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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확대 기술을 담당하는 업스케일러를 설계 할 때 보간 기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적용
하는 보간 기법에 따라 출력되는 영상의 화질과 스케일러 내부의 연산량 및 하드웨어 복잡도가 결
정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능이 좋은 여러 가지 보간 기법들이 개
발되어 오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은 기법들은 실시간 처리와 하드웨어 적용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Cubic interpolation 역시 인접 화소 보간 기법이
나 선형 보간 기법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 이런 높은 연산량의 대부분은 픽
셀의 밝기값에 곱해지는 계수를 구하기 위한 복잡한 계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ubic interpolation 의 복잡도를 낮춰 하드웨어 적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LUT(Look-up Table)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보인다. 

 

1. 서론 

최근 디지털 영상 기술의 발달로 디스플레이 장치
를 갖는 많은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런 기기들
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portable) 기기
에서부터 대형 TV 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
양하며 장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또한 특정 기기에서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
장되어 있는 영상 정보를 별도의 처리 없이 다른 기
기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종기기 간의 호환성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호환성을 높이는 장치 중 하나인 스케일러는 입력 

영상을 재생할 기기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합하도록 
해상도를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상
도 변환 후 발생하는 화질 열화를 최소화하면서 모바
일 기기에도 내장 될 수 있도록 크기와 전력소모가 
작은 스케일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케일러의 핵심기술에서 보간 기법으로 적용하는 

보간 기법에 따라 출력 영상의 화질뿐만 아니라 전체 
하드웨어 크기가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평탄한 영
역과 경계영역 모두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cubic interpolation 을 스케일러에 적용할 때 하드웨
어 복잡도를 낮추기 위하여 LUT 를 구성하고 이용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2. Cubic Interpolation과 LUT의 구성 

Cubic interpolation 은 경계영역에서의 열화가 적어 
고전적이면서도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간 
기법이다. Cubic interpolation 수식을 점과 그 점에 곱
해지는 계수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1)과 같다[1]. 
 
 

   (1) 
 
 
식 (1)로부터 cubic interpolation 의 연산량과 복잡도를 
높이는 상당부분이 계수 계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계수 계산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산하여 
LUT 에 저장해 놓으면 복잡한 연산을 테이블에 대한 
한번의 읽기 연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연산량과 하드
웨어 복잡도를 모두 낮출 수 있다. 

LUT 를 적용한 스케일러에서는 보간을 위해 그림 
1 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입력 영상과 출력 영
상의 해상도를 알면 출력 영상의 픽셀 간 거리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 위에서의 출력 영
상의 픽셀들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3]. 계산된 좌
표의 정수 부는 보간에 이용할 입력 영상의 픽셀 좌
표이므로 메모리로부터 해당 위치의 픽셀 정보를 읽
어오기 위해 사용되며, 좌표의 소수 부는 수식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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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s 에 해당하며 계수 값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LUT 로부터 계수를 읽어 오기 위해 사용된다. 최종적
으로 읽어온 픽셀의 정보와 계수 간의 간단한 연산으
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보간이 수행되는 순서도 

 
LUT 로부터 계수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LUT 의 크

기는 유한하므로 좌표의 소수부를 LUT 의 특정 주소
로 맵핑(mapp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좌표의 소
수부는 유한개의 단계로 양자화되며, 양자화시키는 
단계의 수에 따라 LUT 의 크기와 영상의 화질이 달
라지게 된다. 단계의 수를 늘릴수록 화질은 좋아지지
만 LUT 의 크기가 커져 전체 하드웨어 크기 또한 커
지므로 LUT 의 크기와 결과 영상의 화질 간의 적절
한 타협점이 필요하다. 
 
3. 실험 결과 

그림 2 는 LUT 의 단계 수에 따른 결과 영상으로 a, 
b, c, d 는 SVGA 영상을 QXGA 영상으로 확대하였을 
때를 보여주며 e, f, g, h는 QVGA 영상을 QXGA 영상
으로 확대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은 그림 
2에 대한 PSNR을 보여준다. 

 
(QVGA: 320x240, SVGA: 800x600, QXGA: 2048x1536) 
 

 
(a) 4단계  (b) 8단계  (c) 16단계 (d) 32단계 

 
(e) 4단계  (f) 8단계  (g) 16단계 (h) 32단계 

(그림 2) LUT 단계 수에 따른 결과 
 
그림 2 의 결과영상으로부터 비교적 영상 확대 비
율이 작은 경우에는 LUT 의 단계를 8 단계 이상으로 
나눌 때에는 주관적인 화질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비교적 영상 확대 비율이 큰 경우에는 16
단계 이상으로 나눌 때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표 1> LUT 단계 수에 따른 PSNR 
 4단계 8단계 16단계 32단계 64단계

a,b,c,d 29.76 29.59 29.62 29.65 29.69
e,f,g,h 25.21 25.21 25.24 25.32 25.32

 
표 1 을 보면 SVGA 를 확대 했을 때 4 단계에서 

PSNR 값이 가장 높게 나오지만 8 단계부터 안정적으
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QVGA를 확대했을 
때는 32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높은 PSNR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해상도를 고려
했을 때 LUT 의 크기는 32 단계 또는 64 단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보간 시 필요한 네 개의 계수를 표현하기 위해 사
용되는 bit 수를 모두 합쳐 n-bits 라고 한다면 LUT 를 
32 단계로 나누었을 때 LUT 의 크기는 4nBytes(32*n-
bit)가 되며, 64 단계로 나누었을 때는 8nBytes가 된다.  
LUT 를 사용하지 않고 덧셈기와 곱셈기를 이용하여 
스케일러를 구현하면 네 개의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서 최소 2 개의 곱셈기와 11 개의 덧셈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2 차원 평면 위에 있는 영상을 보간하기 위해
서는 최소 두 배의 자원인 4 개의 곱셈기와 22 개의 
덧셈기가 필요하며 64 단계로 나누어진 LUT 를 사용
하면 16nBytes 크기의 메모리로 대체 할 수 있다. 보
다 정확한 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계수 값의 정확도와 
관련된 n 값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LUT 를 이용하면 많은 덧셈과 곱셈 대신 메모리에 
대한 한번의 읽기 연산만으로 계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크기 측면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LUT 를 이
용하는 기법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스케일러를 구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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