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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ingle image super resolution (SISR)

model us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have shown significant performance. The

current trend is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the

deeper layers or complicated loss function. However

deep models require more computation resources

when it goes deeper and are not suitable for small

devices. So we propose parallel method using edge

detection filter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SISR

model.

I. 서론

 최근 딥러닝 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초해상도 기법

에도 전통적인 영상 보간법(bi-linear, bi-cubic등) 외

deep neural network를 적용한 방법이 많이 활성화되

고 있다. 일반적인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의 구조

는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의 역할을 하는 부분

과 재건(reconstruntion)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진 형태이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딥러닝을 처음 적용

한 SRCNN과 그 발전형인 FSRCNN[1,2]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영상보간법에 비교하여 성능은 뛰어

나지만 컴퓨테이션 속도에 더 주안점을 둔 모델로 네

트워크가 깊어지는 것에 비해 성능의 향상이 더딘 부

분이 있다. 그리고 단일 이미지에서 다양하고 좋은 특

징을 추출하기 위해 인셉션 모듈(inception module)을

적용한 MSSRNet[3], 스킵 커넥션(skip connection)을

이용한 DCSCN[4]과 같은 모델과 더 깊은 구조로 좋

은 성능을 이끌어낸 VDSR[5]과 같은 모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에 있어 기

존 네트워크의 구조에 엣지 디텍션 필터를 이용하여

제시된 병렬 구조를 통한 성능 향상을 알아보고자 한

다.  

II. 본론

2.1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의 구조.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의 학습은 고해상도(HR)

인 단일 이미지를 저해상도(LR)로 변환하여 저해상도

이미지를 학습대상, 고해상도 이미지를 라벨로 사용하

며, 일반적인 구성은 학습대상을 컨벌루션레이어를 통

해 특징 추출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와 다시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재건 네트워크로 나뉘어 있다.

특징 추출네트워크의 경우, 단일 이미지에서 다양하

고 풍부한 특징들을 추출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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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경우 3X3 컨벌루션의 중첩이나 인셉션 모듈

등을 이용하여 수용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있다.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를 만들어내는 기법이기

에 각 특징의 경우, 컨텍츄어(contexture)한 정보를 가

지도록 한다.

재건 네트워크에서는 특징 추출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특징들을 이용해 해상도를 상승시키는 네트워크로 가

능한 특징 간 중첩이나 인공적 현상이 생성되지 않게

고안되어 있다. 대표적인 구조로 FSRCNN[2]이 있다.

다른 형태의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의 경우, 기

존의 초해상도 기법 중 하나인 바이큐빅(bi-cubic)과

고안된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된 엣지 이미지를 합침으

로써 초해상도 이미지를 구성해낸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형태의 구조로는 DCSCN[8]을 [그림 1] 채택하고

자 한다.

2.2 엣지 디텍션 필터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의 구현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소개되어있는 엣지 디텍션 필터를 이

용해 특징 추출이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엣지 필터는 소벨 필터로 해당 특성인

윤곽선 검출을 통해 단일 이미지에 다른 성질의 특징

을 추가로 검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 학습

대상을 기존 저해상도 이미지와 소벨 필터 적용 이미

지로 나누었다. [그림 2] 소벨 필터 적용의 경우, x와

y축의 축을 컨케트네이트(concatenate)로 쌓아서 사용

하였다.

2.3 병렬 CNN 구조 적용

단일 이미지만 사용하는 기존의 모델들에 필터 적용

이미지를 추가하여 동일 구조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

되도록 하였다. 결과물의 경우, 바이큐빅 보간을 제외

한 기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결과물의 값에 R의 비중

을 두고, 필터적용 이미지를 통해 학습하는 네트워크

결과의 비중을 1-R로 두어 2개의 네트워크 결과물의

합을 최종 산출물로 하였다.[그림 3] 해당 방안은 저해

상도 이미지만을 학습하는 네트워크의 결과와 필터를

적용한 저해상도 이미지를 학습한 네트워크의 결과 간

비율학습을 통해 더 좋은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

해 제시하였다.

Ⅲ. 구현

구현에는 DCSCN[4]을 기본 구조로 사용하였으며, 데

이터로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초해상도 기법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 학습용은 Yang91, BSD200, 테

스트용은 Set5, Set14, BSD100을 사용하였다.

구현에 있어 네트워크 구조와 각 변수들은 기존 네트

워크 구조 제안자들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특히 제안자들의 모델 중 컴팩트한 구조인 C-DCSCN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기 표[1]은 본 논문의 제시 방법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초해상도 성능 측정에 널리 쓰

이는 최대 신호 대 잡음비(psnr)을 기준으로 비교하였

다.

그림 2. 저해상도와 소벨 필터 적용이미지.

그림 1. SISR의 한 예인 DCSCN의 구조.

표 1. 제안된 구조와 타 구조 간 PSNR 결과 비교.

그림 3. DCSCN의 제시된 병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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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에

있어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징 값이 컨텍츄어

한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에 기존의

엣지 디텍션 필터 중 소벨 필터를 이용하여 확장한 새

롭고 간단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구현 결과 해당 구조

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제안한 방법이 단

일 이미지를 이용하는 초해상도 기법에 있어 추가적으

로 좋은 특징을 검출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소벨 필터 외 다른 엣지 디텍션 필터들을 딥러닝을 이

용한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에 적용할 경우, 성능

이 향상되는 것이 기대되며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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