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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왜곡된 고 해상도 복원 결과를 보이는 단점을 내제하
고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러한 외부 예시 영상 기
image

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

super-resolution (SISR) method that uses a deep

The

external

example-driven

single

부 및 내부 예시 영상의 상호보완관계를 학습하는 새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has exhibited

로운 심층 CNN 모델을 이용한 고 해상도 복원 기법

superior performance as compared to previously

을 제안한다.

developed SISR methods. However, the advantages
of jointly using external and internal examples on a

II. 본론

deep CNN framework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method

for

single

image

super-resolution

by

exploiting a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external

2.1 외부 및 내부 예시 영상 기반의 고 해상도
기법의 장단점

and internal example-based SISR methods.

외부 예시 영상 기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은 크게
CNN을 이용한 복원 기법과 skip-connection[1]을 적용
하여 고 해상도 영상의 고주파 성분에 특화된 비 선형

I. 서론

맵핑 함수를 학습하여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단일 영상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은 환경적 또는 기

이러한 복원 기법은 엣지 등의 강한 고주파 성분의 영

계적 제약에 의해 저 해상도 영상을 취득할 수밖에 없

상구조 복원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반면, 작은 영상

는 경우 해상도의 한계를 알고리즘을 통하여 해결하기

구조에 대하여 선명한 고주파 성분을 복원하지 못하여

위해 연구되어 왔다. 최근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은

왜곡된 영상구조를 복원하는 단점을 지닌다. 내부 예

컨벌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을 이용한 외부 예시
영상기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이 기존 기법들의 성
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그 성능을 입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영상 구조에 대하여

시 영상 기반의 고해상도 복원 기법은 입력 영상 내
작은 영상패치는 다양한 영상스케일 내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자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고 해상도 영상
을 복원한 다. 따 라서 입력 영상 내의 풍부 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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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심층 CNN 모델
영상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외부 예시 영상 기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의 단점을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영상패치 기반의 복원은 엣지와 같은 큰 영상구
조 복원 시 계단 결함(step artifact)이 나타나는 단점
을 나타낸다.

2.2 제안하는 심층 CNN 모델
제안하는 심층 CNN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2개의
평행한 sub network로 이뤄져 있다. 먼저 global
residual network는 심층 CNN 모델의 넓은 수용영역
을 활용하여 큰 영상구조의 고주파 성분을 복원한다.

Ground truth

Self residual network는 내부 예시 영상 기반의 고 해

VDSR[1]

SelfExSR[2]

Proposed

그림 2. 환산 계수 (x4)에 대한 고 해상도 복원 결과

상도 정보를 3개의 1x1 convolutional layer를 활용하
여 주변 화소의 간섭 없이 인코딩된 선명한 작은 영상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구조의 고주파 성분을 복원한다.

Ⅲ. 실험결과

본 논문은 심층 CNN 모델을 이용한 외부 및 내부
예시영상 기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을 제안한다. 실

본 논문에서는 Urban100, Set5, Set14 데이터 셋에

험 결과를 통해 본 기법의 효용을 보였다.

대하여 외부 예시 영상 기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1]

감사의 글

및 내부 예시 영상 기반의 고 해상도 복원 기법[2]과
비교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의 해상도 환산 계수(scale
factor)는 4배로 설정한다. 실험 결과 그림 2와 표 1과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

같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들과 비교하여 선명한

으로

고 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RF-2016R1A2B4014731).

표1. 데이터 셋에 대한 정량적 평가 (PSNR)
Dataset

VDSR[1]

SelfExSR[2]

Proposed

Set5

31.33

30.33

31.42

Set14

27.97

27.40

28.02

Urban100

25.16

24.19

25.38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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