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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ˇˇ 본 논문은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균일 모션 블러를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모션 블러를 제거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주로 전변량(total variation)이나 

자연 영상 통계(natural image statistics)를 이용하였다. 반면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은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와 쇼크 필터(shock filter), 그리고 영상 그레디언트(gradient)의 

조작을 통해 선명한 에지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모션 블러를 추정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선명한 에지 예측 기법을 통해 적은 계산량으로 효율적으로 블러를 추정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이 넓고 복잡하게 블러된 영상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ˇˇ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for single image motion deblurring 

using edge prediction. Previous methods for motion deblurring from a single image 

have been based on total variation or natural image statistics. In contrast, our 

method predicts sharp edges by applying bilateral and shock filters and manipulating 

image gradients directly, and estimates motion blur using the predicted sharp edges. 

Sharp edge prediction makes our method possible to deblur efficiently with less 

computation.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ca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tore 

images degraded by large complex motion 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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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 . 서론서론서론서론    
모션 블러 현상은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어두운 

실내에서나 저녁 때 야외에서처럼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량을 얻기 위해 센서를 빛에 오래 노출시켜야 

하는데, 노출 시간이 길어진 만큼 센서의 흔들림이 영상에 

치명적인 모션 블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모션 블러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영상에서 모션 블러를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영상으로부터 모션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문제가 주어진 정보의 양에 비해 

알아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더 큰 부적절하게 정의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부분의 해결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장의 영상을 사용하거나 

센서의 노출 시간을 사용하는 등 부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2차원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선형 모션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가정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이차원 영상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모양의 모션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Fergus et al.은 모션 블러가 없는 

선명한 영상들이 갖는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1], Shan et al.은 Fergus et al.이 

제시한 선명한 영상에서의 통계적 모델을 단순화하여 모션 

블러를 효과적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함께 추정된 모션 

블러를 이용하여 영상으로부터 모션 블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모션 

블러를 제거하기 위해 수 분에서 십 여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논문은 영상 전체의 정보가 필요 없이 영상의 

중요한 몇몇 에지들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모션 

블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본 아이디어를 이용해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모션 블러를 빠르게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에지를 간단한 영상 처리 방법들을 이용하여 

예측해 낸 후, 이를 이용하여 영상의 모션 블러를 추정해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에 비해 

계산량이 훨씬 적으면서도 정확한 모션 블러를 추정해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품질의 영상을 복원해 

줄 뿐만 아니라 최신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가속 기능을 

이용하여 단지 몇 초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22. . . . 관련관련관련관련    연구연구연구연구    
영상 블러 제거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영상 블러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도 모션 블러 

커널을 알고 이 모션 블러 커널을 이용하여 블러가 있는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영상을 구해내는 방법들을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non-blind deconvolution)이라 

한다. 영상의 모션 블러 커널을 안다 하더라도 선명한 

영상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블러로 

인하여 사라진 영상의 정보로 인하여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이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블러 커널을 알지 못하는 영상으로부터 블러 커널 

추정 및 선명한 영상을 구해야 하는 문제를 블라인드 

디컨볼루션(blind deconvolution)이라 부른다. 이 경우는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보다 훨씬 어려워 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2D 벡터와 같은 

극히 적은 파라미터로 표현이 가능한 제한적인 블러에 

대해서 다루었다. Ytizhakey et al.은 영상이 등방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이용하여 2D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모션 

블러를 추정하였다[3]. Rav-Acha와 Peleg은 두 장의 

블러가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4], Cho et al.은 블러가 있는 두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2D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비균일 모션 

블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5]. Yuan et 

al.은 블러는 없지만 노이즈가 있는 영상과 블러가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6]. Money와 Kang은 블러가 있는 영상에 

쇼크 필터(shock filter)를 적용하여 강한 에지를 복원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 및 2D 

벡터로 표현 가능한 모션 블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7]. 

최근에는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일반적인 모션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Fergus et al. 은 

일반적인 영상이 갖는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1], Jia는 

영상으로부터 블러가 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알파 

매트(alpha matte) 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후 영상의 

블러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8]. 그러나 Fergus et 

al. 의 경우 통계적 모델의 복잡도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Jia의 

방법의 경우 알파 매트 기법의 결과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좋은 매트를 구할 수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Shan et al.은 Fergus et al.이 

제시한 일반적인 영상이 갖는 통계적 특성을 보다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여 이를 이용한 모션 블러의 

추정 및 제거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 그러나 여전히 

한 장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수 분에서 십여 분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3333. . . . 기본기본기본기본    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    
균일 모션 영상 블러란 영상의 각 픽셀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블러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균일 모션 

영상 블러는 영상에 노이즈가 없을 경우, 흔히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B � K �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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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B는 센서로부터 획득한 블러가

K는 블러 커널, L은 블러가 없는 선명한

� 는 컨볼루션(convolution) 연산을

디컨볼루션은 B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야 한다. 이렇게 블러가 된 영상만을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의 특성으로

디컨볼루션이 여전히 매우 어려운 문제

최근의 성공적인 몇몇 연구로는 

Money와 Kang의 방법과 Shan et al.

2]. Money와 Kang은 쇼크 필터(shock filter)

가우시안 블러 및 모션 블러를 추정하였으며

은 자연 영상이 갖는 통계적 특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가 영상을 사용하는

et al.이 블러가 있는 영상과 블러가 

영상을 이용하여 모션 블러를

제시하였다[6].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또는 블러가 제거된 깨끗한 에지

그림 1. 알고리즘 수행 과정. 입력 
행은 각각 블러가 있는 입력 영상과
째 행은 선명한 영상 예측의 결과를
포와송 재건(poisson reconstruction)
두 번째 행은 추정된 블러 커널을 보여준다
과를 보여준다.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않고, 원본 크기의 영상으로만 알고리즘을
수 있다. 

블러가 있는 영상이고, 

선명한 영상을 나타낸다. 

연산을 뜻한다. 블라인드 

상태에서 K와 L을 추정해 

영상만을 통해 더 많은 

특성으로 인해 블라인드 

문제 중 하나이다.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et al.의 방법 등이 있다[7, 

(shock filter)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Shan et al. 

 활용하여 모션 블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Yuan 

 없지만 노이즈가 있는 

블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공통점은 모두 블러가 없는, 

에지를 이용하여 블러를 

추정한다는 점이다. 

 Money와 Kang [7]의 방법의

영상에 쇼크 필터를 적용한 후의

특징은 거의 알아 볼 수 없지만

에지들은 얻을 수 있고, 이를 

있었다. Shan et al. [2]의 경우

초기에 자연 영상의 통계를 이용한

강하게 줘서 영상에서 강한 에지

모션 블러를 추정할 수 있었다. Yuan 

있는 영상의 경우는 노이즈를 제거할

사라지지만 여전히 강한 에지들은

있는 영상을 비교하여 모션 블러를

따라서 블러가 있는 영상으로부터

블러가 있기 전에 어떤 형태를

있다면 블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에지의 형태만 알 수 있다면

제시한 것과 같이 알고리즘의

 블러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영상에 대한 예측의 그레디언트 
영상과, 그의 회색조(grayscale) 버전, 그리고 블러가 제거된 최종
결과를 보여준다. 선명한 영상 예측의 결과가 그레디언트 영상이기

(poisson reconstruction)을 시행하였다. 그 후 예측된 결과와 블러 영상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추정된 블러 커널을 이용하여 선명한 영상을 복원한다

과정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 작은 영상에서 큰 영상으로 크기를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네 번의 반복 만으로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방법의 경우 블러가 있는 

후의 결과는 영상의 세부적인 

없지만, 이 또한 여전히 강한 

 통해 블러를 추정할 수 

경우 역시 알고리즘의 수행 

이용한 정규화 항의 가중치를 

에지들을 얻어낸 후 이를 통해 

. Yuan et al. [6]의 노이즈가 

제거할 경우 세부 디테일도 

들은 남게 되고, 이와 블러가 

블러를 추정할 수 있었다. 

영상으로부터 중요한 에지들이 

형태를 띠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있다면 Shan et al. [2] 이 

알고리즘의 수행 중간에 영상을 

 

 
 영상을 만든다. 첫 번째 

최종 결과를 보여준다. 두 번
영상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위해 
비교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한다. 

복원한다. 세 번째 행은 그 결
크기를 키워가며 복원하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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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영상으로 완벽히

없이, 보다 쉽고 빠른 방법으로 영상을

결과로부터 다시 중요한 에지의 형태만을

알아내어 보다 효율적으로 블러를 추정할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빠르고

추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4444. . . .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우선 선명한

선명한 영상 예측 단계와 예측된 선명한

있는 영상을 비교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해

추정 단계, 그리고 추정된 블러 커널을

영상을 복원해 내는 영상 복원 단계이다

블러 커널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수행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다운샘플링 (downsampling)된 영상으로부터

후, 이를 다시 큰 영상에 적용하여

취하였다. 작은 크기의 영상으로부터 

얻은 후, 이를 이중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

이용하여 그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

마친 후, 최종적으로 추정된 블러 커널을

품질이 좋은 결과를 내는 최종 영상

최종 영상 복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 방법 중 하나를

논문에서는 Shan et al.이 제시한 논블라인드

사용하였다[2]. 

 

4.4.4.4.1. 1. 1. 1. 선명한선명한선명한선명한    영상영상영상영상    예측예측예측예측    
선명한 예측 단계는 입력으로 

영상, 또는 이전에 영상 복원단계를

영상으로부터 보다 선명한 영상의 예측을

위해서 Osher와 Rudin이 제시한

filter)를 사용하는데, 쇼크 필터는

신호(step signal)에서 블러를 제거해

Money와 Kang 역시 쇼크 필터를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7]. 이는

추정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임을 

Money와 Kang이 제시한 방법은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와 

블러에 대해서만 동작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여 결과를 다시 개선하는 과정이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선명한

보다 안정적으로 선명한 에지를 얻기

그림 2. 쇼크 필터의 작동 원리. 왼쪽은
신호이고, 오른쪽은 쇼크 필터를 적용한

완벽히 복원해 낼 필요 

영상을 복원해 낸 후 이 

형태만을 다시 빠르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블러를 

제시한다.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선명한 영상을 예측해 내는 

선명한 영상과 블러가 

추정해 내는 블러 커널 

커널을 이용하여 선명한 

단계이다. 이 세 단계를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블러 제거를 위하여 

영상으로부터 결과를 얻은 

적용하여 결과를 얻는 방법을 

 블러가 제거된 영상을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한다. 모든 과정을 

커널을 이용하여 보다 

영상 복원 단계를 거친다. 

기존의 좋은 품질을 내는 

나를 사용하면 된다. 본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주어진 블러가 있는 

복원단계를 통해 복원된 선명한 

예측을 수행한다. 이를 

제시한 쇼크 필터(shock 

필터는 블러가 된 스텝 

제거해 준다[9] (그림 2).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는 쇼크 필터가 블러 

 보여 준다. 그러나 

 선형 모션 블러 또는 

 같은 단순한 형태의 

아니라, 추정된 블러를 

과정이 없어 보다 정교한 

    

선명한 예측 단계에서는 

얻기 위해 쇼크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Tomasi와 Manduchi

유지하며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filter)를 적용한다[10]. 그 후

영상의 선명한 에지들을 복원한다

쇼크 필터를 통해 선명한

여전히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필터가 에지뿐만 아니라 노이즈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에지만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영상으로부터 수직축과 수평축에

그레디언트(gradient) 영상을 계산한다

유한 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전방 차분(forward difference

계산된 그레디언트 영상으로부터

노름(norm)에 따른 크기를 구한

임계값보다 작은 픽셀들에 한해

만든다. 그레디언트의 값이 0인 경우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임계값보다 작은 픽셀들에 대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본 선명한

선명한 영상 자체를 예측하지

그레디언트를 예측한다 (그림 1의

선명한 영상 예측은 양방향

그레디언트 계산과 임계값을 이용한

제거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계산량이

필터의 커널의 공간상의 범위는

또한 쇼크 필터는 형태론적 필터

이용하여 반복 수행 없이 구현이

계산과 임계값을 이용한 작은

픽셀단위로 반복 없이 수행되는

예측 단계의 총 계산량은 총 픽셀의

O�n	에 해당하게 된다. 

 

4.24.24.24.2. . . . 임계값임계값임계값임계값    결정결정결정결정    
작은 그레디언트 성분을 0으로

임계값은 모션 블러 커널의 크기를

있다. 모션 블러 커널의 크기가 m
영상에서 한 방향의 직선으로 된

에지가 에지의 수직 방향으로 블러된

커널이 에지의 수직 방향으로 사영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영된 

블러 커널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사영된 정보가 최소 m개 이상 

이상의 각기 다른 방향의 에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면

그레디언트 성분 제거 과정에서

남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적용된 영상으로부터 그레디언트

픽셀에 대해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왼쪽은 블러가 된 스텝 
적용한 결과이다. 

Manduchi가 제시한 강한 에지를 

만드는 양방향 필터(bilateral 

후 쇼크 필터를 적용하여 

복원한다. 

선명한 에지가 복원된 영상은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쇼크 

노이즈 역시 강화시켜 주기 

만을 남기기 위한 과정이 

 쇼크 필터가 적용된 

수평축에 대해 편미분한 

계산한다. 영상의 편미분은 

(finite difference method)을 사용해 계산할 

영상의 편미분을 계산하기 위해 

(forward difference)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영상으로부터 그레디언트의 유클리드 

구한 후 이 크기가 특정 

한해 그레디언트를 0으로 

경우에는 색의 변화가 없는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특정 

 색의 변화가 없는 영상을 

선명한 영상 예측 단계는 

예측하지 않고 선명한 영상의 

의 두 번째 행). 

양방향 필터와 쇼크 필터, 

이용한 작은 그레디언트 성분 

계산량이 매우 작다. 양방향 

범위는 5 � 5 으로 매우 작으며, 

필터(morphological filter)를 

구현이 가능하다. 그레디언트의 

작은 그레디언트 성분 역시 

수행되는 연산으로, 선명한 영상 

픽셀의 수를 n이라 할 때 

으로 만들어 줄 때 사용되는 

크기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m � m이라 가정하자. 만약 

된 에지가 있다고 하면 이 

블러된 모습을 보고 블러 

사영(projection)된 형태를 

 정보를 이용해 전체 모션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있어야 한다. 즉, m 개 

에지에 해당하는 픽셀이 

이용하면 임계값을 이용한 작은 

과정에서 최소한 몇 개의 픽셀을 

방법은 임계값을 계산하기 

사용한다. 우선 쇼크 필터가 

그레디언트 영상을 계산하고 각각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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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디언트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이 때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45� 씩 자르며 같은 각도의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의 같은 칸에 해당하도록 

한다. 이러면 네 개의 방향에 대해 그레디언트의 크기에 

따른 히스토그램이 생성된다. 그 후, 각각의 방향에 대해 

모두 커널의 수직, 수평 크기 중 최대값의 1.5배 이상의 

픽셀이 남을 수 있는 그레디언트 크기를 임계값으로 

정한다. 임계값의 결정은 작은 영상에서 큰 영상으로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각 레벨의 첫 번째 반복 수행 

시에만 실행한다. 

 

4.34.34.34.3. . . . 블러블러블러블러    커널커널커널커널    추정추정추정추정    
블러 커널 추정 단계에서는 선명한 영상 예측 

단계에서 예측된 영상의 그레디언트와 블러가 있는 영상을 

비교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한다 (그림 1의 세 번째 행). 식 

(1)에서 선명한 영상 L 을 안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최소화시키는 해 K를 구해서 블러 커널을 추정할 수 있다. 

 

��B��	 � K � L��	��
�

 (2) 

 

이 때, �는 영상의 픽셀을 나타낸다. 이를 행렬식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T�� � ��	 (3) 

 

�는 블러 영상 B의 픽셀들을 벡터로 나타낸 것이고, �는 

블러가 없는 선명한 영상 L에 대응하는 컨볼루션 행렬이다. 

�는 블러 커널 K을 벡터로 나타낸 것이다. 이 행렬식을 

최소화하는 해 � 가 바로 원하는 블러 커널이다. 정확한 

블러 커널 추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더 있는데, 

하나는 영상의 총 에너지의 보존을 위해 �의 모든 원소의 

합이 1이어야 하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의 모든 원소가 

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식 (3)의 행렬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는 켤레 구배법(conjugate 

gradient method)과 같은 반복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반복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 (3)의 1차 미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식은 식 (3)의 1차 미분이다. 

 ∂���	
∂� � 2�T�� � 2�T� (4) 

 

이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 빠르게 계산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Shan et al. [2]에 제시한 것처럼 

영상의 픽셀 값 만이 아닌 영상의 1차 미분값과 2차 

미분값을 이용하여 행렬 A와 b를 구성하였다. 그 후, 켤레 

구배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30~40번의 반복을 수행하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켤레 

구배법을 수행 한 후, 작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결과로 구한 �의 원소 중 최대값의 1/10 이하인 원소들은 

0으로 제거한다. 그 후, 앞에서 언급한 모션 블러 커널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블러 커널의 원소의 합을 

1로 만드는 정규화를 시행한다. 

 

4.44.44.44.4. . . . 영상영상영상영상    복원복원복원복원    
영상 복원 단계에서는 블러 커널 추정 단계에서 

추정된 블러 커널을 이용하여 블러가 있는 영상으로부터 

블러가 제거된 영상을 구한다(그림 1의 네 번째 행). 

이것은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복원된 

영상의 품질이지만,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선명한 영상 

예측 단계 덕분에 중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의 영상 

복원을 하지 않아도 되며,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에지만을 

얻을 수 있으면 다음 반복 단계에서 문제 없이 선명한 영상 

예측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량이 적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vin et al. [11]이 

제시한 가우스 정규화 항(Gaussian prior)을 사용하며, 

또한 Shan et al. [2]이 제시한 것과 같이 영상의 픽셀 

값과 함께 영상의 미분 값을 함께 고려하여 디컨볼루션을 

수행한다. 실제 디컨볼루션은 다음의 식을 푸는 것으로 

수행된다. 

 

L � F"# $ F�K	%%%%%% � F�B	 � ∆
F�K	%%%%%% � F�K	 � ∆ ' αG) 

(5) 

 

F�	 와 F"#�	 는 각각 푸리에 변환과 푸리에 역변환을 

의미한다. 이 때의 ∆는 Shan et al.이 정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 ∑ω�F�∂�	%%%%%% � F�∂�	 로 정의된다[2]. ∂� 는 0차 

미분 연산자 ∂,와 1차 미분 연산자 ∂- , ∂/ 그리고 2차 미분 

연산자 , ∂-- , ∂-/ , ∂// 를 나타낸다. 0차 미분 연산자 ∂, 는 

미분을 하지 않고 픽셀 값을 그대로 보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ω�는 각각의 미분 연산자에 대한 가중치로 Shan 

et al.이 제시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2]. G 는 가우스 

정규화 항으로 G � F�∂-	%%%%%%% � F�∂-	 ' F�∂/�%%%%%%% � F�∂/� 로 

정의된다. α는 가우스 정규화 항에 대한 가중치로 0.1을 

사용하였다. 

식 (5)은 미리 계산 가능한 부분을 제외했을 때, 단 두 

번의 푸리에 변환만 하면 된다. 반면, Levin et al.이 제시한 

희박성 정규화 항(sparsity prior)을 이용한 방법이나[11] 

Shan et al.이 제시한 자연 영상의 통계를 이용한 

디컨볼루션 방법은 링잉 현상이 없는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2]. 구체적으로 Shan et 

al.의 경우, 미리 연산 가능한 푸리에 변환을 제외하고도 총 

30 에서 60 번의 푸리에 변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에 비해 계산량이 훨씬 적고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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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 .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우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추정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고, 영상 복원을 

복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Shan et al.

영상의 통계를 활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커널 추정과 영상 복원의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및 영상 복원이 잘 되었음을 알 

또한 본 논문에 제시한 방법이

빠른지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을 위하여 GPU 가속을 이용하였다

al.이 소개한 BSGP[12]와 nVidia에서

그림 3. 영상 복원 결과. 첫번째 행은
각의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그림 4. 기존의 방법과의 비교. Yuan 
한다[6]. 또한 Chen et al.은 두 장의
는 방법은 한 장의 영상을 이용함에도

알고리즘의 블러 커널 

 각각의 영상에 대해 

 해 보았다. 최종 영상 

et al. [2]이 제시한 자연 

사용하였다. 그림 3은 블러 

보여준다. 모두 블러 커널 

 수 있다. 

방법이 얼마나 속도가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의 빠른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Hou et 

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가속 기능인 CUDA를 이용하였다

추정하고 최종 블러 제거를 하는데

그림 4의 영상들의 경우 각각 

2.81 초가 소요되었다. 그림 1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코드를 이용하였을

걸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그림 4는 다른 기존의 방법들과의

논문의 방법으로 첫 번째 행의 결과는

두 번째 행의 결과는 3.30초가 소요되었다

영상들은 모두 두 장 이상의 

제거하는 방법들이다. 본 논문에서

장의 영상만을 이용한다는 점과 

비교할만한 품질의 결과를 내는 것을

다른 영상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행은 블러가 있는 영상이고, 두 번째 행은 제시한 알고리즘의 결과이다
위치한 영상은 추정된 블러 커널이다. 블러 커널은 모두 크기가 65 �

Yuan et al.은 노이즈가 있는 영상과 블러가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장의 블러가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한다[13]

이용함에도 비교할만한 품질의 결과를 냄을 알 수 있다. 

이용하였다. 그림 1을 모션 블러를 

하는데 총 1.28초 걸렸으며, 

 1.39 초, 1.56 초, 1.11 초, 

1을 Shan et al. [2]이 

이용하였을 시, 322.6 초가 

 속도라 할 수 있다. 

방법들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본 

결과는 5.64초가 소요되었고, 

소요되었다. 비교에 사용된 

 영상을 이용하여 블러를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한 

 적은 계산량에도 불구하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보여준다. 또한 각각의 영상에 

 
결과이다. 첫번째 행의 각
� 65이다. 

 

 
이용하여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

[13]. 본 논문에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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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또한 총 소요시간을 같이 기재하였다

 

6666.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논문은 영상의 중요한 몇몇 

모션 블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블러 제거를 훨씬 빠른 속도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처리 툴을 사용하여 속도가 빠른 선명한

블러가 있는 영상과 예측된 선명한 

블러 커널을 추정하는 블러 커널 추정

블러 커널을 이용한 영상 복원 단계로

간단하면서도 빠른 영상 예측 단계

복원 대신 빠르고 간단한 영상 복원

있었으며, 이것이 속도 향상에 가장 

실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영상의 품질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제한점은

블러가 있는 경우이다. 영상 전체에

블러를 가정하지만, 실제로 센서를 

비균일 모션 블러를 조금씩 보인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비균일 모션

것이 흥미로운 향후 연구 방향으로 생각된다

속도 개선을 통하여 PC에서는 물론 

장치에서도 알고리즘이 수행 가능할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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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통하여 블러 커널
영상은 추정된 블러 커널이다.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