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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필드 워핑은 상 으로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제어선을 이용하여 워핑 결과를 좀 더 세 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장 이다. 필드 상 워핑  모핑의 동작 특성상, 국부 인 상 확 와 축소  회  등과 같은 다양한 

기하학 인 변형이 복합 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역방향 매핑 과정에서 소스 상과 목  상의 화소가 정수 화소 단

로 응되지 않을 경우, 목  상에 응시킬 화소값을 산출하기 해 합한 상 보간 기술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간 기술들 에서 평균 으로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양선형 보간이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보간 기술은 

각선 방향의 윤곽선 재 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필드 워핑과 모핑을 한 pseudomedian 필터 기반 상 

보간법을 제안하고 주 인 화질을 분석․평가함에 그 목 이 있다. 제안된 보간 방법은 양선형 보간과 윤곽선 재 에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pseudomedian 필터 보간을 효과 으로 결합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다른 보간 기법에 

비해 상 으로 자연스러운 워핑  모핑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검증하기 해 서로 

다른 분포 특성을 갖는 상을 상으로 주간 인 화질 측면에서 그 성능을 분석․평가하 다. 

1. 서 론
상 워핑 알고리즘으로는 변경될 부분의 형태를 지정하는 방법

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필드 워핑(field warping), 메쉬 워핑
(mesh warping)이 표 이다. 메쉬 워핑은 소스 상(source 
image)과 목  상(destination image)을 서로 응되는 다수의 다
각형으로 분할한 후, 메쉬 단 로 기하학  워핑을 수행하게 된다. 
필드 워핑은 메쉬 워핑에 비해 제어선 설정이 용이하며 설정된 제어
선의 치나 길이의 변화에 해 비교  덜 민감한 장 이 있다[1-3]. 
이러한 상 워핑 기법들을 목  상에 용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국부 인 상 확 와 축소  회  등과 같은 다양한 기하학 인 
변형이 복합 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역방향 매핑(reverse mapping) 
과정에서 소스 상과 목  상의 화소가 정수 화소 단 로 응되
지 않을 경우, 새로운 화소값을 생성하기 해 합한 상 보간 기
술이 필요하다. 표 인 디지털 상 보간 기법으로는 ZOI(Zero 
Order Interpolation, 0차 보간) 방법, FOI(First Order Interpolation, 
1차 보간) 방법, Cubic Convolution 방법, Cubic B-Spline 방법[4], 
Cubic Hermite 방법[5], 미디안 필터(MED; Median Filter) 방법[6], 
SWAI(Spatio-Weighted Adaptive Interpolation, 시공간 응 보간) 
방법[7], 형태학  필터 방법[8], Psueudomedian 필터 보간법[9]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보간 기법들 에서 실시간 처리가 강조되는 워핑 
련 응용 분야에서는 ZOI(즉, 최인  화소 보간법,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가 선호되고 있지만 한 화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평균 으로 우수한 비용  성능비를 제공하는 FOI(즉, 양선
형 보간, Bilinear Interpolation)가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FOI는 수직  수평 방향의 보간 특성은 우수한 반면에 각선 
방향의 윤곽 재 성이 열악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해 본 논문은 필드 워핑 기법에 용
하기 한 효과 인 디지털 보간 기법을 제안하고 서로 다른 분포 
특성을 갖는 상을 상으로 주간 인 화질 측면에서 그 성능을 평

가함에 그 목 이 있다. 제안된 방법은 필드 상 워핑을 수행할 시, 
수평  수직 방향의 재 성이 뛰어나고 임의의 화소 치에 한 
비례 인 계산이 용이한 양선형 보간법과 각선 방향의 윤곽선 재

에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pseudomedian 필터 보간법[9]을 효과
으로 결합하여 양자의 장 을 보간 결과에 반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선형 보간만을 이용하는 필드 워핑에 비해 각선 방향의 윤
곽 재 성이 뛰어나고 계단 상이 경감된 좀 더 자연스러운 워핑 
결과 상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안된 필드 상 워핑
일반 으로 필드 워핑은 각 화소 단 의 역방향 매핑을 통해 소스 
상으로부터 목  상에 응시킬 화소의 표본을 취한다[2].
 

재조정된 매핑 점 주변의 4개 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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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방법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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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상에서 어떤 화소를 목  상의 해당 치에 응시킬지 
여부는 소스 상과 목  상 간에 짝을 이루는 하나 이상의 제어
선 들의 가 치 합에 의해 계산된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은 역방향 매핑 과정에서 
소스 상과 목  상의 화소가 정수 화소 단 로 응되지 않을 
경우, 해당 치에 인 한 소스 상의 화소들을 상으로 
pseudomedian 필터 보간을 용한 후, 이 게 보간된 화소들과 소
스 상의 원화소들에 양선형 보간을 용하여 목  상에 응시
킬 화소값을 산출함으로써 상 으로 양호한 워핑 결과를 제공한다.

2.1 필드 워핑(field warping)
필드 워핑 알고리즘은 다른 워핑 알고리즘과 달리 다각형의 형태

가 아니라 선의 형태로 제어를 수행한다. 소스 상과 목  상에 
상호 응되는 제어선들을 설정한 후 제어선 길이의 비율과 제어선
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이용하여 변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각 제어선은 상 내의 모든 화소에 약간씩 향을 주고 복수의 제
어선이 사용될 때, 화소마다 각 제어선에 한 가 치가 할당된다. 
가 치는 제어선의 길이에 비례하며 제어선과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
한다. 따라서 제어선이 그려지면 제어선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
당 화소에 은 향을 미치게 된다. 식(1)은 가 치의 계산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p값은 선의 길이가 가 치에 향을 주는 정도를 

결정하고, a는 0으로 나 는 에러를 방지하기 한 것이고, b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상 인 가 치가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결정
하는 변수이다.  

가중치


거리
제어선의길이 





                      (1)

       
필드 워핑은 메쉬 워핑에 비해 제어선 설정이 용이하며 설정된 

제어선의 치나 길이의 변화에 해 비교  덜 민감하다는 장 이 
있다[2][3]. 모든 화소가 제어선에 따라 워핑되므로 제어선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공된다. 그러나, 필드 워핑은 
상 내의 모든 화소들이 모든 제어선에 해 계산되기 때문에 상
으로 큰 복잡도로 인해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워핑 결과 
상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임내의 화소의 수와 제어선
의 수에 정비례한다[3].

2.2 Pseudomedian 필터에 의한 상 보간
제안된 방법은 역방향 매핑 과정에서 소스 상과 목  상의 

화소가 정수 화소 단 로 응되지 않을 경우, 해당 치에 인 한 
소스 상의 화소들을 상으로 pseudomedian 필터 보간[9]을 수행
한다.

우선, 그림 2에서와 같이 빈 화소 을 무시한 상태에서 식(2)와 
식(3)  식(4)와 같이 각 부 도우의 최 치들 에서 최소치와 최
소치들 에서 최 치를 평균함으로써 각각 수평 방향의 빈 화소  
①과 수직 방향의 빈 화소   각션 방향의 빈 화소  ③을 보간
한다. 

① =H-shaped PMED{A,B,C} 
   =0.5×max[min{A},min{B},min{C}]              (2)
   +0.5×min[max{A},max{B},max{C}]          

② =H-shaped PMED{A',B',C'} 
   =0.5×max[min{A'},min{B'},min{C'}]            (3)
   +0.5×min[max{A'},max{B'},max{C'}]       

③ =H-shaped PMED{A",B",C"} 
   =0.5×max[min{A"},min{B"},min{C"}]            (4)
   +0.5×min[max{A"},max{B"},max{C"}] 
     
그림 2를 참조할 때, 각선 방향의 빈 화소  ③의 경우에는 수

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걸쳐 동일한 최  가능성이 제공됨에 따라 
어느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무방하다. 

C"
A' B'

C'

A
B

C

(a) (b)

(c) (d)

A"

B"

그림 2. H-shaped PMED에 의한 상 보간 과정

다시 말해서, 술한 식(4)의 경우는 부 도우의 설정 방향을 두 
방향 에서 임의로 수평 방향으로 택일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각선 방향의 정확한 보간을 하여 수평과 수직 방향의 유사성을 
별하여 더 가까운 보간될 값으로 선택한다. 수평 방향의 부 도우
에 포함되는 화소 값들의 유사성 정도를 정량 으로 산출하기 해 

식(5)로부터SH를 구하여 SH의 역수를 수평 방향의 유사도로 정의

하고, 마찬가지로, 식(4)의 수직 방향의 부 도우에 포함되는 화소값

들의 유사성 정도를 정량 으로 악하기 해 식(6)로부터 SV를 

구하여 SV의 역수를 수직 방향의 유사도로 정의한다.

SH = |I( i-1, j-1)- I( i-1, j+1)|
+ |I( i-1, j)- I( i+1, j)|
+ |I( i+1, j-1)- I( i+1, j+1)|

           (5)

SV = |I( i-1, j-1)- I( i+1, j-1)|
+ |I( i, j-1)- I( i, j+1)|
+ |I( i-1, j+1)- I( i+1, j+1)|

           (6)

다음으로, 1/SH와 1/SV를 비교하여 1/SH  ≥ 1/SV일 경우, 

즉, SH  ≤ SV인 경우에는 수평 방향에 한 유사도가 큰 것으로 

단됨에 따라 부 도우의 설정 방향을 수평 방향으로 선정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역으로 수직 방향에 한 유사도가 클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부 도우의 설정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선정한다. 
이상의 유사도 비교 과정을 통해 H-shaped pseudomedian 필터의 
부 도우 설정 방향을 가변 으로 치(transpose)함으로써 윤곽 정
보의 재 성을 용이하게 개선하면서 보간된 상을 얻어 낼 수 있다.

2.3 양선형 보간
필드 워핑에 의해 역방향 매핑 이 계산되면, 역방향 매핑 을 

Psueudomedina 보간 상의 치로 재조정한 후, 재조정된 매핑  
주변의 4개 화소를 이용하여 양선형 보간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인 
필드 워핑 결과 상을 얻는다.

1- dxdx

dy

1- dx

(x,y)

1- dxdx

dy

1- dx

(x,y)

P00P00P00P00

P01P01P01P01

P10P10P10P10

P11P11P11P11

그림 3. 양선형 보간의 화소 치

해당 치에 인 한 소스 상의 화소들을 상으로 
pseudomedian 필터 보간을 용한 후, 그림 3을 참고할 때 이 게 
보간된 화소들과 소스 상의 원화소들에 식 7과 같이 양선형 보간
(FOI)을 용하여 목  상에 응시킬 화소값을 산출함으로써 상

으로 양호한 워핑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양선형 보간법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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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가까운 화소들에 가 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다. 가 치들은 
식(7)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가 치들은 선형 으로 결정되어지고, 
각각의 가 치는 각각의 존재하는 화소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3]. 

Dest_Pixel = (1-dx)×(1-dy)× P 00                 (7)

    + (1-dx)×dy× P 10

    + dx×(1-dy)× P 01 + dx×dy× P 11

3. 시뮬 이션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정지 상을 
상으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다양한 시험 상을 이용

하 으나 지면 계상 LENA 상에 한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명의 편의상, 제안된 방법은 pseudomedian 필터 보간을 용하여 
각각 2배  4배 확  보간한 후, 역방향 매핑에 의해 지정되는 치
를 기  삼아 주변의 4개를 화소를 가지고 양선형 보간을 용하여 
최종 인 보간 결과값을 구하도록 시뮬 이션하 고 이를 각각 
PMED I과 PMED II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윤곽선 정보의 재  특성을 직 인 능 평가를 통해 고찰할 
때, 그림 4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 인 화질 면에서 
제안된 방법(PMED I, PMED II)이 우수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도가 높은 LENA의 모자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
면, ZOI은 그림 4(a)에서 볼 수 있듯이 체 으로 윤곽 역에서 극
심한 스텝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 인 성능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FOI은 그림 4(b)에서와 같이 수평과 수직 방향의 보간 
특성은 우수한 반면에 각선 방향의 윤곽 재 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본 으로 FOI는 주  필터링에 기 한 것이기 
때문에 체 으로 윤곽 역에 몽롱화 상을 야기시켜서 비도를 

하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ZOI는 고속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는 반면에 그림 

6(a)에서 볼 수 있듯이 연꽃 부분이 확 되는 과정에서 수평, 수직 
 각선 윤곽 방향 모두에 해 체 으로 매우 열악한 윤곽 재
성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춰 역에 한 보간 성능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b)를 참고할 때 FOI의 경우, 텍스춰 역에서는 양호한 보

간 특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윤곽 역 에서 각선 윤곽
에 한 재 성이 불량함을 주  화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안된 보간 방법은 계단 상이 부분 제거된 매우 우수한 윤곽 재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제안된 방법 에서도 PMED I 보다 
PMED II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목표 상의 제어선 
길이가 소스 상의 제어선 길이 보다 두 배 이상 길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고배율의 확 를 포함하는 워핑이 발생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PMED I, PMED II)은 각선 방향의 윤곽 정보
를 매우 자연스럽게 재 할 뿐만 아니라 FOI에서 나타나는 심한 계
단 상을 효과 으로 억제시킴을 알 수 있다. 표 1은 각 방법을 
용하여 하나의 화소를 확  보간할 시에 요구되는 연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각 방법의 연산량 비교                   단  : [연산 횟수]

 연산종류
보간 방법

가산 감산 승산 제산
비교
연산

 
연산

ZOI - - - - - -

FOI 3 2 8 - - -

PMEDⅠ
Horizontal
& Vertical

4 2 9 - 9 -

Diagonal 8 8 10 - 10 7

PMEDⅡ
Horizontal
& Vertical

7 2 13 - 45 -

Diagonal 28 32 18 - 50 35

구성  처리 방법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으
로 각 방법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표 1을 통해 사칙 연산량과 비교 
연산량  값 연산량을 비교해 으로써 통상 인 하드웨어 설
계 시, 시스템의 복잡성과 실시간 구 성 정도를 략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연산을 수행할 시에 요구되는 임시 장 수단인 버퍼

의 수( 는, 지스터수)는 비교 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각 경우
의 연산량에 한 산출 방식의 기 을 변경하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각 경우의 발생 빈도는 각 시험 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 경우에 한 체 연산량의 변동 폭이 음에 따라 
평균 인 연산량을 통해 제안된 방법에 한 연산량 평가를 수행하
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a) ZOI

(b) FOI

(c) PMED I

(d) PMED II
그림 4. 각 방법을 용한 LENA의 국부 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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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OI

 

(b) FOI

(c) PMED I

(d) PMED II

그림 5. 각 방법을 용한 LOTUS의 국부 확  상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필드 워핑의 역방향 매핑 과정에서 pseudomedian 
필터 보간과 양선형 보간을 효과 으로 결합하여 양자의 장 을 보간 
결과에 반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워핑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 
보간 기법을 제안하 다.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제안된 방법은 양선형 보간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각
선 윤곽정보에 해 상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제안된 방법은 pseudomedian 필터 보간을 한 추가 인 연산
이 필요한 단 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연산속도가 속하게 증가
하고 제안된 방법의 성능 향상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고품질을 요하
는 모핑 응용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제안된 방법의 연산량의 
증가는 정 범  내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상이 확 되는 방향으로 워핑이 발생하
는 경우, pseudomedina 필터 보간법의 우수성에 기인하여 평균 으
로 우수한 화질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
은 상이 확 되는 방향으로 워핑이 발생할 경우는 고려가 되어 있
지만 축소되는 방향으로 워핑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서는 축소비를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이를 응 으로 고려하는 알고
리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안된 방법  PMED II는 PMED I이 2배
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소스 상을 pseudomedina 필터 보간법으로 
4배 확 한 상에서 역방향 매핑 을 재조정함으로써 더욱 더 우
수한 워핑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지만 무조건 고배율로 소스 

상을 보간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드 워핑 과정에서 요청되는 수평  수직 방향에 한 확 율과 
축소율을 하게 고려한 배율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정 한 배율을 용하기 한 연구가 향후 추가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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