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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최근, 필름복원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출현과 영상보존의 중요성으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블로치(blotch)는 오래된 영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손상요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컬러특징과 방향분포 변화를 이용한 블로치 

검출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두가지 모듈로 구성 된다. 블로치의 불연속적인 특징을 

이용한 SROD 검출기로 불로치의 후보지를 검출하고, 후보지로부터 블로치의 컬러와 형태 

특징을 이용한 신경망으로 블로치 영역을 검출한다. 제안된 방법을 평가 하기 위해 실제 

오래된 영상으로부터 실험 하였다.    

↲ 

Abstrac In recent years, a film restoration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by 

many researchers, to emergence of variety multimedia and to importance of video 

preservation. Blotch is the most frequent degradation in old film. This paper 

presents a blotch detection method using color and shape feature. The proposed 

method is two major modules: a SROD detector using impulsive feature and NN-

based detector using shape feature.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n several old films.     

핵심어:  Film Restoration, Blotch detection, SROD,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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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필름복원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출현과 영상보존의 

중요성으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필름복원이란, 오래된 필름으로부터 손상된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복원하는 것이다. 오래된 영화 및 TV 

데이터들은 보관 중 습도와 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부적합한 저장장치 및 조작에 의하여 손상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손상영역은 플릭(flick), 

블로치(blotch), 스크래치(scratch)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이 된다. 이 중 블로치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요인으로 검출이 중요하다.  

다음 그림 1 은 블로치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에서 

보이듯이 블로치는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1) 블로치는 일정한 명암을 가지며, 주변의 화소보다 

밝거나 어두운 명암을 가진다. 2) 블로치는 한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현재까지 블로치 검출연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ROD(Simplified Rank 

Ordered Difference)를 이용한 방법과 모폴로지 필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블로치의 

특징중 일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오검출이 

이루어졌다. SROD 방법은 블로치의 불연속적인 특징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false alarm 을 가지며, 

블로치의 형태정보를 이용한 모폴로지 필터는 dirt 같은 

작은 블로치를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로치의 불연속적 특징과 컬러, 

형태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블로치의 컬러특징과 방향분포 변화를 이용한 검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과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마지막 4 장에서는 결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제안된 방법 

본 논문에서는 블로치의 특성를 이용하여 오래된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불러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그림 2 에서 보이듯이 두 가지 

모듈로 구성 된다. 첫 번째로 블로치의 불연속적인 

특징을 이용한 SROD 검출기로 블러치 영역의 후보지를 

검출한다. 두 번째는 후보지로부터 블로치의 컬러와 

형태특징을 이용한 신경망검출기로 블러치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2. 제안된 방법 

 

2.1 모션정보를 이용한 블로치 후보지 검출 

블로치 영역의 후보지를 검출하기 위해 블로치의 

불연속적 특징을 이용하여 SROD 검출기를 사용한다. 

SROD 는 시간적 정보를 이용한 방법으로 현재프레임, 

이전프레임 그리고 다음프레임을 이용하여 모션정보를 

계산한다. 

그림 3 은 SORD 검출기를 보여준다. SROD 검출기는 

현재프레임에서 지정된 화소는 이전프레임과 

다음프레임에서 가져온 주변의 명암의 분포를 이용하여 

블로치의 영역의 후보지로 검출된다.  

 

 

그림 3. SROD 검출 영역 

  

 
그림 1. Blotch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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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이즈를 가지는 주변영역 r 의 명암분포의 최소값을 

rmin=mink=1,…,N(rk)으로 최대값을  rmax=maxk=1,…,N(rk)로 

하며, SROD(x)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SROD x
 r 만약 0 보다크면블로치영역

 만약 0 보다작으면블로치영역

그 이외영역은 비블로치 영역

(1)

 

그림 4 는 SROD 검출영역을 보여준다. 그림 4(a) 는 

입력이미지 이고 그림 4(b)는 SROD 검출기를 이용한 

블로치 영역의 후보지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a) (b) 

그림 4. SROD 이용한 후보지 검출 예: (a) 입력 영상의 

현재프레임, (b) SROD 의 후보지 검출 예 

 

  2.2 컬러특징과 방향분포 변화를 이용한 검출 

후보지로부터 얻어진 객체들을 블로치와 비블로치 

영역을 분류 하기 위해서는 블로치의 컬러와 형태 특징을 

이용한 신경망 검출기를 사용한다.  

2.2.1 특징 추출  

블로치의 컬러 특징인 화소는 주변의 화소보다 밝거나 

어두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체 

영역에 대한 수평 변화율과 수직변화율 평균값을 

추출하였다. 또한 블로치의 형태 특징인 크기와 모양은 

불 규칙적이지만, 일정한 명암의 분포를 가진다. 즉, 

방향성이 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하여 방향 

분포를 추출하였다.  

이미지 영역의 방향분포를 알아내기 위하여 먼저 

이미지의 edge 를 추출한다. 이때 prewitt 마스크를 

이용하여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을 구분하여 추출한다 

수직성분 X(i,j)와 수평성분 Y(i,j)를 이용한 라디언값을  

방향성의 수치로 표현하였으며,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 

되어진다.  

 

,
,
,

180
 (2)

 

식(2)로 얻어진 화소의 방향값을 0 에서부터 360 까지 

45 도의 간격으로 나누어 8 방향으로 분류하여 분포를 

추출한다.  

그림 5 는 블로치 영역에서 추출한 8 방향의 방향분포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5(a)는 영상에서의 블로치 영역을 

보여주며, 그림 5(b)는 블로치 영역에서 추출한 

방향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5(b)에서 보이듯이 블로치 

영역의 방향성이 한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방향분포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5. 블로치 영역의 분포의 예: (a)블로치 영역, (b)8 방향으로 

분류한 분포도. 

 

2.2.2 신경망 검출기  

신경망은 영상의 컬러특징과 방향분포를 입력하여 

SROD 검출기로 얻어진 후보지로부터 블로치와 

비블로치로 분류한다.  

신경망의 입력층은 미리 정해진 M×N 사이즈의 원도우 

내에 특징추출로 얻어진 파라미터 19(입력노드= [수평변화 

률, 수직변화률, 평균값, 이전프레임 현재프레임의 

방향분포 차 8 개, 현재프레임과 다음프레임에 방향분포 

차 8 개])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닉층은 실험으로 통해 

얻어진 38 개 노드 그리고 출력층은 2 개의 노드로 

구성하였다. 입력된 특징 파라미터에 대해 신경망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 되었다.  

분류결과 오 분류된 비블로치의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연결성분 분석을 통해 아주 작은 영역은 노이즈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6 는 블로치의 특징 추출하여 입력 된 신경망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출된 블로치의 영역을 보여준다. 

그림 6(a) 는 SROD 검출기를 후보지 영역을 보여주며, 

그림 6(b)는 신경망 검출기 통해 확정된 블로치 영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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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제안된 방법의 검출 예: (a) SROD 의 후보지 검출 결과, 

(b) 컬러와 형태 정보를 이용한 제안된 방법의 검출 결과.  

    

3.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Window XP 환경에서 MS Visual 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된 블로치 검출 방법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영화 데이터로 오래된 영화인 “Afrique du 

sud”, “Avant tierce” 등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영상에서 블로치를 가진 영상들 중 225 개의 이미지를 

수동으로 선택하였으며, 99 개의 이미지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면 나머지 126 개의 이미지는 테스트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각 영상에서 블로치 영역은 

블로치 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직사각형으로 

박스로 표시하였고, 이를 “Ground-truth”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블로치 영역의 후보지 검출하기 

위한 SROD 검출기의 주변영역의 사이즈를 7ⅹ7 로 

하였으며, 특징추출을 위한 신경망의 입력층의 윈도우 

사이즈는 15ⅹ15 로 고정 하였다. 

그림 7 은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블로치 검출 결과이다. 

그림 7(a)는 입력되는 영상의 현재프레임을 보여준다. 

그림 7(b)는 SROD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7(c)은 

신경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d)는 제안된 방법의 

블로치 검출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제안된 

방법은 false alarm 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검출 할 수 

있었다. 

 

 
 (a) (b) 

 

(c) (d) 

그림 7. 블로치의 검출 결과들의 예: (a) 입력되는 영상의 

현재프레임, (b) SROD 검출단계 결과, (c) 신경망 검출 결과, (d) 

제안된 방법의 검출결과. 

 

그림 8 은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블로치 검출 결과이다. 

그림 8(a)는 입력되는 영상의 현재프레임을 보여준다. 

그림 8(b)는 SROD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8(c)은 

신경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d)는 제안된 방법의 

블로치 검출결과를 보여준다. 이 영상은 글로벌 모션이 

많아서 SROD 검출기에서 많은 false alarm 보였으나 

블로치의 컬러와 형태 특징을 이용한 제안된 방법은 false 

alarm 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검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블로치의 특성을 유사하게 가지는 영역을 

블로치로 오 검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ROI(region of 

interest) 모션판단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 (b) 

(c) (d) 

그림 8. 블로치의 검출 결과들의 예: (a) 입력되는 영상의 

현재프레임, (b) SROD 검출단계 결과, (c) 신경망 검출 결과, (d) 

제안된 방법의 검출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래된 필름으로부터 자동으로 블로치를 

검출하기 위해 블로치의 컬러 특징과 방향분포 변화를 

이용한 검출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다양한 

블로치를 가진 영상에 대해 평가되었다. 실험결과 

블로치의 특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부만을 

사용했던 이전 연구보다 오검출을 줄 일 수 있었으며,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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