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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secutive-frame super-resolution method to tackle a moving object 

problem. The super-resolution is a method restoring a high resolution image from a low resolution 

image. The super-resolution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briefly, single-frame super-resolution and 

consecutive-frame super-resolution. Typically, the consecutive-frame super-resolution recovers a 

better than the single-frame super-resolution, because it use more information from consecutive 

frames. However, the consecutive-frame super-resolution failed to recover the moving object. 

Therefore, we proposed an improved method via moving object detec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restored both the moving object and the backgroun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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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초해상도 영상 복원(super-resolution)은 영상 해상도를 높

이는 기술이다. 다시 말하여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 영상으

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초해상도 영상 복원 기술을 적용하면 장

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한 해상도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래서 영상 기반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는 초해상

도 영상 복원의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 초해상도 영상 복원방법은 입력영상의 개

수에 따라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방

법으로 나뉜다.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은 하나의 입력영

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한 개의 입력

영상을 사용하므로 구현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해상

도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결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장의 입력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연속영상 초

해상도 복원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일 영상에서는 확인

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그러므

 

로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대표적인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으로 FRMSR(Fast 

and Robust Multi-Frame Super-Resolution)[1]이 있다. 

FRMSR은 다수의 연속영상에 작은 카메라 흔들림이 있다고 가

정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화면을 촬영하되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는 상황을 가정한다. 작은 흔들림 때문에 하나의 고해상

도 픽셀이 저해상도에서는 여러 영상에 서브픽셀 단위로 저장

이 된다. 따라서 FRMSR은 다수의 연속영상을 정렬한 뒤 중간

값으로 결과영상을 만든다. FRMSR은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초해상도 영상을 올바르게 복원한다. 그러나 가정이 성립할 때

에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영상 복원에 실패한다. Fig. 1

은 FRMSR이 움직이는 물체를 복원하지 못하는 예이다. Fig. 1

에서 중앙의 움직이는 자동차는 올바르게 복원되지 못하고 흐

릿한 덩어리로 복원되었다. 이 문제는 FRMSR이 움직이는 물

체와 배경을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FRMSR은 

배경을 기준으로 연속영상을 정렬한다.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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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렬이 안 되며 이는 영상 복원의 실패로 이어진다.

(a) Ground 

Truth Image

(b) Input Image (c) FRMSR

Fig. 1. Failed Case of FRMSR on Moving Object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고려한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FRMSR과 같이 작은 

흔들림을 갖는 연속된 영상을 이용해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

다. 그러나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배경과는 다

른 방법을 적용하여 FRMSR이 갖는 문제를 제거하였다. 그래

서 제안하는 방법은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보다 우수하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올바른 복원을 수행한다.

1.1 Related Works

초해상도 복원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된 분야이다. 크게 영상 

복원을 위해 사용하는 입력영상의 개수에 따라 단일영상 복원

방법과 연속영상 복원방법으로 나뉜다.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

원방법 중에 이중선형(bi-linear) 보간법, bi-cubic 보간법, 

lanczos 보간법 등 영상보간을 이용한 방법은 구현이 간단하고 

연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선명한 영

상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보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단일영상 초해

상도 복원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에지 기반의 복

원방법이다. L. Zhang[2], A. Giachetti[3] 등은 에지의 방향

성을 분석하고 수직하는 방향의 보간결과를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D. Zhou[4]는 기존의 방법이 에지와 텍스쳐를 잘

못 분류한다고 지적하였다. D. Zhou는 에지와 텍스쳐를 올바르

게 분류하고 이에 맞춰 복원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복원영상

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상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되

었다. G. Anbarjafari[5]는 주파수 영역에서 고주파 영역을 복

원하는 방법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였다. J.M. Lee[6] 또

한 고주파 성분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

였다. J.M. Lee는 영상의 확대 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을 이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고주파 성분을 추정하였다.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 또한 연구되어 있다. W.T. 

Freeman[7]은 저해상도 영상패치와 그에 대응하는 고해상도 

영상패치 쌍을 학습하여 초해상도 복원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H. Shin[8]은 국부 블록 학습기반의 자동차 번호판 

초해상도 복원을 제시하였다. C. Dong[9]은 딥러닝 기법의 하

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초해상도 

복원방법을 제안하였다. C. Dong의 방법은 딥러닝 기법을 사용

하지 않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복원영상의 품질이 우수하였다.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H. Shen[10]은 물체분할과 고해상도 영상 복원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초해상도 복원품질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H. Shen은 

물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영상을 분할하고 이에 맞추어 영상

을 복원했다. D. Mitzel[11]은 optical flow를 이용하여 영상을 

재배치한 뒤   정규화항을 이용해 선명한 영상을 복원하였다. 

X. Li[12]는 기존 방법이 물체의 외곽선에만 집중하는 점이 문

제라고 지적하며 외곽선과 평평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

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적 가변 양방향 전체 변화와 기울

기의 일관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M.M. Islam[13]은 연

속된 프레임 간에는 움직임이 적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3차원 

이웃 픽셀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였다. 

T. Song[14]은 자동차 번호판 초해상도 복원을 위해 구조적 

패턴 특징 기반의 자동차 번호판 검출 방법과 Kalman 필터 기

반의 초해상도 복원 기법을 사용하였다. C. Liu[15]는 MAP 추

정(maximum a posterior estimation) 기법으로 영상의 노이즈

와 움직임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C. Liu의 방법

은 노이즈를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노이즈의 세기에 관계없

이 강건한 결과를 보였다. Z. Ma[16]는 기존의 초해상도 복원

방법이 카메라움직임으로 발생하는 모션블러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다고 지적하며 모션블러 제거와 초해상도 복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Z. Ma는 모션블러가 발생하

지 않은 지역을 검출하고 초해상도 복원에 활용함으로써 복원

된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W. Shi[17]는 딥러닝 기법을 활

용한 초해상도 복원방법을 제안하였다. W. Shi는 sub-pixel 

convolution layer를 이용하여 초해상도 복원의 품질을 향상시

켰다. W. Shi의 방법은 기존의 기계학습 기반의 초해상도 복원

방법보다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복원된 영상의 품질도 우수하

였다. 

II. Proposed Method

Fig. 2는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

은 영상예측, 움직임영역 검출, 단일영상 복원, 영상 복원단계

로 구성된다. 영상예측은 번째 결과영상으로부터 번째 결

과영상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영상예측 단계를 통해 촬영 간에 

카메라의 흔들림을 보상한다. 움직임영역 검출단계에서는 움직

이는 물체가 있는 지역을 판별한다. 초해상도 복원 과정에서 움

직임영역에 단일영상 복원결과 비중을 높여서 연속영상 초해상

도 영상 복원이 갖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복원 문제점을 해

결한다. 단일영상 복원단계는 번째 입력영상으로부터 고해상

도 영상을 복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

원방법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상 복원 단계에서는 이전 단

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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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view of the Proposed Method

2.1 Prediction

영상예측단계는 카메라 이동에 따른 영상의 이동을 예측하

여 보상하는 단계이다. 연속한 두 개의 영상,  번째와 번째 

입력으로부터 카메라 이동을 예측한다. 카메라 이동은 LK 광류

추정방법(lucas-kanade optical flow)[18]으로 수평, 수직방향

의 이동량을 예측한다. 그리고 카메라 이동을 보상하기 위해 

번째 결과영상을 예측한 만큼 이동시킨다. 다시 말해서 영

상예측과정은 이전 결과영상과 현재 입력영상의 위치를 동일하

게 맞추는 작업이다. 그리고 결과영상은 대체로 정답영상에 비

해 외곽선이 흐린 경향이 있으므로 예측영상에 영상선명화를 

수행한다. 예측영상은 이후 단계에서 움직임영역 검출과 결과

영상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2.2 Moving Object Detection

움직임영역 검출단계에서는 예측영상과 입력영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검출한다. 예측영상은 카메라 이동 

보상을 통해 번째 입력영상과 동일한 위치로 이동한 상태이다. 

따라서 두 영상의 차영상에서 배경부분 픽셀의 절대값은 0이지

만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 픽셀의 절대값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정교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차영

상을 누적하였다. 식 (1)은 평균차영상을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 

  × × (1)

식 (1)은 평균차영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지수이동평균을 사

용하였다. 여기서 는 평균차영상, 는 예측영상과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결과의 차영상, 는 지수이동평균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최적값으로 

  을 사용하였다.

(a) Binary Image for Initial 

Moving Object Region

(b) Initial Moving Object 

Region

(c) Binary Image for 

Moving Object Region 

Candidates

(d) Moving Object Region 

Candidates

(e) Moving Object Region (f) Moving Object Region 

of Input Image

Fig. 3. Moving Object Localization Process

다음으로 움직임영역을 검출한다. Fig. 3은 평균차영상으로

부터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평균차영

상으로부터 후보 움직임영역과 초기 움직임영역을 만든다. 그

리고 후보 움직임영역 중에서 초기 움직임영역을 포함한 영역

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후보 움직임영역과 초기 움직임영

역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후보 움직임영역은 평균

차영상의 절대값에 대해 0.2를 기준으로 이진화한 뒤 열림연산

으로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리고 반지름 15인 원형 마스크로 

모폴로지 팽창연산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후보 움직임영역에

는 움직임이 있는 모든 영역이 표시된다. 다음으로 움직임 초기 

영역은 평균차영상의 절대값에 대해 0.4를 기준으로 이진화한 

뒤 열림연산으로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리고 반지름이 4인 원

형마스크로 닫힘연산을 수행한다. 수행결과 초기 움직임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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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실하게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가 표시된다. 두 영역을 비교

하여 확실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후보영역만 움직임영역으

로 선택된다. 

2.3 Single-Frame Restoration

단일영상 복원과정은 번째 입력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

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

원방법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Lanczos 보간법을 이용하

였다.

2.4 Image Restoration

영상 복원과정은 앞선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예측영상과 단일영상 복원결과의 지수이동평

균으로 결과영상을 만든다. 이때 움직임영역의 가중치를 조절

하여 움직이는 물체가 뭉개지는 현상을 제거하였다. 식 (2)는 

영상 복원방법을 나타낸다. 

  ×× (2)

      

   

식 (2)에서 는 결과영상, 는 예측영상, 는 단일영상 복원

결과, 은 움직임영역, 는 지수이동평균의 파라미터다. 번

째 결과영상은 예측영상과 단일영상 복원결과의 지수이동평균

으로 생성된다. 여기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영역은 단일영상 

복원결과의 비중이 높아진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물

체가 없을 경우에는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결과의 비중을 높

이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

결과의 비중을 높인다. 의 두 값 0.03과 0.3은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III. Experimental Result

실험은 주관적 화질 평가와 객관적 화질 평가로 이루어졌다. 

초해상도 복원 실험을 위해 직접 촬영한 Video1, Video2, 

Video3, Video4를 사용하였고, 촬영 간에 수동으로 카메라에 

진동을 일으켜 약간의 흔들림을 주었다.

초해상도 영상 복원방법은 단일영상 복원방법과 연속영상 

복원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일영상 복원방법은 Lanczos 보간법

과 DCCI[4]를 사용하였고, 연속영상 복원방법은 FRMSR[1]과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입력영상은 각 영상의 각 축에 대

하여 1/4과 1/8로 축소한 영상이다. 이후 각 입력영상을 단일

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과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을 이용

하여 복원한 뒤, 정답영상과의 PSNR과 SSIM을 측정하였다.

3.1 Quality Evaluation

Fig. 4는 Video1의 크기를 1/4로 축소한 뒤 초해상도 복원

한 결과 중 주차된 차량의 측면을 확대한 영상이다. Fig. 4의 

Lanczos와 DCCI는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 결과보다 상대적

으로 번짐 현상이 생겼다. 제안하는 방법은 FRMSR보다 더 선

명해졌다.

(a) Ground Truth Image (b) Input Image

(c) Lanczos (d) DCCI

(e) FRMSR (f) Proposed Method

Fig. 4. Comparison between Proposed Method and Other 

Methods

Fig. 5는 Video1의 크기를 1/4로 축소한 뒤 초해상도 복원

한 결과 중 주행 중인 차량 부분을 확대한 영상이다. FRMSR이 

가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초해상도 복원의 문제점을 나타내

고 있다. FRMSR은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에 따라 뭉개지는 문

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

해서도 강건한 초해상도 복원 결과를 갖는다. 

Fig. 6은 Video2의 크기를 1/8로 축소한 뒤 초해상도 복원한 

결과 중 주차된 차량들을 확대한 영상이다. Fig. 6도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 결과영상에 번짐 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연속영

상 초해상도 복원 결과영상은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 결과영

상에 비해 선명해졌다. FRMSR의 결과영상은 주차된 차들의 

외곽선이나,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건물 벽의 외곽선에 계단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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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Truth Image (b) Input Image

(c) Lanczos (d) DCCI

(e) FRMSR (f) Proposed Method

Fig. 5. Comparison between Proposed Method and Other Methods 2

(a) Ground Truth Image (b) Input Image

(c) Lanczos Interpolation (d) DCCI

(e) FRMSR (f) Proposed Method

Fig. 6. Comparison between Proposed Method and Other Methods 3

영상에서는 FRMSR 결과영상에 비해 깔끔한 외곽선을 보여

주고 있다. Lanczos, DCCI 그리고 FRMSR 결과영상에서는 초

해상도 복원이 올바르지 않아 도로 표지를 인지할 수 없다. 하

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출구’라는 도로 표지가 선명해졌다.

3.2 Quantitative Evaluation

객관적 화질 평가는 PSNR(peak-to-peak signal-to-noise 

ratio)과 SSIM(structural similarity measure)을 이용해서 평

가하였다. PSNR이란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력에 대한 

잡음의 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원본영상 대비 비교 영상의 화질 

손실 정보를 평가할 때 사용한다. 식 (3)은 PSNR, 식 (4)는 

SSIM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 log




(3)

식 (3)에서 는 이미지의 최대값이고, 는 평균 제

곱 오차이다. 


 


 




(4)

SSIM은 영상의 인식 품질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두 영상 간

의 유사성을 영상의 구조적 성분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데 사용

된다. 식 (4)에서 와 는 와 의 평균값이고, 
 와 

는 

와 의 분산, 는 와 의 공분산이다. 과 는 각각 

, 이고, 은 픽셀값의 다이내믹 레인지이다.

Fig. 7. Comparison in PSNR

Fig. 7은 각각 영상의 크기를 1/4배, 1/8배로 축소한 뒤 초

해상도 복원한 각 영상의 전체 프레임에서 측정한 PSNR의 평

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PSNR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제안

하는 방법이 가장 큰 PSNR 평균값이 측정됐다. 다음으로 

FRMSR, Lanczos 그리고 DCCI 순으로 측정된 PSNR 평균값

이 작아졌다. 1/8로 축소한 뒤 초해상도 복원한 결과가 1/4로 

축소한 뒤 초해상도 복원한 PSNR 평균값보다 전체적으로 작아

졌지만, 여전히 제안하는 방법에 가장 큰 PSNR 평균값이 측정

됐다.



5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Fig. 8. Comparison in SSIM

 Fig. 8은 각각 영상의 크기를 1/4배, 1/8배로 축소한 뒤, 초해

상도 복원한 결과의 SSIM 평균값이다. SSIM 측정 결과도 

PSNR 측정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며, 제안하는 방법이 우수

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고려한 연속영상 초해상도 

복원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

해 배경영역과는 다르게 복원하는 방식으로 FRMSR이 갖는 움

직이는 물체의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평균

차영상으로부터 움직임영역을 검출하였고 움직임영역에서는 

단일영상 복원결과의 비중을 다르게 지정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하여 단일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인 Lanczos와 DCCI, 연속

영상 초해상도 복원방법인 FRMSR과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은 영상에 번짐 현상이 발생한 Lanczos와 DCCI보다 외곽선

이 선명해졌고, FRMSR에서 발생한 계단 현상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은 FRMSR의 움직이는 물체의 초해상도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정량적으로도 단일영상 초

해상도 복원방법들과 FRMSR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가 

나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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