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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반의 카메라로 촬영된 라이트필드 영상은 낮은 공간해상도 및 각해상도로 인하여 실제 사

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고해상도의 공간해상도 영상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단일 영상 초해상도 기법

으로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고해상도의 각해상도 영상은 영상사이에 내재된 시점차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여 좋은 품질의 각해상도 영상을 얻기 힘든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사이에 내재된 시점차 정보를 효

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팽창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초기 특징맵을 추출하고 잔차 신경망으로 새로운 시점 영

상을 생성하는 라이트 필드 각 초해상도 영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기존의 각 초해상도 네트워크

와 비교하여 PSNR 및 주관적 화질 비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Light field image captured by a microlens array-based camera has many limitations in practical use due to its low 
spatial resolution and angular resolution. High spatial resolution images can be easily acquired with a single image 
super-resolution technique that has been studied a lot recently. But there is a problem in that high angular resolution 
images are distorted in the process of using disparity information inherent among images, and thus it is difficult to obtain 
a high-quality angular resolution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light field angular super-resolution that extracts an 
initial feature map using an dilat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n order to effectively extract the view difference 
information inherent among images and generates target image using a residual neural network. The proposed network 
showed superior performance in PSNR and subjective image quality compared to existing angular super-resolu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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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이트필드[1] 카메라는 기존의 카메라와 달리 복수

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한 번에 다른 시점을 가진 영

상을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2D영상과 다르게 라이트 

필드 영상은 자체적으로 3D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점으로 인해서 라이트필드 영상 기술은 다양한 분야

에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2], 깊이영상 예측[3][4], 3D 영상 획득[5][6]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라이트필드 영상은 촬영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 매트릭스(matrix)
를 구성하여 촬영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array)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한 대로 라이트필

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라이트필드 카메라는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기

반으로 하는 카메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가진 라이트필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저

해상도의 좁은 시점차(narrow baseline)를 가진 것이 특

징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angular) 해상도 및 공간(spatial) 해상도의 증가가 필요

하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는 제한된 공간상에 복수의 카

메라센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해상도 및 각해

상도가 서로 대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간해상도

는 딥러닝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단일영상 초해상도

(single image super-resolution) 기법[7][8][9]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각해

상도는 영상사이의 3D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왜곡

이 발생하여 좋은 품질의 사이시점 영상을 얻기 힘든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각해상도 연구는 단일영상 초해상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

되고 있다. Kalantari[10]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시점차

(disparity)를 추정하는 시점차 추정(disparity estimation) 
네트워크와 출력된 시점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점을 

생성해내는 색채 예측(color prediction) 네트워크로 구

성된다. 색채 예측 네트워크는 시점차를 이용하여 기존 

영상을 와핑(warping) 한 뒤 CNN[11]을 통과시켜 최종

영상을 얻는다. LFCNN[12]은 저해상도의 라이트필드 

영상이 SRCNN[7] 기반의 공간해상도 네트워크를 통과

하여 초해상도 영상을 생성한 뒤 생성된 초해상도 영상

이 각해상도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새로운 시점의 영상

을 만들어낸다. 각해상도 네트워크는 총 3개의 레이어

(layer)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레이어는 가로, 세로, 
중심의 새로운 시점영상을 생성해 내기 위한 병렬의 입

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점의 특징을 추출한다. 나
머지 두 레이어는 가중치를 공유하여 첫 번째 레이어에

서 추출해낸 특징을 시점간의 특징정보를 사용하여 새

로운 영상을 생성해낸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단 세 

개의 레이어로 새로운 시점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생

성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수의 영상에 

존재하는 내재된 정보를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새로운 시

점영상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 팽창된(dilated) 콘볼루션

[13] 사용하여 초기 특징맵을 추출하고, 사이시점 영상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깊은 네트워크 레이어를 설

계하였다. 추가적으로 네트워크가 깊어짐에 따라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된 잔차 블록을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가중치 값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설

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결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을 증명한 뒤, 4장에서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Ⅱ. 본  론

제안하는 신경망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 취

득된 영상 사이의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는 새로운 시점의 가로, 세로, 중
심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세 가지 입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입력은 병렬의 콘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특징맵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맵은 가중치를 공유하

는 네트워크에 입력되어 새로운 시점영상을 생성한다. 

2.1. 알고리즘

본 논문이 제안하는 라이트 필드 각 초해상도 신경망

은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새롭게 생성될 영상의 주변 

영상을 쌓아 각각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즉, 수평 생성 

영상은 양 옆의 영상을 이용하고, 수직 생성 영상은 위

와 아래 영상을 이용하며, 중심 생성 영상은 주변의 4개 

영상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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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점의 사이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영상

간 존재하는 시점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점차 영상을 획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존의 영상을 

워핑한(warping) 경우 필연적으로 결과영상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로 얻을 수 있는 시점차 영상

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만들어진 시점차 영상으로 워

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end-to-end 네트워크로 학습을 

진행하여 영상 사이의 내재된 시점차 정보를 네트워크

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재된 시점차 정보를 효율적

으로 추출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팽창된 콘볼루

션 필터를 사용하여 각 영상 사이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팽창된 콘볼루션은 필터 사이에 간격을 두어 동일한 필

터의 파라미터 개수를 유지함과 동시에 수용영역

(receptive field)을 증가시켜 마치 큰 크기의 필터를 사

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림 2는 팽창된 콘

볼루션 필터의 예를 보여준다. 각각의 필터는 사이에 팽

창계수에 따라 빈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팽창계수가 

1일 때는 일반적인 3×3의 필터와 수용영역이 같지만, 
팽창계수가 2, 3으로 증가하면서 수용 영역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팽창된 콘볼루션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필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연산량

을 줄이는 동시에 영상 사이의 다양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중심의 새로운 시점 영상의 특징맵을 추출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첫 번째 콘볼루션 레이

어는 3×3의 필터를 각각 1-d, 2-d, 3-d, 4-d로 각각 팽창

시킨 네 가지 필터로 추출된 32개의 특징맵을 가지고 있

고, 여기에서 추출된 특징맵은 Leaky ReLU(rectified 
linear unit)를 통과한 뒤 쌓아져(concatenate) 두 번째 콘

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ReLU와 Leaky 
ReLU의 차이점은 기울기 값이 0 이하인 경우에 기울기 

값을 일부분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차이점으로 

인하여 ReLU를 사용할 경우 0 이하의 기울기를 가진 노

드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Leaky ReLU는 음에서도 기울기를 가지게 되므로 

ReLU를 사용한 것보다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지는 결

과를 가져와 네트워크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영상 사이의 특징맵을 추출함에 있어

서 초기 특징맵을 추출하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다양한 

영상의 특징을 되도록 빠짐없이 추출해 내도록 하기 위

해서 Leaky ReLU를 사용하였다. 이후에 두 번째 레이

어는 3×3의 필터로 추출된 32개의 특징맵을 가지고 있

다. 세 번째 콘볼루션 레이어는 3×3의 필터로 추출된 32

(a) (b) (c)

Fig. 2 Th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ilter 
(a) 1-dilated filter  (b) 2-dilated filter  (c) 3-dilated filter

Fig. 1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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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특징맵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콘볼루션 레이어를 

제외한 각 콘볼루션 레이어의 뒤에는 ReLU가 위치하고, 
보폭(stride)는 1로 설정되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추출

된 특징맵의 크기가 세 번째 레이어까지 같게 유지된다.
이 후에 앞에서 각각의 입력별로 추출된 특징맵은 그

림 4의 가중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입력되어 

새로운 영상을 생성해낸다. 이것은 네트워크 전체의 효

율을 고려한 것으로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 계산량을 줄

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의 수를 증

가시키는 것은 네트워크의 성능향상을 시키는 가장 쉬

운 방법이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깊어짐에 따라서 기울

기가 사라지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

하게 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EDSR[8]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잔차 블록(ResBlock)을 

제안한다. 제안된 네트워크에서는 총 9개의 잔차 블록

이 사용되었으며,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ReLU를 

기준으로 좌우에 5×5의 콘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하고, 
콘볼루션 레이어의 증가로 인해 네트워크가 불안정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scale 계수를 0.2로 조정하였다. 

이 잔차 블록은 기존의 3×3 필터만으로 구성된 기존의 

잔차 블록 보다 특징맵을 더 잘 추출해 내었다. 제안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5 Modified ResBlock

Layer description Input Output
Angular feature extraction

 multiple input images H×W×4

1

 3×3 1-d convolution, 
 32 features, Leaky ReLU

H×W×4

H×W×32

 3×3 2-d convolution,
 32 features, Leaky ReLU H×W×32

 3×3 3-d convolution,
 32 features, Leaky ReLU H×W×32

 3×3 4-d convolution,
 32 features, Leaky ReLU H×W×32

2  3×3 convolution,
 64 features, ReLU H×W×128 H×W×64

3  3×3 convolution,
 32 features, ReLU H×W×64 H×W×32

Shared network

4  3×3 convolution,
 32 features, ReLU H×W×32 H×W×32

5  3×3 convolution,
 32 features, ReLU H×W×32 H×W×32

6-14

 3×3 convolution, 32 features H×W×32 H×W×32
 3×3 convolution,
 32 features, ReLU H×W×32 H×W×32

 3×3 convolution, 32 features H×W×32 H×W×32
 3×3 convolution,
 32 features, weight scale,
 Short connection between 
 first layer input of ResBlock

H×W×32 H×W×32

15

 3×3 convolution,
 32 features, ReLU,
 Long connection between 
 first ResBlock input

H×W×32 H×W×32

16  3×3 convolution,
 32 features, ReLU H×W×32 H×W×32

17  3×3 convolution, 32 features H×W×32 H×W×32
 output image H×W×32 H×W×1

Table. 1 Summary of proposed architecture

Fig. 3 One of the parrallel networks, which extracts 
feature map of central novel view

Fig. 4 Weight Shar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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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실함수(Loss Function)

대부분의 초해상도 네트워크는 평균 제곱근 편차

(mean square error:MSE)를 손실함수로 이용하여 네트

워크를 학습시킨다. 하지만 EDSR[8]과 RDN[14]과 같

은 네트워크는 손실함수로 평균 절대 편차(mean absolute 
error:MAE)를 이용함으로써 MSE를 손실함수로 사용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는 동일 네트워크에서 MSE와 MAE를 손실함수로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MAE를 

손실함수로 사용하였다. 손실함수는 원본 영상과 새로 

생성된 영상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

이 이루어지며,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Yi는 새롭게 생성

된 영상이며, Xi는 원본 영상을 의미한다.

  


  



 (1)

Ⅲ. 실험결과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텐서플로우(tensorflow)로 작

성하였으며, 학습 데이터셋(dataset)으로 EPFL 라이트

필드 데이터셋[15]을 이용하였다. EPFL 라이트필드 데

이터셋은 9개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 풍경, 반사

된 사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네트워크

를 학습시킬 수 있다. 각각의 라이트 필드 영상은 625 × 
434의 공간해상도와 15×15의 각해상도 영상으로 이루

어져 있다. 학습에는 이중에서 비교적 왜곡이 적은 중심

부위의 7×7 영상만을 사용하였다.
입력 영상은 임의의 위치에서 각 수행분기(epoch) 마

다 32×32의 크기로 잘라(crop) 학습을 진행하였고, 
RGB를 YCbCr 변환한 뒤 휘도 부분만을 학습에 이용하

였다. 네트워크는 Adam 방식으로 최적화 시켰으며, 계
수는 β1=0.9, β2=0.999이다. 학습률은 학습 초기에 10-4

로 수행하고, 5000번 학습할 때 마다 1/10 씩 감소시켜 

최대 10-6까지 감소시키며 학습시켰다.
실험영상으로는 EPFL 라이트필드 데이터셋[15] 중에

서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한 이외의 영상과 Kalantari[10]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실험은 4×4의 라이트 필드 영

상 사이에 새로운 시점영상을 하나씩 생성하여, 7×7의 

영상으로 각해상도를 증가시킨 뒤 원본의 영상과 비교

하였다. 표 3의 실험결과를 보면, Kalantari[10]에 비해 

평균 1dB, LFCNN[12]에 비해 평균 0.7dB 만큼의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시간을 

측정한 결과 단계적으로 구성된 Kalantari[10]의 시점영

상 생성 알고리즘보다 약 103배 빠른 성능을 보였으나, 
LFCNN[12]보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하여 학

습시간이 6.3배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SNR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상의 품질

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조적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SSIM) 지수를 사용하였다. SSIM은 일반적으로 영상압

축이나 변환에서 손실되는 영상의 구조적 정보를 비교

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새로 생성된 영상이 기존 영상에 

비해서 구조적인 정보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다. SSIM의 수식은 식 2와 같다.

 
 


 




(2)

실험 결과인 그림 7을 보면 Kalantari[10]는 앞서 언급

하였듯이 부정확한 시점차 영상을 기반으로 워핑을 수

행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위치한 객체와 배경영역 사이

에 물결무늬와 같은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LFCNN[12]의 결과를 보면 사물의 경계 부분

에서 왜곡이 발생된 반면 제안된 방법은 제대로 픽셀을 

추정하여 경계부분에서 보다 정교한 새로운 시점 영상

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잔차 블록의 개수에 따른 학습횟수별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잔차 블록의 개수에 따

라서 네트워크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잔차 블록의 개수가 9개에 이르면 잔차 블록이 13개인 

경우와 PSNR 측정값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이 완료된 네트워크의 PSNR 측
정결과인 표 2를 보면 그 차이는 0.01dB 밖에 되지 않아 

매우 적은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복잡도와 성능을 고려하여 

잔차 블록을 9개 사용하였다.

number of ResBlock PSNR(dB)
1 39.0873
5 39.2721
9 39.3497
13 39.3567

Table. 2 PSNR comparis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s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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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 result by number of epoch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sBlock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 필드 각해상도에 대한 새로운 

초해상도 기법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로 얻을 수 있는 

시점차 영상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

정확한 시점차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을 와핑한 경우 필

연적으로 결과영상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제안된 논

문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nd-to-end 네트워크

를 통해서 영상 사이의 내재된 시점차 정보를 네트워크

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고, 다양한 크기의 팽창된 

콘볼루션을 사용하여 영상 사이의 내재된 시점 영상 정

보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잔차 블록을 통해서 더 

좋은 품질의 시점영상을 생성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Flower2 PSNR 37.7612 38.2720 38.7068

Seahorse PSNR 38.7508 39.4171 39.8616

IMG1541 PSNR 36.4556 37.5908 38.8298

IMG1555 PSNR 34.2392 34.4023 35.1655
(a) original (b) Kalantari[10] (c) LFCNN[12] (d) proposed

Fig. 7 Visual comparison with differ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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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에 제안된 기법인 Kalantari[10]
보다 약 103배 빠르며, 평균 약 1dB의 성능 향상을 보였

고, LFCNN[12]에 비해 6배 느리지만, 평균 약 0.7dB만

큼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잔차 신경망과 팽창 합성곱 신

경망을 이용한 라이트 필드 각 초해상도 영상 생성기법

은 라이트 필드 영상의 각해상도를 증가시켜 라이트필

드 영상을 사용하는 CCTV나 영상인식 분야, VR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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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Picture Name
Kalantari[10] LFCNN[12] Proposed

PSNR(dB) SSIM PSNR(dB) SSIM PNSR(dB) SSIM

EPFL

dataset

[15]

Backlight 1 36.5177 0.9849 36.7916 0.9855 37.8339 0.9873 
Chain-link Fence 2 37.1488 0.9913 38.0238 0.9921 38.8303 0.9932 

Friends 5 41.2154 0.9951 40.6422 0.9949 41.6502 0.9958 
Magnets 1 42.8190 0.9976 42.8779 0.9977 43.2794 0.9979 
Magnets 2 42.0587 0.9963 42.4985 0.9966 42.9657 0.9968 

Mirabelle Prune Tree 33.5531 0.9871 34.4327 0.9893 35.3419 0.9911 
Palais du Luxembourg 35.0730 0.9892 36.2681 0.9916 36.9226 0.9928 

Pond in Paris 37.0408 0.9903 37.4509 0.9914 38.2044 0.9923 
Poppies 38.3195 0.9964 40.3001 0.9968 41.2004 0.9972 
Reeds 43.9431 0.9907 43.5144 0.9918 44.2477 0.9928 

Rusty Fence 37.5004 0.9915 37.7101 0.9925 38.5520 0.9935 
Semi-reflecting Structure 2 38.6501 0.9701 38.0128 0.9704 38.4595 0.9712 

Spear Fence 2 38.9383 0.9913 39.0503 0.9919 39.8245 0.9927 
Stone Pillars Outside 38.7840 0.9925 39.7356 0.9934 40.3730 0.9941 

University 37.1276 0.9898 36.9830 0.9903 37.6151 0.9913 
Yan & Krios 1 39.2945 0.9932 38.3409 0.9936 39.3570 0.9946 

38.6240 0.9905 38.9146 0.9912 39.6661 0.9922 Average

Kalantari

dataset

[10]

Cars 35.8771 0.9876 36.2756 0.9887 36.6037 0.9894 
Flower1 38.6918 0.9901 38.8897 0.9921 39.3371 0.9930 
Flower2 37.7612 0.9853 38.2720 0.9881 38.7068 0.9893 

Rock 37.6846 0.9804 38.6635 0.9845 39.9226 0.9876 
Seahorse 38.7508 0.9891 39.4171 0.9917 39.8616 0.9927 

IMG 1320 40.6008 0.9916 39.9878 0.9933 40.5210 0.9943 
IMG 1327 42.6625 0.9896 40.5326 0.9903 41.0029 0.9912 
IMG 1411 38.8914 0.9901 39.2585 0.9912 39.4925 0.9916 
IMG 1419 41.4432 0.9931 42.3205 0.9942 42.5762 0.9946 
IMG 1528 35.0618 0.9762 36.4368 0.9808 37.8069 0.9852 
IMG 1541 36.4556 0.9784 37.5908 0.9828 38.8298 0.9865 
IMG 1554 34.2392 0.9865 34.4023 0.9884 35.1655 0.9903 
IMG 1555 36.5637 0.9879 36.9636 0.9904 37.6056 0.9917 
Average 38.0526 0.9866 38.3854 0.9890 39.0332 0.9906 

Average 38.3383 0.9886 38.6500 0.9901 39.3497 0.9914

Table. 3 Experimental Result



잔차 신경망과 팽창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라이트 필드 각 초해상도 기법

1611

References

[ 1 ] M. Levoy and P. Hanrahan, “Light field rendering,” in 
Proceedings of the 23rd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pp. 31–42, 1996.

[ 2 ] J. Yu, “A Light-Field Journey to Virtual Reality,” IEEE 
MultiMedia, vol. 24, no. 2, pp. 104-112, 2017.

[ 3 ] Williem and I. K. Park, “Robust light field depth estimation 
for noisy scene with occlus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4396–4404, 2016.

[ 4 ] H. Schilling, M. Diebold, C. Rother, and B. Jähne, “Trust 
your model: Light field depth estimation with inline 
occlusion handling,”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4530–
4538, 2018.

[ 5 ] O. Johannsen, A. Sulc, N. Marniok, and B. Goldluecke, 
“Layered scene reconstruction from multiple light field 
camera views,” in Asi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p. 3–18, 2016.

[ 6 ] A. Vianello, J. Ackermann, R. B. Campus, M. Diebold, and 
B. Jähne, “Robust hough transform based 3D reconstruction 
from circular light field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7327–7335, 2018.

[ 7 ] C. Dong, C. C. Loy, K. He, and X. Tang. “Image 
Super-Resolution Using Deep Convolutional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8, no. 2, pp. 295–307, Feb. 2016. 

[ 8 ] B. Lim, S. Son, H. Kim, S. Nah and K. M. Lee, “Enhanced 
Deep Residual Networks for Single Image Super-Resolu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workshops, pp. 136–144, 2017.

[ 9 ] M. Haris, G. Shakhnarovich, and N. Ukita, “Deep Back- 
Projection Networks for Super-Resolu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1664–1673, 2018.

[10] N. K. Kalantari, T. C. Wang, and R. Ramamoorthi, 
“Learning-based view synthesis for light field camera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35, no. 6, pp. 193:1 
-193:10, Nov. 2016.

[11] A. Krizhevsky, I. Sutskever, and G.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1097–1105, 2012.

[12] Y. Yoon, H. G. Jeon, D. Yoo, J. Y. Lee, and I. S. Kweon, 
“Light-Field Image Super-Resolu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24, 
no. 6, pp. 848-852, Jun. 2017.

[13] F. Yu and V. Koltun, “Multi-Scale Context Aggregation by 
Dilated Convolutions,” in Proceedings of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2016.

[14] J. Žbontar and Y. Lecun, “Stereo matching by training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o compare image pat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 
17, no. 1, pp. 2287–2318, Apr. 2016.

[15] M. Řeřábek and T. Ebrahimi, “New Light Field Image 
Dataset,” in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of 
Multimedia Experience, 2016.

김동명(Dong-Myung Kim)

2015년 2월 충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2017년 2월 충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17년 3월~현재 충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딥러닝, 디지털 영상 신호처리, 동영상 표준화

서재원(Jae-Won Suh)

1995년 2월 충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7년 2월 광주과학기술원 정보 통신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2월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 4월~2004년 8월 LG전자기술원 MM연구 선임 연구원
2004년 9월~현재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