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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Image Signal Processing (EISP)

책임교수

성명 전광길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2-현재)

중국 사천대학 방문교수 (2018-2019)

이태리 밀라노대학 겸임교수 

(2015-2016, 2019-2020)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NS-Cachan) 

방문교수 (2014-2015)
일본 니이가타대학 조교수 

(2011-2012) 

소속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캐나다 오타와대학 박사후과정 

(2009-2011)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2008)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2005)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2003)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왕진 (컬러 영상, TV화질 개선)

석 사 1 장영채 (컬러 영상, 딥러닝)

산학협력

희망분야

1. CCTV, 적외선 및 초고속 카메라 등 감시 분야에 있어 영상 확대/축소 기술 및 화질 개선 

기술

2. 컬러 TV, 전광판 디스플레이 분야 영상 화질 개선 

3. 컬러를 이용한 방송 송수신 및 기상 예보, 워터마킹을 통한 정보보호 기술

4. 비디오 압축 표준 기술 

   기업과의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희망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분야

Ÿ 가시광선, 적외선, 초고속 카메라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은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고 

노이즈에 대한 강인도가 다르다. 이를 고려한 영상 화질 개선 기술이 요구된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2. 컬러TV 및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 기술

Ÿ 서로 다른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3. 방송 송수신 및 정보 기술 

Ÿ 방송 송수신 분야 기술 및 저작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이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4. 비디오 압축 표준 기술 

Ÿ 영상 및 비디오는 압축이 없이는 저장/전송이 불가하다. 압축률은 영상의 경우 97%, 비

디오는 그 이상의 압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의 정보 손실로 최대의 압축률

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잡음 제거를 

통한 화질 개선 장치 및 그 방법

•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노이즈 제거 

 → 

• 이미지 처리 방법 

 (블로킹 오류 제거 기술)

• 특허를 적용할 때 블록 현상이 해결

된 영상

• 베이어 패턴 컬러 필터 어레이 디모

자이킹을 위한 다방향 가중 보간 방법

• 오렌지색, 보라색 등의 컬러 오류를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제거 



• 영상의 대비(contrast) 강화 방법 및 

장치

• 특허기술을 통해 디스플레이상의 영

상 대조비를 개선하는데 기여

• 디인터레이싱 방법 및 장치

• 특허를 이용하여 디인터레이싱 오류 

제거



• 비트플레인 기반 워터마킹 삽입 방

법 및 장치

• 본 특허를 이용하여 영상의 해적판

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이

들에게 저작권을 밝힐 수 있음 

• 멀티 센서 보간 장치 및 그 방법

• 사람의 눈에는 흑백을 구분하는 간

상세포, 컬러를 구분하는 세개의 원뿔

세포가 있다. 세개의 원뿔세포는 각각 

적, 녹, 청을 인식한다. 

•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적, 녹, 청 이

외의 다양한 컬러밴드를 표현할 수 있

다면 화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특허는 이에 관한 내용임. 

특허 및 노하우

상기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관련 특허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10-1864670 2018-05-30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잡음 제거를 통한 화질 개선 

장치 및 그 방법

2 10-1737985 2017-05-15 이미지 처리 방법

3 10-1907451 2018-10-05
베이어 패턴 컬러 필터 어레이 디모자이킹을 위한 

다 방향 가중 보간 방법

4 10-1634652 2016-06-23 영상의 대비 강화 방법 및 장치

5 10-1661716 2016-09-28 디인터레이싱 방법 및 장치

6 10-1518664 2015-04-30 비트플레인 기반 워터마킹 삽입 방법 및 장치

7 10-1730968 2017-04-21 멀티 센서 보간 장치 및 그 방법



연구 실적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등록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전광길
1. 이종 디바이스를 위한 
가변 영상/비디오 해상도 

제어 기술 연구
인천대학교 2013.06.01 36 30

10183306 교육과학기술부/신진연구 연구책임 2016.05.31 39,000

전광길
2. 이종 디스플레이 기기를 
위한 적외선 초고해상도 

기법
인천대학교 2014.07.01 24 20

10183306  한-중 협력연구사업 연구책임 2016.06.30 15,000

전광길
3. 다중 스펙트럼 CFA 영상 
복원을 위한 딥러닝 모델 

기반 고속 디노자이킹 
인천대학교 2018.06.01 36 30

10183306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 2021.05.31 68,000,000

전광길

4. 8K 초고선명 
텔레비전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해상도 
제어 및 화질 개선 기술 

개발

인천대학교 2015.11.01 36 20

10183306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 2018.10.31 59,174

논문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1

A robust features based 
person tracker for overhead 

views in industrial 
environment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vol. 5, no. 3, 

pp. 1598-1605
2018.06 교신 (5.863)

2

GPU-accelerated 
computation of 
time-evolving 

electromagnetic 
backscattering field from 

large dynamic sea surfaces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ISSN: 

1551-3203)

2019 교신

(5.430)
게재 확정 후 
Early Access 

출판



3

GPU acceleration of 
clustered DPCM for lossless 

compression of 
hyperspectral images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ISSN: 

1551-3203)

2019 교신

(5.430)
게재 확정 후 
Early Access 

출판

4

Combining unmanned aerial 
vehicles with 

artificial-intelligence 
technology for 

traffic-congestion 
recognition: electronic eyes 

in the skies to spot clogged 
roads

IEEE Consumer 
Electronics Magazine, 

vol. 8, no. 3, pp. 81-86
2019.04 교신 (1.434)

5
Image autoregressive 

interpolation model using 
GPU-parallel optimization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vol. 14, no. 

2, pp. 426-436
2018.02 교신 (5.430)

6
Bilateral filtering and 

directional differentiation for 
Bayer demosaicking

IEEE Sensors Journal, 
vol. 17, no. 3, pp. 

726-734
2017.02 교신 (2.617)

보유 장비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사진

초고속 카메라
i-SPEED LT 2GB 

(일본)
1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획득되는 영상의 컬러 

오류 분석 목적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FLIR T640-IR/T 

(스웨덴)
1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획득되는 영상의 컬러 

오류 분석 목적

열화상 영상과 가시광선 

영상이 동시 제공됨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

PS/DX4-285GE 

(영국)
1

다중 스펙트럼 영상 컬러 

복원을 위한 원본 영상 

획득

홈페이지 http://eisp.i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