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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필름 복원은 많은 사람들

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래치 텍스처 및 형태 특성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스크래치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복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손상된 필름에

서 자주 발생되는 스크래치의 공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텍스처 분류기와 형태 필터링을 통해 스크래치

를 검출 하고, 양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손상된 필름 영역을 주변 픽셀 값을 이용하여 스크래치를 제거

함으로써 영상을 복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Kokaram의 논문에 제안된 방법보다 다양한 종류

의 스크래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적은 계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양선형 보간법은 스크래치 영역을 제

거한다. 

 

1. 서 론 

최근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필름 복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다.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름에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들이 제거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검출과 

자동복원 기술이 개발 되어야 한다. [1,2,7] 

필름에서 복원 되어야 할 주요 손상요인들은 dust 와 

스크래치, flick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크래치이다. 스크래치는 

필름을 영상화 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필름이 

벗겨짐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요인이다. 오래된 영화에는 

다양한 스크래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길이, 

움직임 및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1. 스크래치의 종류 

스크래치의 종류 설명 

Static scratch 연속한 프레임에서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Moving scratch 프레임에 따라 위치가 바뀐다. 
Principal scratch 프레임의 높이의 95%이상을 차지한다. 
Secondary scratch Principal scratches 제외한 그 외 것들 
Alone scratch 항상 단독으로 나타난다. 
Not-alone scratch 인접한 영역의 다른 스크래치들과 함께 나

타난다. 
Positive scratch 스크래치 화소가 주변보다 밝게 나타난다. 
Negative scratch 스크래치 화소가 주변보다 어둡게 나타난다. 

 

이러한 스크래치들은 주변에 비해 밝거나 어두운 

명암을 가진 직선으로 육안으로 쉽게 구별 될 수 있다. 

그림 1은 스크래치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a)에서는 

principal이면서 static한 동시에 not-alone의 특징을 

가진 positive 스크래치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b)는 

principal 및 static한 동시에 negative 스크래치를 

보여준다. 

 

  

(a)  (b)  

그림 1. 스크래치의 예: (a) static/principal/not-alone/positive 

스크래치, (b) static/principal/alone/negative 스크래치 

 

현재까지는 스크래치 복원에 대해 많은 연구가 

개발되어 왔지만 개발된 대부분의 방법들은 단순한 

배경과 static/alone/principal 스크래치에만 제한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표1에 기술된 모든 종류의 

스크래치를 다루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시간정보를 이용하므로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영상 내 스크래치의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필름에서 생기는 모든 스크래치를 복잡한 배경에서도 

빠르게 검출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되어야 

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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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방법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스크래치의 공간적인 정보를 이용한 스크래치 

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스크래치 검출 

단계 와 제거 단계로 구성된다. 스크래치 검출단계 

에서는 신경망 기반의 텍스처분류기를 사용하여 

스크래치와 비스크래치 영역을 분류하며, 스크래치의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된 원소구조를 모폴로지 

기반의 형태필터를 사용하여 잘못 분류된 비스크래치 

영역을 제거한다. 스크래치 제거 단계에서는 공간 복원 

알고리즘인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검출된 스크래치 

영역을 제거한다. 양선형 보간법은 검출된 스크래치 

영역의 주변 픽셀 값을 이용하여 스크래치 영역을 제거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스크래치 

특징을 이용한 스크래치 검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한 스크래치 제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과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제안된 시스템의 개요  

제안된 시스템은 스크래치의 특성을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2는 제안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 보이듯이 복원 방법은 스크래치 검출과 제거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 스크래치 검출 단계에서는 텍스처적인 

특징을 이용한 텍스처 분류와 형태적인 특징을 이용한 

형태 필터링 두 단계로 구성된다. 텍스처 분류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의 각 픽셀을 신경망 기반의 

텍스처 분류기를 이용하여 스크래치와 비스크래치의 

영역으로 분류한다. 텍스처 분류 후, 형태 필터링 

단계에서는 스크래치의 형태 정보에 기반하여 정의된 

원소구조를 이용한 형태 필터링을 통하여 오 검출된 

비스크래치 영역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스크래치 제거 단계이다. 제거 

단계에서는 스크래치 부분의 주변 픽셀 정보를 

이용하여 양선형 보간법을 통해 스크래치를 제거한다.  

 

3. 스크래치 검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종류의 스크래치를 자동으로 

검출하기 위해 검출 단계에서는 스크래치 특성을 

이용한 텍스처 분류기와 모폴로지 필터링을 사용한다. 

이 때, 일반적인 스크래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스크래치는 주변의 화소보다 밝거나 어두운 명암을 

가진다.   

(2) 스크래치는 수직의 직선이다. 

(3) 스크래치는 시간적 연속성 때문에, 연속된 프레임에

서 나타난다. 

 

위의 특징들 중 특징(1)은 스크래치의 텍스처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특징(2)는 형태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특징(3)은 시간적 정보를 나타낸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입력 영상을 텍스처 분류기를 

이용하여 스크래치 영역과 비스크래치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로부터 얻은 이진영상에 형태 필터링을 

통해서 오검출된 비스크래치영역을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스크래치 영역만을 검출한다. 

 

3.1 텍스처 분류  

제안된 방법에서 입력 영상을 스크래치 영역과 

비스크래치 영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텍스처 분류기로 

신경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래치와 비스크래치로 분류하기 

위해 텍스처 분류기를 사용하는데, 이 분류기를 전체 

영상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계산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에지 부분의 화소에 

대해서만 텍스처 분류기를 적용한다. 이는 스크래치 

화소가 주변의 화소보다 밝거나 어두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신경망은 스크래치의 텍스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크래치와 비스크래치의 클래스로 영상의 화소를 

분류하게 된다. 신경망은 전처리 과정에서 에지 화소로 

판별된 화소를 찾을 때까지 입력 영상을 스캔한다. 

에지로 분류된 화소를 만나면, 그 화소를 센터로 한 

MⅹN 윈도우 상에 있는 인접한 화소들을 신경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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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으로 받는다. 다음 그림 3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스크래치 분류기를 보여준다.  

 

그림 3. 신경망을 이용한 스크래치 분류기 

 

본 논문에서 신경망은 입력 층은 L0개의 노드, 은닉 

층은 L1개의 노드 그리고 출력 층은 2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출력노드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2개의 실수의 

벡터로 표현된다. 첫 번째 노드 값이 두 번째의 노드 

값보다 크면 윈도우의 가운데 화소는 스크래치 

클래스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스크래치 클래스로 

분류된다. 분류 결과는 스크래치 영역은 흰 색으로, 

비스크래치는 검은색으로 분류된 이진영상이다. 

그림 4(b)는 신경망 기반의 텍스처 분류기의 입력 

데이터로써 계산양을 줄이기 위해 에지 부분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4(c)는 신경망 기반의 텍스처 

분류의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a) (b) (c) 

그림 4. 텍스처 분류 결과의 예: (a) 원래 영상, (b) 텍스처 

분류 입력 데이터, (c) 텍스처 분류 결과 

   

3.2 형태 필터링 

신경망 기반의 텍스처 분류 과정으로 거쳐 얻어진 

이진영상은 각 이미지 화소의 분류를 지역적인 윈도우 

기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비스크래치 영역에 대한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필터링은 스크래치의 

형태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된 원소구조를 이용한 

모폴로지 연산에 의해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래치는 긴 수직으로 나타나며, 

폭은 3-5를 가진다는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원소구조를 설계한다.   

 

(1) 

(2) 

위의 원소구조에서 BH은 horizontal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정의되었으며, BR, BL은 diagonal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정의되었다. 위에 정의된 원소구조들을 이용하여 

텍스처 분류결과에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잘못 

검출된 비스크래치 영역을 추출한다.  

많은 모폴로지 연산은 오프닝과 클로징 연산으로 

이진영상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로 사용된다. 

주어진 이미지를 I 라하고 원소구조 B라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모폴로지 필터링에 의해 수행된다. 일반적인 

모폴로지 연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ilation :
Blk

B lkII
∈

=
),(

),(min)(ε  

Erosion : Blk
B lkII

∈
=

),(
),(max)(δ  

Closing : ))(()( II BBB εδγ =  

Opening : ))(()( II BBB δεϕ =  

(3)

신경망 분류결과를 N이라 하고 스크래치의 특성을 

이용하여 설계된 원소구조 BH, BR, BL 를 가지고 

모폴로지 연산을 적용한 경우 결과 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식(4)의 (a)부분의 연산에서는 정의된 원소 구조를 

가지고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하여 텍스처 분류결과에서 

비스크래치 영역을 추출하고, (b)부분의 연산에서는 

(a)의 추출된 결과와 텍스처 분류결과와의 차이 영상을 

구한다. 이를 통해 비스크래치 영역은 제거되고, 수직 

형태를 가지는 영역을 실제 스크래치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림 5(c)에서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서 대부분의 

비스크래치 영역이 제거되었지만, 스크래치 영역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잡음은 연결 성분 분석을 

통해 쉽게 제거된다. 연결 성분 분석의 결과로 생성된 

요소들 중에서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를 잡음으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그림 5(d)는 최종적인 형태 필터링 

결과를 보여준다.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a) (b) 

  

(c) (d) 

그림 5. 형태 필터링 결과의 예 : (a) 신경망 결과, (b) 

비스크래치 영역검출, (c) 비스크래치 영역제거, (d) 형태 

필터링 결과 

 

4. 스크래치 제거 

제안된 방법에서는 스크래치 특성을 이용한 텍스처 

분류와 형태 필터링을 통하여 검출된 스크래치 영역에 

대해서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스크래치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영상을 복원한다.  

 

4.1 양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 

양선형 보간법은 4개의 주어진 값들 사이의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2방향의 선형 보간법과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래치 제거를 위해 사용한 양선형 

보간법은 새롭게 화소를 생성하는데 이는 스크래치에 

영역에 인접한 네 개의 화소의 값을 이용한다.[13] 

양선형 보간법은 자신의 픽셀 주변의 상하 라인에 

대한 좌우에 위치한 픽셀값을 가져와 화소 값을 구하게 

되는데, 본 논문의 입력 영상은 손상 되었으므로, 각 

라인에 대해서 최근접 화소 보간법을 이용하여 

스크래치의 각 가로선에 대한 보간된 픽셀 값들을 

구하고, 이를 통해 양선형 보간법으로 스크래치 영역을 

제거한다.  

스크래치 검출 결과에서 스크래치로 검출된 영역에 

대해서 양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스크래치의 주변 

값을 이용하여 스크래치 영역을 복원한다. 이때 

스크래치의 특성을 이용하여, 한 열에 스크래치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열을 모두 복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접 화소 보간법으로 스크래치의 

각 라인에 대해서 1차적 복원을 한다. 이의 결과로 

얻어지는 영상을 통하여 양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2차적 복원을 하게 되는데 각 픽셀에 대해서 

스크래치에 근접한 상하 라인에 대한 좌측, 우측의 주변 

픽셀 값을 이용하여 스크래치를 제거한다.  

스크래치 제거에 쓰인 보간 알고리즘의 특성은 

스크래치의 폭에 대해 스크래치의 근접한 픽셀 값을 

이용하여 스크래치의 센터의 값을 구한 뒤, 센터를 

기준으로 양쪽 각 방향의 순서로 손상된 픽셀 값을 

구해 나가게 된다. 그림 6(a)는 스크래치 검출 결과 중 

스크래치와 그 주변 픽셀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6(b)는 

스크래치의 폭에 대해 센터 값을 구한 그림이며, 그림 

6(c)는 센터 값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에서부터 

양측방향으로 픽셀 값을 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a) 

 

(b) 

 

(c) 

그림 6. 양선형 보간법 : (a) 스크래치와 주변 픽셀 부분, (b) 

스크래치의 center 값 구하는 부분, (c) center 값을 중심으로 

좌우 방향으로 픽셀 값을 구하는 부분 

 

그림 7(a)는 손상된 영상 위에 복원 되어야 할 

스크래치 부분을 맵핑 시킨 것이다. 맵핑된 영상의 

스크래치 주변 픽셀 값을 이용하여 양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스크래치를 제거한 결과는 그림 7(b)에 

나타난다. 

 

  

(a) (b) 

그림 7. 양선형 보간법 결과의 예 : (a) 스크래치와 원래 

영상을 맵핑한 영상 (b) 양선형 보간법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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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결과 

제안된 스크래치 복원 방법은 오래된 필름에 적용 

되었다. 영화 데이터로 “Knight”, “Star”, “Sit-down”, 

“Titanic”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에는 표 1에 

기술된 다양한 스크래치들을 가지고 있다. 

스크래치 검출 실험을 위해 스크래치를 가진 영상들 

중 100개의 이미지를 수동으로 선택한 후 각 영상에서 

스크래치 화소들을 검출하여 스크래치 클래스로 

할당하였다. 이 장면 중 20개의 이미지는 학습을 위해 

이용하고, 나머지 80개의 이미지는 테스트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8은 영화 “Knight”에 대한 스크래치 검출 및 

복원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a)는 입력된 원 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응하는 스크래치 검출 결과가 그림 

8(b)에 나타난다. 이 실험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스크래치의 길이에 상관없이 static/secondary/ 

alone/negative 스크래치를 모두 자동적으로 정확히 

검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c)는 입력영상 

위에 스크래치 검출된 부분을 맵핑하여 복원되어야 할 

열을 보여주며, 그림 8(d)는 스크래치 부분을 제거하여 

복원 된 영상을 보여준다. 

  

(a) (b) 

  

(c) (d) 

그림 8. 스크래치 검출의 예 : (a)입력영상, (b) 필터링 결과, 

(c) 입력 영상 위에 스크래치 맵핑, (d) 복원되어 스크래치가 

제거된 영상 

 

그림 9은 오래된 영화 “Sit-down”에 대한 스크래치 

검출 및 복원 결과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는 

secondary/static/positive/not-alone의 다양한 특징을 

가진 스크래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9(a)는 not-

alone/secondary인 스크래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텍스처 분류 후, 형태 필터링을 통하여 검출된 

스크래치가 그림 9(b)에 나타난다. 그림 9(c)는 위의 

검출된 스크래치 부분을 입력 영상 위에 맵핑하여 복원 

될 열을 보여주는 영상이고, 이러한 검출 결과를 가지고 

복원한 영상은 그림 9(d)에 나타난다. 이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이전까지의 연구와 달리 복잡한 영상에 포함된 

not-alone 및 secondary인 스크래치들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b) 

  

(c) (d) 

그림 9. 스크래치 검출의 예 : (a)입력영상, (b) 필터링 결과, 

(c) 입력 영상 위에 스크래치 맵핑, (d) 복원되어 스크래치가 

제거된 영상 

 

그림 10은 영화 “타이타닉”에 인위적으로 스크래치를 

생성하여 텍스처 분류기와 형태 필터링을 통하여 

스크래치를 검출하고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복원된 

결과를 보여준다. 인위적인 스크래치는 영상의 행의 

프로젝젼에서 극점을 가지는 스크래치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규분포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림 10(a)는 

인위적으로 secondary/ static/negative/not-alone 

스크래치들을 생성한 입력 영상이다. 그림 10(b)는 

스크래치를 검출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10(c)는 입력 

영상 위에 스크래치를 맵핑한 영상이고, 이를 통하여 

복원된 결과는 그림 10(d)에서 보여준다. 

 

 

(a) (b) 

 

(c) (d) 

그림 10. 스크래치 제거의 예 : (a) 인위적인 스크래치 영상, 

(b) 텍스처 분류 결과 영상, (c) 입력 영상 위에 스크래치 맵

핑 (d) 복원되어 스크래치가 제거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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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영상에 대한 Kokaram 논문의 방법과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 

11(a)는 Kokaram 논문의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이며,

그림11(b)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스크래치 검출 결과

이다. Kokaram 결과를 보면, 다양한 스크래치 종류에 

대해서 못 찾은 스크래치 영역이 많고, 스크래치 영역에 

비해 오검출된 비스크래치 영역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스크래치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검출됨 것을 볼 수 있

다.  

 

 

 

 

(a) (b) 

그림 11. 스크래치 검출의 예 : (a) Kokaram의 제안한 방법을 

통한 검출결과, (b)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한 검출결과 

 

스크래치 복원 부분에서는 복원율은 좋았으나 검출된 

결과 중 스크래치를 놓친 부분 때문에 복원이 안되어 

손상 요인이 방치되는 오류가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래된 필름으로부터 자동적인 

스크래치의 복원을 위하여 스크래치의 공간적인 특성을 

이용한 복원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다양한 

스크래치를 가진 영상에 대해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는 

다양한 종류의 스크래치에 검출하는데 강건함을 보였고, 

이러한 검출을 통한 복원에 대해서도 높은 복원율을 

보였으며, 상업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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