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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정한 데이터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일반적인 과제들과 달리 동영상 중간 프레임 생성은 임의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잘 동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된 가중치를 테스트 시에 각각의 입력 프레임에 
맞춰 조정하여 개별 프레임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온라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온라인 개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생성된 중간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물체의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잔상이 생기는 현상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 서론 

고주사율 모니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영

상의 초당 프레임 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영상들이나 낮은 초당 프레임 수를 가진 영상들은 

이러한 모니터에 맞춰 초당 프레임 수를 증가시켜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하

이라이트나 비디오 편집 등 여러 상황에서 일반 동

영상을 슬로우모션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동영상 프레임 생성(VFI, Video Frame Interpolation)
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양방

향 모션 추정(ME, Bi-directional Motion Estimation)이
다. 이 단계를 통해 연속된 프레임에서의 양방향 

모션 벡터를 구한다. 두 번째는 모션 보간(MI, 
Motion Interpolation) 단계이다. 생성된 모션은 이 단

계를 거침으로서 중간프레임에 맞게 변형된다. 세 

번째는 가려짐 추론(Occlusion reasoning) 단계이다. 

‘가려짐’이란, 주로 이미지 내의 물체가 이미지 

픽셀 범위 밖으로 이동하여 광학 흐름을 알 수 없

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션 보상된 프레임 

보간(MC-FI, Motion-Compensated Frame Interpolation) 
단계이다. 임의로 만들어진 생성 프레임에 대한 모

션은 이 단계를 통해 미세 조정된다. 이 최종 모션

을 이용하여 최종 중간 프레임 t를 생성한다.  
 

 
 

그림 1. 동영상 중간 프레임 생성 네트워크(M). 
 

모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광학 흐름(Optical Flow)
을 구하고 이 광학 흐름을 변환, 이용하여 중간 프

레임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중간 프레임 

네트워크는 특정한 데이터 집합이 아닌 일반적인 

동영상에서 잘 동작하도록 설계해야한다. 광학 흐

름을 구하는 네트워크와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광

학 흐름 네트워크는 보통 특정 데이터셋에서 잘 동

작하도록 학습시킨다. 반면에 동영상 중간 프레임 

생성 네트워크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띈 데이터 집

합 보다는, 임의의 영상에서 잘 동작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지도 학습 방법에 온라

인 개선 방안을 추가하여 각각의 입력 프레임에 맞

춰 가중치를 조정하여 동영상 중간 프레임을 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비지도 학습을 통한 동영상 중간 프레임 
생성 

2.1 광학 흐름 계산을 통한 중간 프레임 생성 

동영상 중간 프레임 생성에 대한 최근 논문

[2][3]을 살펴보면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로 광학 흐름 계산 네트워크를 통해 두 개

의 연속된 프레임에 대한 양방향 광학 흐름을 계산

한다. 연속된 프레임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방향으로의 광학 흐름을 계산한 뒤, 이 광학 흐름

을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나눈 중간 광학 흐름을 

구한다. 그리고 생성된 중간 광학 흐름을 이용하여 

임의의 중간 프레임을 생성한다. 이후 두 번째 단

계에서 광학 흐름 보간 네트워크를 통해 앞서 생성

된 임의의 중간 프레임과 중간 광학 흐름을 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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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를 거쳐 최종 중간 프레임 t를 생성한다. 

비지도 학습[3] 진행 방법은 연속된 세 프레임 , , 에서 진행된다. 먼저 과  사이에서 중

간 프레임 를 생성하고, 와  사이에서 다시 중

간 프레임  을 생성한다. 이 때 만들어진 와 을 이용해 새로운 을 중간 프레임으로 생성한

다. 생성된 은 앞서 사용된 과 같아야 한다는 

Cycle-consistency loss 를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 

Cycle-consistency loss 는 수식(1)과 같고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한 도식은 그림 1 과 같다. 

 ℒ  = ∥ ( (,  ),  (,  ) ) -  ∥.   (1) 

 

 
그림 1. 비지도 학습 진행 과정. 

 

2.2 프레임 단위 온라인 개선 방법 

온라인 개선 방안은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테스

트 시에도 입력 영상에 대해 가중치 조정 과정을 

거친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광학 흐름을 구하는 

일반 광학 흐름 네트워크와 달리 동영상 중간 프레

임 생성 네트워크는 임의의 데이터에서도 잘 동작

해야한다. 따라서 각 입력 영상에 맞춰 일정량 가

중치를 조정하는 온라인 개선 과정을 거쳤을 때 보

다 안정적으로 중간 프레임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림 2. 온라인 개선 방안. 

 

프레임 는 비지도학습의 , ,  cycle, , ,  cycle(그림 2 참조)에서 생성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cycle 에서 사용되는 프

레임을 모두 온라인 학습에 이용한다. 프레임 를 

생성하기 위해서 실제 프레임 , , , 
를 가중치 조정에 사용하게 된다. 단, 와 는 

생성되어야 할 프레임이므로 하나의 중간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총 4 개의 주변 프레임을 학습한

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그림 2와 같다. 

이 과정이 반복 될 때 마다 가중치는 프레임을 

생성하고 다시 이전의 가중치 값으로 되돌린다. 

네트워크의 전체 손실 함수로는 앞에서 언급한 

Cycle-consistency loss 이외에도 Reda et al.[3]에서 사

용한 손실 함수를 모두 이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의 구현에서 광학 흐름 계산 네트워크, 

광학 흐름 보간 네트워크는 기존 논문에서 사용하

였던 대로 각각 U-Net 구조[1]를 사용하였다. 네트

워크 학습용 데이터로는 [6]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

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테스트용 데이터로는 UCF-
101[4]을 사용하였다.  

성능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용한 측정 방식으로

는 실제 프레임 이미지와 생성된 프레임 사이의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SSIM(Structural Simi-
larity Index) score, IE(Interpolation Error)[5]를 사용하였

다. 기존의 비지도 학습 방식[3]보다 온라인 개선 

방안을 사용하였을 때 수치적으로 보다 좋은 성능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 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결

과는 움직임이 큰 물체의 형태가 깨지거나 잔상이 

생기지만 온라인 개선 방안을 적용했을 때 생성된 

중간 프레임이 보다 실제 정답 프레임과 비슷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측정 방식 온라인 개선 전 온라인 개선 후 

 

PSNR(↑) 
 

48.203564 
 

48.718624 
 

SSIM(↑) 
 

0.995328 
 

0.995973 
 

IE[5](↓) 
 

1.514645 
 

1.385917 
 
표 1. 온라인 개선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중간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 입력 영상에 맞춰 일정량 가중치를 

미세 조정한 뒤 중간 프레임을 생성하는 온라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방법과 비교

하였다. 표 1의 결과에서 온라인 개선 방안을 적

용 하기 전과 비교하여 적용한 뒤에 성능이 증가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입력 프레임에 대해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서 보다 개별 입력에 맞춰진 

중간 프레임을 생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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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라인 개선 전 후의 중간 프레임 생성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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