멀티 임 

기반 해상도 방법은 재의 기  임에 없는 정보

를 인 한 임에서 얻을 수 있으며, 단일 상보다 

더 많은 유사 패치를 갖는 장 이 있다. Wei는 단일 

임과 멀티 임에서 스 일 변화에 따른 유사 패치

의 개수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 다. 결과 으로 그림 2

와 같이, 스 일이 변하더라도 단일 임보다 멀티 

임이 유사한 패치를 많이 보유하는 것을 증명하

다
[6]
. 그림 2의 가로 축은 단일 임과 멀티 임에

서 유사한 패치를 찾은 개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입

력 패치에 따라 유사 패치 개수의 확률을 나타낸다.

결과 으로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인  임들에서 

로컬 역을 정의하고, 단계  열화를 이용한 다  패

치 검색 후, 이들의 효과 인 결합을 통해서 개선된 

해상도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알고리듬의 

블록다이어그램이 그림 3에 보인다.

그림 3. 제안하는 해상도 상복원 알고리듬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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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한 프레임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로컬  

영역 정의

멀티 임을 사용할 경우 다량의 유사한 패치를 보

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상된 복원 결과를 기 할 수 

있지만, 패치 검색 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재 임에서 찾고자 하는 

패치 치에 해당하는 로컬 역을 정의하여 패치를 검

색함으로써 연산량 문제를 해결한다[13]. 기존의 로컬 

역을 정의하는 방법은 재 임에서 찾고자 하는 패

치의 치정보를 통해 동일한 역을 정의하여 단순히 

임의 움직임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로컬 역을 

정의하 는데
[9]
, 이 경우 연속하는 임간의 모션이 

클 경우, 검색하는 패치가 로컬 역을 벗어나 유사 패

치를 찾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인 한 임간의 움직임 벡터 추정을 통해

서 동일한 역의 로컬 역으로 재설정한다.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때 SPDE (spiral partial 

difference elimination) 방식을 사용하여 블록 매칭 속

도를 최 화한다. 한 추정된 움직임 벡터간의 간값 

필터를 이용하여 잘못된 움직임 벡터가 선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최 의 움직임벡터를 추정한다. 보다 구

체 으로 SPDE 방식은 블록을 라인 형태로 나 고 각 

라인에 한 정합 오차를 시켜 부분 정합오차를 구

한다. 다음으로 부분 정합오차와 최소 정합 오차를 비

교하여 해당 후보 블록이 유사 블록인지 불가능한지를 

단한다. 이는 부분 정합오차가 최소 정합오차 보다 

클 경우 해당 블록은 유사 블록으로 선택될 수 없다. 

한 부분 정합오차가 최소 정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후보 블록의 유사성을 단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결과

으로 가장 유사한   번째 블록의 정합오차는 다음과 

같다.

 









   (3)

  for    

여기서 은 블록의 크기, 는 이  임, 는 

재 임, 그리고 와 는 각각 정합 블록의 화

소 치와 후보 블록의 치를 나타낸다.

그림 4와 같이 최 의 유사 블록일 확률이 큰 치의 

후보 블록부터 나선형으로 이동하며 PDE를 수행하는 

그림 4. SPDE 방법을 사용한 움직임 추정 방법

Fig. 4. Motion estimation method using SPDE method.

SPDE방식으로 블록 정합 오차가 최소가 되는 블록을 

이용하여 치를 움직임벡터로 추정한다.

최 의 움직임벡터를 추정하기 해 식 (4)와 같이 

추정된 움직임벡터와 이웃한 움직임벡터들의 차이를 비

교한다.






 임계값 (4)

만약 두 움직임 벡터의 차이가 임계값보다 크면 잘못

된 움직임벡터로 단하고 식(5)과 같이 간값 필터를 

용하여 움직임벡터 오차를 최소화 한다. 실험 으로 

임계값은 70을 사용하 다.

 for    (5)

결과 으로 각 패치에 추정된 움직임벡터 크기에 따

른 방향으로 로컬 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는 기존의 방법으로 설정된 로컬 역과 제안하는 방법

으로 설정된 로컬 역을 보인다.

그림 5. 패치 검색을 한 로컬 역 설정 방법 

Fig. 5. Local region setting method for patch searching.

(539)



158 멀티프레임 예제기반 초해상도 영상복원을 이용한 UHD TV 영상 개선 정석화 외

2. 단계적 열화를 이용한 에지강도 적응적 패치검색

일반 으로 사용되는 상의 스 일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리가 멀어지면 

물체의 세 한 내용은 사라지고 윤곽은 흐릿해지는 원

리를 이용하여, 가우시안 필터의 시그마계수 를 변화

해서 블러 연산을 하여 스 일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상의 해상도를 반으로 여나감으로써 

피라미드 상을 구축하여 스 일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다. 하지만 피라미드 상은 리스 일링 과정에서 요

한 정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패치 검색에 부

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가우시

안 필터를 이용하여 단계  열화 상을 생성하 다. 

입력된 멀티 임 상은 단계별로 다른 표 편차 

를 다  스 일의 열화 상을 생성하여 다양한 패치를 

검색 할 수 있게 한다. 열화된 상의 스 일은 가우시

안 필터의 표 편차 값에 비례한다. 결과 으로 멀티 

임을 이용하여 단계  열화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for ∈    (6)

여기서, 는 해상도 입력 상, 는 시그마 계수에 

따라 생성된 가우시안 커 , 
 는 열화 단계에 따라 

생성된 열화된 상, 는 입력된 임의 수, 그리고 

는 컨볼루션에 사용된 가우시안 필터의 표 편차를 나

타낸다. 만약   일 경우에 가우시안 커 의 표 편차

가 0이 되므로, 
 는 해상도 입력 상 가 된다.   

가 증가하면 가우시안 커 의 표 편차도 증가하기 때

문에 단계  열화 상이 생성된다. 결과 으로 단계

으로 열화된 로컬 상을 재 임에서 찾고자 하는 

패치를 이용하여 패치를 검색하게 된다.

3. 최적의 패치 검색을 통한 패치 결합 및 초고해상

   도 영상복원

본 에서는 단계  열화 상의 로컬 역으로부터 

패치를 검색함으로써 최 의 패치를 선택하여, 고해

상도 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재 

임 를 보간법을 이용하여 확 된 상 를 생성하고, 

이 에 생성된 단계  열화 상의 움직임 벡터에 따라 

설정된 로컬 역에서 유사 패치를 검색하게 된다. 제

안하는 방법의 패치 검색은 확 된 상과 단계  열화

를 통해 생성된 개의 상의 로컬 역에서 패치 부

정합 오차(patch mismatching error; PME)를 최소화하

여 최 의 패치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검색된 개의 패

치를 결합하기 해 패치의 가 치를 용하여 결합한

다. 패치의 가 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p
   (7)

여기서  는  에서의 ×패치,  
  는  번째 

임의 단계  시그마 값에 열화된 상에서 로컬

역의 각각의 패치, 그리고  는 표 편차이다. 실험

으로 는   을 사용하 다. 식 (7)에 의해 PME 

값이 작을수록 찾고자 하는 패치와 더 유사하다고 단

할 수 있으며, 가 치가 높아지게 된다. 

그림 6에서는 제안된 해상도 상 복원 알고리듬

의 방법을 설명한다. 확 된 상 에서 순차 으로 

패치를 이동시키면서 복원 한다. 우리는 먼  를 변화

시켜서 단계  열화 상을 생성하고, 움직임 추정을 

통해서 정의된 로컬 역에서 유사 패치를 검색한다.

우리는 실험 으로 패치 선택  결합단계에서 로컬 

패치 역은 ×을 사용하 으며, 열화는 가우시안 

블러 커 을 사용하 다. 다음으로, 패치 검색 후  스

일 공간에서의 동일한 치의 패치를 선택하고, 입력

그림 6. 제안된 방법의 패치 선택  결합 방법

Fig. 6. Patch selection and combination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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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임의 개수에 따라 선택된 패치 개수를 가 치 

값에 따라 결합하게 된다. 결과 으로 결합된 패치는  

에 복사되어 해상도 상  을 재구성 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비교

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복원 우수성을 증명한다. 실

험은 객 인 평가를 해 peak-to-peak 

signal-to-noise ratio(PSNR)와 structural similarity 

measure(SSIM)의 수치를 비교하며, 수치 평가를 해 

고해상도 원본 상을 가로, 세로를 각각 2배씩 축소하

여 다운샘 링한 해상도 상을 입력 상으로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기 임에서 인 한 임을 

이용하여 3개의 입력 상을 사용하 다.

그림 7은 제안하는 방법을 해상도 상에 용하

여 우수성을 증명하 다. 실험은 × 상을 4배 

다운 샘 링하여 입력 상으로 사용하 다. 그림 7(a)에

(a) (b)

(c) (d)

(e) (f)

그림 7. 해상도 상을 이용한 실험결과: (a) 이  입

방 보간법, (b) Xu[10]의 방법, (c) Shne[11]의 방법, 

(d) Glasner[3]의 방법, (e) Yang[12]의 방법, 그리

고 (f) 제안된 방법

Fig. 7. Experimental results using low resolution image: 

(a) bi-cubic method, (b) Xu's method[10], (c) 

Shne's method[11], (d) Glasner's method[3], (e) 

Yang's method[12], and (f) the proposed method.  

서는 이  입방 보간법을 이용한 복원 결과이며, 에지 

역에서 재깅 아트팩트와 블러링 아티팩트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b)와 7(c)는 각각 Xu[10]와 

Shen
[11]

가 제안한 블러제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복원

한 결과이다. 여기서 블러제거 알고리듬은 단순히 확

된 상의 블러를 제거하여 선명하게 복원방법으로 제

안하는 해상도 상 복원 방법과 개념은 다르지만, 

복원된 결과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추가하 다. 

그림 7(d)와 7(e)는 각각 Glasner[3]와 Yang[12]이 제안한 

해상도 상 복원 방법을 이용한 복원한 결과이며, 

에지 역에서 부자연스럽게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f)는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이용한 복원결과이며, 

에지 역에서 자연스러운 복원과 아티팩트가 제거된 

선명한 복원 결과를 보인다.

그림 8은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2K 상을 4K 

상으로 해상도 상 복원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8(a)는 2K full HD 입력 상이며, 그림 8(b)는 2K full 

HD 상을 이  입방 보간법을 이용하여 확 한 상

이다. 그림 8(c)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확 한 결과를 

보인다. 결과 으로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에지 역에

서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체 으로 선명한 결과를 

(a)

(b) (c)

그림 8. UHD TV 상을 한 2K 상을 4K 상으로 

확 한 실험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2K-to-4K upscaling for 

the UHDTV: (a) 2K HD resolution image, (b) 

cropped region of upscaled 4K UHD resolution 

image, and (c) the same cropped region 

restored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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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비디오에서의 실험결과: 

(a) 2k 동 상에서의 11, 12, 13번째 임, (b) 

Cho [8]의 방법을 이용한 4K 복원 결과, 그리고 

(c) 제안한 방법의 4K 복원 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proposed method for 

video: (a) 11,12,13th frames of 2K video, (b) 

upscaled 4K UHD resolution image of Cho's 

method, and (c) the same cropped region 

restored by the proposed method.

얻을 수 있다.

그림 9는 비디오 임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복원된 결과를 보인다. 그림 9(a)는 2k 동 상의 

인 한 3개의 임을 보이며, 그림 9(b)는 Cho
[8]
가 제

안한 해상도 복원 방법을 이용하여 4K 상으로의 복

원한 결과 상이다. Cho가 제안한 방법의 결과에서는 

움직임이 큰 역에서 패치 검색 오류에 따른 아티팩트

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c)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4K 상으로 복원한 실험한 결과를 보인다. 결

과 으로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인 한 임간의 움직

임 추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상복원 결과를 보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한 PSNR과 SSIM의 수치비

교는 표 1에 보인다. 여기서 알고리즘1은 이  입방 보

간법을 이용한 복원이며, 알고리즘2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복원, 알고리즘3은 제안하는 방법과 back- 

projection을 결합한 방법에 한 수치결과를 보인다. 

제안한 제기반 상복원 방법은 인 한 상에서 가

장 유사한 고주  패치를 이용하여 결합하기 때문에, 

실험 상 복원 방법 PSNR SSIM

상크기: ×

알고리즘1 28.9894 0.9460

Cho
[8]

29.2152 0.9500

Shen
[11]

27.0690 0.9003

알고리즘2 28.5105 0.9628

알고리즘3 30.4105 0.9688

4K 상

알고리즘1 30.8670 0.9541

Cho
[8]

31.1092 0.9645

Shen
[11]

29.0638 0.9503

알고리즘2 29.4645 0.9638

알고리즘3 31.5621 0.9758

4K 상

알고리즘1 29.8109 0.9166

Cho
[8]

29.9652 0.9180

Shen
[11]

27.9810 0.9164

알고리듬2 29.4122 0.9227

알고리즘3 30.8112 0.9335

4K 상

알고리즘1 30.9692 0.9563

Cho
[8]

31.8562 0.9624

Shen
[11]

31.1645 0.9582

알고리즘2 30.1011 0.9650

알고리즘3 32.3041 0.9762

표 1. PSNR과 SSIM을 이용한 수치비교

Table 1. Summary of PSNR and SSIM of de-blurring, 

interpolation algorithm with proposed method. 

육안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PSNR과 SSIM의 수치

가 낮게 나올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 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

여 인 한 임간의 부자연스러움을 제거하면서 응

 패치 선택을 통한 해상도 상 복원을 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멀티 임에서 인 한 임간의 움직임 정

보를 이용한 로컬 역을 정의하여 패치 검색의 정확성

과 연산량을 감소하 다. 둘째, 단계  열화를 이용한 

응  패치 검색 방법으로 인 임과 픽셀간의 자

연스러운 상복원이 가능하 다. 셋째, 최 의 패치검

색을 통한 응  패치 결합으로 고해상도 상복원

을 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알고리듬 보다 주

으로 자연스러운 상복원을 보 고, PSNR, 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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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재 앙 학교 첨단 상  

                     학원 상공학과 교수.

<주 심분야 : 상복원, 신호처리, 반도체>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결과 으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동

상에서 자연스러운 해상도 상 복원이 가능하며, 

UHD TV, 고해상도 모바일 상, 감시 시스템, 의료 

상 등의 고해상도 상복원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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