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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래된 필름이나 상들은 물리  는 화학 으로 많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손상부분에 한 특별한 처리가 요구된다. 상 손상은 손상의 

범 에 따라, 상 체에 걸쳐 나타나는 역 손상과, 상 일부분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지역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래된 상은 지역

손상 부분의 복구만으로도 상당한 화질 향상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는 힘으로 인한 line scratch 검출 알고리즘의 연구와 얼룩, 힘, 는 

의도 인 손상으로 인해 손상된 역을 복원하는 복원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오래된 상 복원 연구의 표 인 방법은 편미분방정식을 

용한 인페인  기법이며, 상의 형태를 편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편미분 차수의 제한에 의해 복잡한 형태의 상 복원 화질이 

좋지 못하고, 계산복잡도가 높은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래된 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필름의 힘으로 인해 생기는 line scratch

를 검출하고, 상의 특성을 반 하는 에지검출연산자의 일종인 Sobel 연산자를 이용하는 인페인  기법을 제안한다. 실제 상 복원실험을 

해 오래된 한국 화인 1945년 작 “자유만세" 와 1976년 작 “로보트 태권V" 상을 사용하 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화질개선 뿐만이 

아니라, 개선된 복원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키워드 : 인페인 , 이미지 복원, 등 도선, 편미분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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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d films or photographs usually have damages from physical or chemical effects, and the damage and digitalization make stain, 

scratch, scribbling, noise, and digital drop out in frames. Damages include global damage and local damage, and it is well known that local 

damage restoration is a main factor for improving image quality. Previous researches have focused on impairment localization (esp. for line 

scratch impairments) and restoration techniques for line scratch, dirt, blob, and intentional scratch. Inpainting is a key technique using 

partial derivatives to restore damages in images. It does not show good quality for the complex images because it is based on finite order 

for partial derivatives, and it takes much time complexity. In this paper, we present a modified inpainting scheme, where we use Sobel 

edge operator’s  and angle to compute isophotes, and compare our scheme with Bertalmio's scheme. We experiment our scheme with two 

old Korean films,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scheme requires smaller time complexity than Bertalmio’s scheme with comparable 

reconstructed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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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오래된 필름이나, 상들은 보  상태에 따라 물리 , 화

학  손상을 받게 되며, 손상의 종류에는 손상범 에 따라, 

크게 역손상과 지역 손상으로 나  수 있다. 역 손상은 

 ※   본 논문은 2007년도 서울시립 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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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 원 :서울시립 학교 컴퓨터과학부 부교수(교신 자)
논문 수 : 2008년 4월  8일
수 정 일 : 1차 2008년 5월 22일, 2차 2008년 7월 10일
심사완료 : 2008년 7월 11일

색 손상, 화면 떨림 등의 경우와 같이 상 체에 걸쳐 나

타나는 손상의 형태이며, 지역 손상은 얼룩, 힘, 잡음, 디지

털 손상(digital drop out) 등의 경우와 같이 상 일부분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손상의 형태이다. 특히 부분의 오래된 

상은 사기에 의해 발생되는 힘의 손상 부분이 많고, 

이러한 손상 형태는 필름에 수직선 형태(line scratch)로 나

타나게 된다. 부분 오래된 상의 경우, line scratch만 복

구하여도 상당한 화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1]. 

재까지의 오래된 필름이나 상을 복원하는 작업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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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 Kokaram 이 제안한 line scratch 후보를 찾아내는 방

법: (a) 원본 상, (b) (a) 상에 5x1 Gaussian 필

터 를 용한 상, (c) (b) 상에 1x5 median 필터 

를 용한 상, (d) (b) 상과 (c) 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

수작업에 의존하 다. 수작업을 통한 복원은 작업량이 제한

인 사진의 복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동 상과 같은 거

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하여, 막 한 시간

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문제 을 갖고 있다[2,  3].

사기의 마찰에 의해 필름의 힘으로 나타나는 line 

scratch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은 Kokaram 이 제안한 방

법과 Vitulano가 제안한 방법이 표 이다[1, 4]. Kokaram 

방법은 열의 밝기 성분 분포를 이용하여 line scratch를 추

출하는 기법이며, Vitulano 가 제안한 방법은 열의 에 지 

값을 이용하여 line scratch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오래된 

상을 복원하기 한 인페인  기법은, 손상된 역을 검출한 

후 손상 부분을 복원하기 해 화소 값을 알고 있는 주변 

상부분으로부터 추측하여 채워나가는 기법으로서 많은 연구

들이 선행되었다 [5, 6, 7]. Bertalmio의 기법은 편미분 방정식

을 이용, 복원할 역의 등 도선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수학

으로 잘 정의되고 있고, 손상된 역의 복원화질이 높다는 

장 이 있지만, 편미분방정식의 계산복잡도가 높아, 매우 느

리다는 단 이 있다[5]. Oliveira의 기법은 3×3 필터를 반복 

용하여 복원을 수행하므로 빠르지만 등 도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화질이 좋지 못하다[6]. Telea 의 기법은 

등 도선을 구하기 하여 방향성 가  합을 이용하므로 속

도가 빠르지만 복원화질이 좋지 못하다[7].

본 논문에서는 필름의 힘으로 인해 생기는 line scratch

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검출된 손상부분을 복원하는 상 

특성 기반의 고속 인페인  기법을 제안한다. 상 특성의 

별과 수행속도를 높이기 하여 Sobel 연산자를 사용하고, 

등 도선을 고려하기 하여 방향성을 찾는 방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line scratch 검출과 검

출된 부분을 복원하는 인페인 에 한 련연구를 살펴본

다. 3장에서는 제안된 기법들에 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line scratch가 있는 실험 상을 상으로 제안한 기법과 기

존의 기법에 다하여 비교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오래된 필름이나 상들은 크게 역 손상과 지역 손상으

로 나  수 있다. 역 손상에는 색 손상, 화면 떨림 등의 경

우와 같이 상 체에 걸쳐 나타나는 손상의 형태이며, 이러

한 손상을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1) 여러 임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정하는 기법, (2) 상의 히스토그램을 일치시키

는 히스토그램매칭 (histogram matching)기법과 (3) 선형 최

소 평균 제곱 오류 (LMMSE: linear minimum mean-square 

error) 의 기법이 있다 [8, 9]. 지역 손상에는 얼룩, 힘, 잡

음, 디지털손상 등의 경우와 같이 상 일부분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손상의 형태이며, 이  부분의 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손상의 종류로는 얼룩에 의한 얼룩손상(blotch) 와 

line scratch이다. 얼룩손상을 검출하는 기법으로는 후 

임을 이용,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여 얼룩손상을 검출하는 

기법이 있다[9]. Line scratch은 밝거나 어두운 화소 값을 갖

는 직선으로서, 부분 필름을 상 할 때 사기와의 마찰

에 의한 힘으로 나타나므로, 상에서 부분 수직선의 

형태를 띠며, 여러 임에 걸쳐서 동일한 치에 일정하

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Kokaram은 line scratch을 찾아내기 하여, line scratch 

후보를 찾아내는 단계와 찾아낸 line scratch 후보 에서 

실제 line scratch을 별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1]. (그림 1)

은 line scratch 후보를 찾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원본 상 

(그림 1(a))에 수직방향의 1×5 Gaussian 필터를 용하여 

(그림 1(b))를 구하고, (그림 1(b))에 수평방향의 5×1 median 

필터를 용하여 (그림 1(c))를 얻는다. (그림 1(d))와 같이 

(그림 1(b))와 (그림 1(c))의 차이 값을 구한 뒤, Hough 변환

을 사용해 수직 성분을 골라내어 후보 line scratch를 선택한

다. 선택된 후보 line scratch 에서 실제 line scratch을 찾

기 하여, 선택된 열의 밝기 성분 분포를 구해 임계 값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게 되며, Kokaram은 열의 밝기 분포를 

구하기 해, 선의 특성식을 설계하여 사용한다. 

Kokaram의 연구는 사용하는 임계값의 수가 많아 임계값

의 변화에 따라 실험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며, Hough 

변환에 의한 계산 량이 무 많다. Vitulano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각 열의 에 지 값을 이용하여 임계 값 

이상의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line scratch를 검출한다 [4]. 

실제 각 열의 에 지값을 계산하기 한 식은 식 (1)과 같

다. 식 (1)에서 는 재 열의 밝기 값들의 간 값이며, 

는 주변 참조열로 지정할 범 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 평균

값이다 [4]. 


′   




 × (1)

상에서 손상된 부분을 채우는 알고리즘을 인페인  기

법이라고 하며, 그림 2는 인페인  기법의 기본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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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rtalmio 가 제안한 인페인  기법

(그림 3) 제안하는 인페인  과정의 흐름도 

는 (i, j)에 치한 복원할 화소를 나타내며, 는 복원될 체

역이며, 는 의 경계이며, 은 이미 화소의 값을 알고 있

는 역이며, 는 의 경계이고, 은 등 도선 (isophote)

을 나타낸다.  는   역내의 존재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등 도선 을 따르는 값으로 복원 되고, 내에 있는 복원 

될 들은  의 등 도선을 따르는 값으로 근사화된다 [5].

표 인 인페인  기법인 Bertalmio의 인페인  기법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식 (2)에서 n은 반복횟수를 나타내

며,  은 n에서의 (i, j) 번째 화소 값이다. 
는 반

복 시  n에서 에 한 편미분 값으로 복원시 에서 

되는 화소 값이며, 는 향상 계수로 
의 비율을 결정

하는 상수 값을 갖고, 
는 반복 시  n에서의 증가치

가 된다.    는 반복 시  n에서의 화소 값에 증가치를 

더하여 얻어진 복원된 결과 값이다. 이 과정은      값

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 될 때까지 반복 된다.


  

 


 ∀∈ (2)


을 구하기 하여, Bertalmio는 식 (3)과 같이 



을 상 smoothness 추정치 과 등 도선 



의 벡터 

곱으로 표시하 으며, 이는 식 (4)와 같이 경사 벡터 ∇
와 

등 도선 ∇
와 수직인 법선 벡터로 표 할 수 있다. 

상 smoothness 추정치 은 Laplacian 값으로서 화소 

값의 변화량 

을 계산하기 하여 식 (5)와 같이 이

용되며, 등 도선 역시 식 (6)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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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rtalmio의 인페인  기법은 복원 결과는 좋게 나오지

만, 화소의 변화량이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다는 단 이 있다. Telea는 고속 인페인  기법을 제안

하 으며,   주변의 
  역 내에 있는 이미 알고 있

는   들로부터,    를 측하고, 각각의 측 치들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을 1계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구

하게 된다 [7]. 

3. 상특성 기반의 고속 인페인  알고리즘 설계 

기존의 인페인  복원 기법 에서 Bertalmio가 제안한 

기법은 복원 질은 높일 수 있으나, 등 도선의 계산이 복잡

하고, 속도가 매우 느려서 동 상의 복원에 용하기가 어

렵다. 한 Telea 의 방법은 수행 속도를 높이기 하여 등

도선을 구할 때  와  의 좌표 값을 계산에 이용하

며, 가 함수를 사용하여 등 도선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하 으나, 등 도선 계산에 좌표 값을 계산하는 것은 부정

확한 등 도선을 얻는 원인이 되어 복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 특성을 검출하기 하여 Sobel 연

산자를 사용하고, 상 특성에 따라 다른 등 도선을 용

하는 인페인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인페인  과정의 흐름도이다. 

Line scratch된 동 상을 입력으로 받아서, Vitulano 가 제

안한 line scratch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line scratch를 검출

한다. 본 논문은 고속 상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Kokaram 

방법에 비해 Vitulano 방법이 고속기법에 유리하므로 본 논문

에서는 Vitulano 기법을 line scratch 알고리즘으로 사용하

다, 검출된 line scratch를 이용하여, 손상된 상에 Sobel 연

산자[8, 10]를 용하여 등 도선을 구한 뒤, 이에 따라 line 

scratch된 부분을 복원하여 복원이 완료된 동 상을 출력하는 

과정이다.

Line scratch된 부분에 Sobel 연산자를 용시키는 과정

은 (그림 4)와 같다. 체과정는 (그림 4(a))의 line scratch 

된 부분에 해 상복원을 수행하게 되며, (그림 4(b))는 

인페인  될  에 한 등 도선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4(b))의 은  에 하여 이미 알려진 픽셀

들의 집합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향 성분과 균일 성분에 



58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5-D권 제4호(2008.8)

(a) 복원할 역 (b)    에 한 등 도선 계산

(c) 방향 성분에 한    의 인페인  방법 (d) 균일 성분에 한    의 인페인  기법

(그림 4) 방향성분  균일성분에 한 상특성기반의 인페인  기법

하여 다른 복원 기법을 용하 다. 방향 성분에 하여는 

등 도선이 요시 되지만, 균일 성분에서는 등 도선이 

요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c))와 같이 방향 성분일 

경우, 등 도선 을 따르는 방향으로  다른 알려진 역 

를 찾아내고 내에서 등 도선 후보를 찾아내어 로 정

의한다. 균일 성분일 경우 등 도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

므로, (그림 4(d))와 같이  에 가장 인 한 역 는 화

소에 하여  ,  , 를 구한다. 선분  , 와 선분  , 

는 서로 직교한다.

  내에 있는 모든 들에 하여 Sobel 연산자를 용시켜, 

경사 크기 와 방향성분 를 식 (7)과 같이 구한 후, 내에 있

는 모든 들이 와 값의 을 갖도록   

로 표 한다. 제안된 기법에서 방향성분 는 Bertalmio 기법

의 등 도선 



와 일치한다.

         

             (7)

   
      

내에서 구해진 에 하여 등 도선을 결정짓는 주도

인 성분을 찾아야 한다. 주도 인 성분은 경사크기 의 

값이 최 인 값을 선택하고, 이를 에서 주도 인 성분 

으로 정의한다. 주도 인 성분 이 인페인  될  에 가

장 향을 많이 미치는 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사 크기 값이 최 인 의 값이 임계 값 보다 큰지를 검

사하여, (그림 4(b)(c))와 같이 임계값보다 크면  는 방

향 성분을 갖는 으로 단하고, 임계값보다 작으면  

는 균일 성분을 갖는 으로 단한다. 실험에서 임계값은 

상의 특성에 따라 경험 으로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임계값을 30을 사용하 다. 이 게 구해진  ,  ,  , 

를 이용하여, 식 (8)과 같이 복원을 한다. 

 


   
(8)

 




 





 





 





 

만약 방향 성분일 경우에는     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만약   공간이 무 커서 를 무시할 수 있다면, 마

찬가지로   으로 놓고 계산한다. 를 들어 의 거리가 

10 픽셀 보다 크다면,   으로 놓고 계산한다. 다음 (그림 

5)는  ,  ,  , 에 하여 각각의  ,  ,  , 를 구하는 

의사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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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_Dominant_Pixels () // Find four dominant pixels 

{

     for all pixels qi in 
     {

          qi’s gi = Sobel_Operator’s  Component;

          qi’s θi [0,1,...,7] = Sobel_Operator’s Angular Component;

     }

   Set   to qi with maximum g value; 

    ’s g = gi  ’s θ = (θi , i in  [0,1,...7] );

     if ( ’s g > 30 ) // Region   has Directional Component

     {

// Find a dominant pixel in   with   region

for all pixels qi in 
          {

              qi’s gi = Sobel_Operator’s  Component;

              qi’s θi [0,1,...,7] = Sobel_Operator’s Angular Component;

          }

Set   to qi with maximum g value;

  ’s g = gi  ’s θ = (θi , i in  [0,1,...7] );

  } else { // Region   has Uniform Component

     // Find a dominant pixel within   region

       = Find the nearest pixel to S within   region

     // Find a dominant pixel within   region

       = Find the nearest pixel to S within   region

     // Find a dominant pixel within   region

       = Find the nearest pixel to S within   region

   }

}

(그림 5) 상특성 기반의 고속 인페인  알고리즘

(a) line scratch된 상 (b) 검출된 scratch (c) Bertalmio 기법을 이용한 복원 상

(d) 제안된 기법을 이용한 복원 상 (e) (c) 의 상을 확 한 부분 (f) (d) 의 상을 확 한 부분

(그림 6) “로보트 태권V” 의 642번째 임의 복원된 상

4.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 상은 1976년도 작품의 한국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V”와 1946년 작품인 “자유만세”를 

사용하 다. “로보트 태권V”는 컬러 상이며, “자유만세”는 

흑백 상으로서, 두 상 모두 720×480의 YUV 상으로 변

환한 후 복원과정을 거쳤다. 실험 조건은 펜티엄 IV-2.8GHz 

의 CPU와 1GB의 메모리의 PC에서 이루어 졌다. 고속 인페

인  상복원기법으로 Fast Marching[6, 7] 등의 기법이 제

안되고 있으나, 주요 상복원기법으로 비교하기에는 실제 

상복원성능이 안정화되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는 편미분

기반의 최 화질을 보일 수 있는 표 인 인페인  알고리

즘인 Bertalmio 기법과 비교하 다. 

(그림 6(a))는 “로보트 태권V”의 642번째 임의 line 

scratch된 상이며, (그림 6(b))는 Vitulano의 기법을 이용

하여 검출된 line scratch 이다. (그림 6(c)(d))는 검출된 line 

scratch로부터 Bertalmio의 인페인  기법과 제안된 기법으

로 복원된 결과이며, (그림 6(e)(f))는 이를 확 한 결과이다. 

(그림 6(e))와 (그림 6(f))에서 헬멧의 V 자 모양 부분과 

썹 부분을 살펴보면, 제안된 방법이 복원의 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물체들에 한 경계부분이 명확

하고, 색감도 원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색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은 Sobel 연산자를 사용

하여 경계부분의 특성을 등 도선에 이용하고 있는 제안된 

방법에 더욱 효율 이며, “로보트 태권V” 임 에서 경

계부분이 명확한 부분에 한 복원 결과의 경우, 제안된 방

법이 Bertalmio 기법보다 복원의 질이 우수하며, 등 도선이 

잘 고려됨을 알 수 있다. 한 제안된 기법은 1 의 수행시

간이 소요되었지만, Bertalmio의 기법은 10분 이상이 소요되

었기 때문에, 제안된 기법이 복원 속도에서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결과에서 맨 왼쪽의 line scratch가 복원

되지 않았는데, 이는 line scratch 검출에서도 검출되지 않은 

것이며, line scratch 형태가 아래쪽으로 올수록 왼쪽으로 휘

어짐을 알 수 있다. Vitulano가 제안한 line scratch 검출 기

법에서는 수직 성분만을 검출 할 수 가 있으며, 이처럼 직

선이지만 수직 방향이 아닌 선분은 검출을 못하기 때문에 

검출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림 7)은 1940년  화 “자유만세”의 4710 번째 임

을 복원한 결과이다. (그림 7(a))를 보면 시각으로 확인하기에

는 line scratch가 소수이지만, Vitulano 기법에서는 많은 line 

scratch들이 검출 되었다. 이는 Vitulano 기법의 특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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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 scratch된 상 (b) 검출된 scratch (c) Bertalmio 기법을 이용한 복원 상

(d) 제안된 기법을 이용한 복원 상 (e) (c) 의 상을 확 한 부분 (f) (d) 의 상을 확 한 부분

(그림 7) “자유만세” 4710번째 임의 복원된 상

<표 1> 제안된 기법과 Bertalmio 기법의 복원 결과

복원 질 수행 속도

Bertalmio기법과 제안기법 Bertalmio 제안된 기법

로보트

태권V

449 임 동일

10분 1

587 임 동일

642 임 제안기법이 우수

842 임 제안기법이 우수

952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1134 임 제안기법이 우수

1579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1770 임 동일

1825 임 동일

1961 임 동일

2013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자유

만세

1025 임 동일

15분 2

1641 임 동일

1721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2265 임 동일

2554 임 동일

3007 임 동일

3154 임 동일

3307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3805 임 제안기법이 우수

4078 임 동일

4188 임 동일

4542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4710 임 동일

5915 임 Bertalmio 기법이 우수

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무 많은 line scratch를 

검출한다는 단 이 있다. 검출된 line scratch에 한 복원 

결과는 Bertalmio 기법과 제안된 기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등 도선이 제 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천의 어진 부분들이 모두 제 로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일한 결과를 얻기 한 수행 속도는 

제안된 기법이 2 의 수행 속도를 보인 반면, Bertalmio 기

법이 15분이 소요되어, 제안된 기법이 수행 속도에서는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복원화질을 비교



오래된 화의 line scratch 복원을 한 상특성추출기반의 인페인   587

하기 해, 주  화질평가를 수행하 으며, 상자료원의 

상복원 문가 3인에게 의뢰하여, (Bertalmio 우수, 동일, 

제안기법 우수) 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최종복원화질평가를 <표 1>과 같이 측정하 다. 복원 질에

서는 두 기법이 비슷하거나, 제안된 기법이 부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행 속도에서는 제안된 기

법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120분짜리 화의 경우 1

에 24 임씩 계산을 하더라도 수십만 임이 나오게 

되며, 이를 자동복원 함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필름 상과 같이 매우 용량이 큰 데이터를 처

리함에 수행 속도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ertalmio 인페인 과 유사한 복원화질을 

보이는, 상특성 기반의 고속 인페인  기법을 제안하 다. 

Bertalmio 의 인페인  기법은 등 도선 계산의 수학  충

실성과 복원 결과는 좋으나, 수행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제안된 기법은 등 도선을 고려하기 하여, 요한 

상특성인 에지를 추출하는 Sobel 연산자의 방향성분을 사

용하여, Bertalmio 인페인  기법의 복잡한 등 도선 계산을 

체할 수 있음을 보 다. 복원 상으로는 로보트 태권 V와 

1940년  자유만세 상을 사용하 으며, 복원 화질에서는 

자유만세와 같은 일반 상에서는 Bertalmio 기법이 약간 우

수한 결과를 보 으며, 만화 상에서는 제안된 기법이 부

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거의 동일한 

수 의 복원화질을 보이는 제안기법은 수행 속도 측면에서

는 제안된 기법이 300배 이상의 성능향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화 상의 복원은 화복원 문가의 수작업을 통해 

복원되며, 수작업 이 에 일정한 화질복원이 자동으로 이루

어지는 처리단계로서 사용하기 해서는 고속복원이 필수

임을 감안하면 본 제안기법은 오래된 화복원에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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