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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차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플렌옵틱 영상의 초고해상도 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플렌옵

틱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생성한 서브어퍼처(sub-aperture) 이미지는 TV_L1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차 추정과 초고해

상도 영상 복원에 활용된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차가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계 역역에서 향상된 성능

을 보인다. 시차 벡터의 신뢰도는 서브어퍼처 이미지의 상하좌우 각 위치별 영역에 따른 분산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뢰도가 낮은 시차벡터는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시 제외된다. 제안된 방법은 바이큐빅 보간 방법과 기존의 시차기반 

방법 그리고 사전기반 방법과 비교하여 평가되었다. 성능 평가에서 초고해상도 영상복원의 결과는 PSNR, SSIM 관
점에서 성능을 비교하여 최상의 성능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uper-resolution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plenoptic images based on the reliability of 
disparity. The subperture image generated by the Flanoptic camera image is used for disparity estimation and 
reconstruction of super-resolution image based on TV_L1 algorithm . In particular, the proposed image reconstruction 
method is effective in the boundary region where disparity may be relatively inaccurate. The determination of reliability 
of disparity vector is based on the upper, lower, left and right positional relationship of the sub-aperture image. In our 
method, the unreliable vectors are excluded in reconstruc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evaluated by 
comparing to a bicubic interpolation method, a conventional disparity based method and dictionary based metho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the best performance in terms of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SSIM(Structural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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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CD카메라는 2차원 

카메라 영상정보만을 데이터로 제공하지만, 라이트필

드 또는 플렌옵틱 카메라는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경로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된 정보는 카메라 센서에 입력된 

각 방향에 대한 빛의 세기와 컬러를 획득하여 목적에 

맞는 영상 생성에 활용된다. 이와 같이 플렌옵틱 영상

의 빛의 세기와 방향정보는 촬영한 영상을 재초점하여 

재구성하거나, 3차원 공간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등 

다양한 영상처리를 구현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플렌옵틱 카메라의 영상처리 기술에는 시점 이동, 재

초점, 3차원 깊이정보 추출, 시차 분석, 영상 화질 개선 

등 다양한 영상처리 분야가 있다. 하지만 플렌옵틱 카

메라는 하드웨어적 특성상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

점을 가지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상

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플렌옵틱 카메라의 해상도 

문제는 CCD카메라와 달리 센서 어레이 앞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가 배치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플렌옵틱 영상

의 해상도는 하드웨어적 공간상의 제약으로 마이크로

렌즈 수만큼의 해상도 밖에 얻지 못한다.
초고해상도(Super Resolution)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기술

로는 크게 보간(interpolation) 기반 방법, 다중프레임

(multi-frame) 기반 방법, 단일영상(single image) 기반 

방법 등이 있다. 먼저 보간에 의한 방법으로는 전통적

인 신호처리로써 Bilinear, Bicubic 보간 등의 처리가 이

루어진다. 다중프레임에 의한 방법으로는 동일한 장면

에 일영상 기반 방법으로는 사전(dictionary) 기반 방법 

또는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반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프레임 기반 방법을 바탕으로 플

렌옵틱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시차를 추정하고 초고해

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영상은 플렌옵틱 영상으로부터 생성한 sub- 
aperture (SA) 이미지이다. 시차 추정은 SA이미지 간에 

기하학적 관계를 규명하고,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재복

원하는데 활용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재복원

하는 알고리즘 과정에서 시차의 신뢰도를 판단하여 초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의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시차가 부정확 할 수 있는 경계면 부근

에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을 보인다. 성

능평가는 PSNR, SSIM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플렌옵틱 

영상으로부터 시차 및 초고해상도 영상을 추정하는데 

바탕이 되는 이론인 TV_L1 알고리즘[2]을 시차 관점에

서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TV_L1알고리즘을 적용한 초

고해상도 알고리즘의 수학적 모델을 설명한다. Ⅳ장에

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Ⅴ장에서는 실험 결

과를 통하여 기존의 여러 방법들의 PSNR, SSIM을 비

교하고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Ⅱ. TV_L1 기반의 시차 및 초고해상도 영상 추
정 알고리즘

2.1. TV_L1 기반의 시차 추정

본 장에서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기에 앞서 이

에 활용되는 TV_L1 기반의 시차 추정 알고리즘[2]을 

설명한다. 여기서 SA영상은 마이크로렌즈에 해당하는 

센서의 개수만큼 생성된다. 즉 센서의 개수가 가상 카

메라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각 마이크로렌즈에서 같

은 위치의 센서를 선택하여 영상을 생성하면 SA이미지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 영상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

된 가상카메라 영상들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되는 SA이미지들 중에서 

센터에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SA영상들 

간에 시차를 추정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영상 간의 시차 추정 방식과 유사하다. 
플렌옵틱 영상으로 촬영된 두 개의 SA영상 간의 시

차 추정은 광류 벡터(optical flow)를 추정하는 것과 동

일하다. 단 , SA영상 간 위치 관계에 따라서 벡터의 방

향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부터 설명은 참고논문[2]에 의하여 증명된 내

용을 요약 설명한다. 수식 설명은 편의상 수평으로 이

웃한 SA영상간의 시차를 추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시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이 두 개의 SA영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 사영되며 이 점

의 밝기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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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수평 방향 영상 픽셀 좌표,   는 전체 

SA영상들 중  번째 SA영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SA영상의 센터뷰, 는 바로 오른쪽 뷰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전체 SA영상에서 센터뷰의 위치를 

나타낸다. 식(1)은 테일러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

다.

  

≈ ⋅ 

    

(2)

여기서 는 시차, 는 의 근처의 시차를 의미

한다. 테일러 정리는 참고 문헌[2]에 정의되어있는 방법

으로 유도하였다. 식(2)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

함수로서 비용함수를 정의한다.

  


∇  (3)

여기서 는 데이터항과 스무딩항 사이의 비중을 조

절하는 상수 역할을 하며, ∇는 의 그라디언트

(gradient)로써 현재 는 스칼라이므로 미분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식 (3)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수학적으로 

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식 (3)의 최적화

의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라는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비용함수를 변형한다. 

  


∇ 


 

  (4)

여기서 는 화소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와 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

은 상수를 뜻한다. 와 가 동일한 값으로 수렴할 경

우 


 

항이 0으로 수렴하여 식 (3)과 식 (4)의 

등식이 성립한다. 식(4)는 아래의 두 가지 문제로 분리

하여 반복하여 풀 수 있다. 

(1) 고정된 에 대해, 아래 식을 최소화한다. 

  


∇ 


 

 (5)

(2) 고정된 에 대해, 아래 식을 최소화한다.

  




 

  (6)

첫 번째 문제인 식 (5)의 최소화 문제는 Rudin's TV 
model[3]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Chambolle[4]
의 듀얼 기반 알고리즘으로 에 의해 풀려진다. 두 번째 

문제인 식 (6)은 의 미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다. 최종적으로 식 (5)와 식 (6)을 반복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를 추정한다. 

2.2. TV_L1 기반 초고해상도 영상 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

은 TV_L1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추

정한다[5]. 플렌옵틱 영상으로부터 생성한 여러 SA영

상을 가지고 다중 프레임을 이용한 초고해상도 영상 추

정방법을 사용한다. 
초고해상도 영상 추정은 다중뷰간의 대응 관계를 나

타내는 시차를 이용한다. 다중뷰에 해당하는 SA영상들

과 시차를 이용하여 워핑이미지를 생성한다. 우선 초고

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함수는 다음

과 같다.

 


∇




   



  



  


(7)

수식은 데이터항과 스무딩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획득하게 될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의미하고, 와 

는 SA영상 센터뷰와 번째 SA영상에 대한 워핑함수

를 나타내는 영상이다. 은 사용 되어진 SA영상의 수

를 의미하고, 는 데이터항과 스무딩항의 비중을 조절

한다. 식 (7)에서 식 (6)과 다르게 


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3: 425~433, Mar. 2018

428

식에 제곱항이 포함되어 있어 미분 계산시 편리하

게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위 문제 또한 식 (4), (5), (6)의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를 추정한다.

Ⅲ. 제안한 방법

식 (7)은 영역의 경계나 영역 내부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어 경계부근에서 부정확한 영상복원이 이루어졌

다. 그 이유는 시차 벡터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계나 

가려지는 영역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시차 추정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차의 신뢰성에 기

반하여 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식(7)의 

식을 다음과 같이 대신하게 된다.



 



  



      


       for ∈
  for ∉

  
  





(8)

식 (8)에서 R은 신뢰할 수 있는 시차 벡터에 대한 픽

셀의 집합을 의미한다.  는 정규화 상수를 나타

내고   는 시차 벡터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는 

SA이미지의 번호를 의미하고,  는 해당 픽셀 좌표

를 뜻한다. 

Fig. 1 Disparity group (up, down, left, right), C is 
center view of SA, U, D, L, and R represent group 
in the corresponding direction

모든 픽셀에 대하여 시차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SA이미지의 센터뷰를 기준으로 상하좌

우 방향으로 나누어서 그림 1처럼 시차 그룹을 분류한다. 

각 그룹의 시차 벡터 분산을 계산하고, 분산값에 따라서 

시차의 정확도를 판단한다. 분산값이 기준값보다 작을 

경우 시차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기준값보다 큰 

경우 해당 방향의 시차는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

    

(9)

식 (9)에서 는 문턱값 에 따른 시차의 분류를 표

시한다. 은 방향그룹()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시차를 

포함하는 집합을 나타낸다. 는 각 방향그룹의 집합을 

나타낸다. 
는 방향 그룹별 시차의 분산을 나타낸다.

화소의 시차는 주변 화소의 시차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분산이 크다는 것은 시차의 일관성이 떨

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계 부근임을 뜻한다. 그
리고 경계부근이라고 하더라도 상하좌우 방향에 따라

서 어느 부분은 시차의 일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한다.
위와 같이 방향을 나누어서 정확도를 판단하는 이유

는 촬영하는 가상 카메라의 위치 차이로 커버드 영역

(covered)과 언커버드 영역(uncovered)이 발생하여 시

차 벡터 추정이 부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방향의 부정확한 시차 벡터는 반대 방향에서는 비교

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림 2는 가상 카메라 뷰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커버드 영역과 언커버드 

영역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그림 2에 표시한 점은 센

터에서는 확인 가능하지만 왼쪽 뷰에서는 앞의 물체에 

의해 가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오른쪽 뷰에서

는 점의 위치를 확인 가능하다. 

Fig. 2 Covered area and uncovered area generated 
according to virtual camera view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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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제안된 초고해상도 영상복원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기존의 방법은 시차 추정 과정 후 SA영상

을 워핑하고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시차 추정 후 시차의 신뢰도를 판단하

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초고해상도 영상

을 생성한다. 그림 3의 점선사각형부분은 제안하는 방

법인 시차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위의 과정으로 판단된 시차 벡터의 신뢰도를 바탕으

로 식(8)과 같이 식을 표현하여 TV_L1 알고리즘에 적

용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평가

4.1. 실험 데이터 

성능 평가를 위해서 그림 4와 같이 플렌옵틱 영상의 

RAW영상을 생성하여 인공영상을 사용한다. 이 플렌옵

틱 카메라 영상은 [6], [7], [8]의 플렌옵틱 카메라 모델

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인공영상은 카메라 메인렌즈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떨어진 세 개의 사진을 위

치시켜 생성하였다. RAW영상을 각 센서의 위치별로 

모아서 생성하면 SA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초고해

상도 영상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모든 SA영상들을 5배 

다운 샘플링한 후 사용한다. 이 중에서 센터에 있는 뷰

에 대해 5배만큼 해상도를 증가시키고 초고해상도 영상

을 재복원 하여 비교한다. 
해상도를 5배 향상시키는 복원과정에서 총 25장의 

SA영상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해상도 향상에 사용된 

SA 영상들의 크기는 501×501이다. 센터뷰의 SA 영상

을 중심으로 25장의 주변 SA 영상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2505×2505 크기의 영상으로 복원하였다. 

Fig. 4 Artificial plenoptic image for evaluation.(RAW)

4.2. 값에 따른 초고해상도 영상 품질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SNR, SSIM for .

 PSNR SSIM

0.05 31.3792 0.9768

0.10 32.1646 0.9799

0.15 32.5383 0.9812

0.20 32.7549 0.9819

0.25 32.9051 0.9824

0.30 32.9985 0.9827

0.35 33.0697 0.983

0.40 33.127 0.9831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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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7)에서 데이터항과 스무딩항의 비중을 조절

하기 위하여 값을 변화시키면서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데 최적의 값을 추정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

다. 그래서 값을 0.05~0.95까지 0.05단위로 변화시키

면서 초고해상도 영상을 재복원하여 SSIM, PSNR을 비

교하였고, 최적의 값을 결정하였다. 
PSNR은 Peak Signal-to-Noise Ratio의 약자로서 최

대 신호대잡음비를 표현한다. SSIM은 Structural 
Similarity index의 약자로 구조적 유사 지수를 의미한

다. 
표 1은 값의 변화에 따른 초고해상도 영상 생성의 

성능평과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값이 증가함에 따

라서 초고해상도 영상이 원본영상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즉, 데이터항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향

상된다. 
실제 실험에 적용한 값은 0.55이다. 값을 높여 스

무딩 효과를 줄임으로써 선명도가 높아지지만 육안으

로 확인시 일정값 이상이 되면 부자연스러운 영상을 얻

기 때문이다. 그리고 0.60이상부터는 초고해상도 성능

향상 정도가 비교적 적어 0.55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4.3. 기존 방법과 비교

그림 5는 2505×2505 해상도의 SA이미지 중 센터뷰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6은 그림 5의 박스부분을 방법

에 따라 각각 확대한 영상으로 원본, 바이큐빅 기법, 기
존의 TV_L1방법,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영상이다. 표 2
는 바이큐빅 기법, 기존의 TV_L1방법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평과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PSNR, SSIM이 33.2321, 0.9834으로 보다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Fig. 5 2505 ×2505 original image

Fig. 6 Magnification of the red box in Fig. 3 (a) 
original image (b) bicubic interpolation (c) conventional 
method (d) our method.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PSNR, SSIM)

Bicubic ×5 Competing 
method ×5

The proposed 
method ×5
( = 0.55)

PSNR 28.3876 32.3540 33.2321

SSIM 0.9660 0.9750 0.9834

4.4. 사전(dictionary) 기반 방법과 비교

다음 성능평가는 초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 

중에서 사전(dictionary) 기반 방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제안된 방법과 PSNR, SSIM을 

비교한다. 
먼저 ScSR은 저해상도 이미지 패치와 고해상도 이

 PSNR SSIM

0.45 33.171 0.9832

0.50 33.2099 0.9834

0.55 33.2321 0.9834

0.60 33.2569 0.9835

0.65 33.2744 0.9835

0.70 33.2761 0.9836

0.75 33.2886 0.9836

0.80 33.3105 0.9836

0.85 33.3069 0.9837

0.90 33.315 0.9837

0.95 33.3096 0.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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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패치에 대해 두 사전을 공동으로 훈련함으로써 초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한다[9]. Zeyde는 희소 표현 모델

링과 사전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0]. 그
리고 ANR과 GR 방법은 사전의 원자들과의 상관관계

를 사용하여 고정된 이웃 회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11]. 마지막으로 LANR, LANR_NLM 방법은 LR과 

HR 예제 사전을 기반으로 매핑함수를 학습하여 유사성 

SR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12]. 단일 입력 영상으

로는 센터뷰의 SA영상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비교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

다. 
표 3의 실험은 여러 플렌옵틱 인공영상을 이용하여 

PSNR과 SSIM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501×501 
크기의 영상을 입력하여 스케일을 5배 향상시킨 2505× 
2505 크기의 초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였다. 사전

(dictionary)기반 방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방법들과 비

교해본 결과 표 3의 영상 1의 경우 PSNR, SSIM이 

33.2321, 0.9834로 제안된 방법이 비교적 높은 품질을 

보였다. 표 4는 영상1에서 5까지의 성능평가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 결과 또한 PSNR, SSIM이 35.5117, 
0.9852로 기존의 방법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Mean value of PSNR, 
SSIM) 

Mean

PSNR SSIM

Bicubic 30.4218 0.96858

ScSR 30.4218 0.97458

Zeyde 30.4218 0.96858

GR 34.9611 0.98254

ANR 35.2818 0.98312

LANR 35.1979 0.98212

LANR-NLM 35.2405 0.98218

Ours 35.5117 0.98522

4.5. Noise 영향에 따른 성능 비교

표 5의 결과는 노이즈(Noise)영향에 따른 초고해상

도 영상 추정 성능을 비교 실험한 것이다. 노이즈는 가

우시안 노이즈(Gaussian Noise)를 이용하여 SA영상에 

생성하였다. 노이즈의 강도는 평균 0이고, 표준편차()
는 0.5, 1, 1.5로 설정하였다. 가우시안 노이즈는 정규분

포를 가지는 잡음으로써 일반적인 잡음을 의미하며 자

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랜덤한 분포를 나타낸다. 실
험 데이터는 표 3의 영상 1을 사용하였다.

Table. 3 Performance evaluation (PSNR, SSIM), Image1~5

Image1 Image2 Image3 Image4 Image5

Image

PSNR SSIM PSNR SSIM PSNR SSIM PSNR SSIM PSNR SSIM

Bicubic 28.3876 0.9660 29.6839 0.9609 33.7116 0.9901 29.5563 0.9699 30.7696 0.9560

ScSR 28.3876 0.9960 29.6839 0.9609 33.7116 0.9901 29.5563 0.9699 30.7696 0.9560

Zeyde 28.3876 0.9660 29.6839 0.9609 33.7116 0.9901 29.5563 0.9699 30.7696 0.9560

GR 32.7234 0.9789 33.8655 0.9779 38.4934 0.9940 34.5901 0.9837 35.1333 0.9782

ANR 32.7234 0.9797 34.1014 0.9783 39.0226 0.9944 35.0061 0.9844 35.5556 0.9788

LANR 32.8846 0.9794 33.8623 0.9770 38.8908 0.9941 34.9044 0.9829 35.4476 0.9772

LANR-N
LM 32.9241 0.9794 33.9098 0.9771 38.936 0.9941 34.967 0.9831 35.4656 0.9772

Ours 33.2321 0.9834 34.1285 0.9837 39.1155 0.9943 35.2937 0.9856 35.7889 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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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formance evaluation (Noise) 

 PSNR SSIM
Mean

PSNR SSIM

Competing 
method 

0.5 33.2489 0.9828

33.2392 0.98231.0 33.2363 0.9822

1.5 33.2325 0.9821

The 
proposed 
method

0.5 33.3256 0.9831

33.2563 0.98291.0 33.1789 0.9830

1.5 33.2645 0.9828

노이즈 정도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결과 제안된 방

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PSNR 0.0171, SSIM 0.0006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 실험결과 일반적인 촬

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에서도 강인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플렌옵틱 카메라 영상에 적용할 수 있

는 신뢰도 기반의 초고해상도 영상 재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플렌옵틱 카메라의 저해상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상하좌우에 위치한 SA 영상과의 시차벡터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이를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에 활용

함으로써 복원 성능을 향상시켰다.
TV_L1 알고리즘을 기반의 기존방법의 결과와 비교

한 결과 제안한 방법의 PSNR이 33.2321로 기존 방법인 

32.35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SSIM도 각각 0.9834
으로 성능향상을 보였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경계면 부

근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플렌옵틱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시차를 선별하여 적용함으로써 개선된 

초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다만 플렌옵틱 카메라로 얻어진 실제 영상의 경우에

는 초고해상도에 대한 ground-truth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초고해상도 복원에 대한 성능 평가가 어렵고 다양

한 요인으로 인한 시차 추정의 부정확성 문제가 존재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영상에 대한 적절한 

성능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강건한 시차 추정 방법

을 적용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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