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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피사계심도가 낮은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새로운 초점 정량화

를 설계하고 초점 정량화에 기반한 decision map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과 위너필터링으로 복원한 영상의 정합을 통해 영상의 피사

계심도를 확장하였다. 기존의 초점 정량화 방법은 고주파 성분의 크기에 따라서 초점 정량화를 수행하므로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에

고주파 성분이 있는 경우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대역필터를 설계하였으며 제

안하는 방법이 기존에 방법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함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focus measure that determines in-focus and out-of-focus region in an image. In addition, we 
achieved extended depth of field by blending the acquired image and Wiener filtered image using a decision map based on the 
designed focus measure. Since conventional focus measures are based on the amount of high frequency components in an acquired 
image, the measures may not be accurate if there exist high frequency components in out-of-focused region. To overcome the 
problem, we designed the novel focus measure based on effective band pass filtering. In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methods. 

Keyword : EDoF, DoF, Wiener filter, focus measure, decision map

Ⅰ. 서 론

피사계심도 (DoF: Depth of Field)란 카메라 렌즈로 피사

체를 잡을 때 카메라 렌즈에 맺힌 피사체의 상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와 가장 먼 거리 사이의 범위

를 지칭한다[1]. 일반적으로 렌즈의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수록,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피사계심

도가 크다. 피사계심도가 낮은 렌즈로 영상을 획득하게 되

면, 한 영상 내에 초점이 맞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모두 존재하므로 획득한 영상은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spatial varying) PSF (Point Spread Function)에 의해서 블

러된 것으로 모델링 된다. 따라서 영상에서 초점이 맞지 않

아 부분적으로 블러된 영역을 초점이 맞게 만들어야 할 필

요를 가지며 이를 피사계심도 확장 (EDoF: Extended Depth 
of Field)이라 부른다.
피사계심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방법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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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접근법과 소프트웨어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하드웨어 접근법 중 웨이브 프론트 코딩 시스템 (wave- 
front coding system)은 카메라 렌즈 가까이에 비대칭 굴절

마스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마스크에 의해 특정한 PSF로
영상을 인코딩 하는 방법이다

[2]. 인코딩된 영상은 공간에

독립적인 PSF를 가지기 때문에 디코더 시스템에서는 공간

불변한 영상 복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4]. 하지만 웨이

브 프론트 코딩 시스템의 방법은 공간 불변한 PSF를 만들

기 위한 굴절 마스크를 제작할 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디코더의 영상 복원 과정에서 SNR (Signal to Noise Ratio)
이 줄어들어 영상 열화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렌즈

를 제작함에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크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 다른 방법인 sharpness transport 기술은 파장에 따른 굴

절률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색수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5]. 

즉, R(Red), G(Green), B(Blue) 채널은 각각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평면에서 다르게 상이 맺혀져 렌즈와 가까운

곳은 B 채널이 R과 G에 비해 더 뚜렷하고, 먼 곳은 R이
중간 거리는 G가 더 뚜렷하게 맺히게 되는데, 이런 색수차

를 광학 시스템에 적용하여 렌즈를 디자인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또한 웨이브 프론트 코딩 방법과 같이 렌즈를 만드

는데 있어서 물리적인 한계점 및 비용 문제에 부딪친다. 소
프트웨어 접근법은 한 장의 영상 또는 여러 장의 영상으로

피사계심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여러

장의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depth sens-
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6]. 이 방법은 각 영상 마다 초

점 정량화 (focus measure)를 이용하여 초점이 맞은 부분

들을 찾고 그 영상들을 정합하는 방법이다. 초점이 맞은

부분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point 기반 영상 정합

기법, neighborhood 기반 영상 정합 기법, 그리고 mul-
ti-resolution 기반 영상 정합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7-9]. 
Point 기반 영상 정합 기법은 모든 영상 내에 똑같은 좌표

의 밝기 값을 비교하여 그 값들 중 가장 밝은 값 혹은 가장

어두운 값을 선택하여 focusing 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고
[7], neighborhood 기반 영상 정합 방법은 그 픽셀

의 이웃 화소들과의 분포를 파악하여 초점이 맞은 영상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8]. 마지막으로 multi-resolution 기반 영

상정합 방법은 초점이 맞춰진 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

계들이 섬세하게 표현되는 반면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은

블러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사계심도가 낮은 획득 영

상을 퓨리에 변환 한 후 고주파수 양으로 초점이 맞은 영

역을 찾는 방법이다
[9]. 하지만 퓨리에 변환을 하면 주파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공간 정보는잃어버리게 되는 한계점

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여 영상 내에 윈도우를 적용하는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의 경우도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는 단점을 가진다. 위의 방법과

유사하게 거리에 따라 초점이 맞은 여러 장의 영상을 이용

하여 정합하는 multi-focus image fusion 방식도 제안되었

다
[10]. 하지만 초점이 맞은 영역만 분할 (segmentation) 하

여 정합하는 방법은 분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고, 초
점이 각각 다르게 맞은 여러 장의 영상을 얻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한 장의 영상으로 피사계심도를 확장하는 방법은 초점

정량화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에서 초점이 맞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눈 decision map을 구한다. 그 후,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과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의

PSF에 맞추어 필터링한 영상과의 정합 과정을 통해 복원하

게 된다. 초점 정량화는 한 장의 영상에서 초점이 맞은 여부

를 나눌 때에도 필요하지만 여러 영상을 이용하여 초점이

맞은 부분을 나누어 정합하는 multi-focus image fusion 방
식 등에서도 필요한 방법이다. 기존에 제안된 초점 정량화

방법은 획득한 영상의 고주파수의 양이나, 엔트로피

(entropy), 그리고 픽셀 값 (intensity)의 분산 (variance) 등
을 이용하여 초점의 정도를 나누었다

[11-16]. 즉, 한 영상 내에

서 고주파수의 양이 많은 영역일수록, 주파수 도메인에서

엔트로피 값이 작을수록, 그리고 주변 영역에서의 분산이

클수록 다른 영역에 비해 초점이 맞은 영역이라 판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위의 초점 정량화 기준법은 단순하게 획

득한 영상에서 고주파수 양이많을수록, 더 초점이 맞은 영

역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 고주파

성분의 문자나 잡음이끼여 있는 경우, 판단의오차로 인해

복원 과정에 영향을 주어 피사계심도를 확장하는데 어려움

을 가진다. 잡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초점 정량화를 모델링

하는 접근법으로는 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7]. 이는 DWT를 통해얻은 영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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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rse한 영상을 제외하고 fine한 레벨의 영상 중에서 잡음

의 표준편차와 관련된 임계값에 의해 hard thresholding하
여 잡음의 영향이 DWT 계수의 에너지 보다 큰레벨의 영

상을무시하는 방법을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잡음의 영향

을 고려하였지만 thresholding을 하기 위하여 잡음의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초점이 맞은 부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본 논문은 기존에 제안된 초점 정량화 방법의 한계

점을 개선하는 대역 필터를 기반으로 한 초점 정량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초점 정량화를 이용하여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에 위너 필터 (Wiener filter)를 적용하고 획득한 영상과

위너 필터링 된 영상과의 정합 (blending)과정을 통해 피사

계심도를 확장함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 본 논문은 기존에

제안된 초점 정량화 방법에 대한 설명, 제안하는 초점 정량

화 방법, 실험 결과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기존 초점 정량화 연구

기존에 제안된 초점 정량화 방법중 널리 사용되는 방법

으로는 전통적인 SML방법과 지역분산을 적용한 방법, 엔
트로피 그리고 DCT를 사용하는 방법등이 있다

[11-16]. 위에

서언급한 방법들은 모두 잡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

순히 고주파수 성분의 양에 따라 초점 정도를 판단방법이

므로 모두 유사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본문에서는

최근에 피사계심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13]과 [14]
의 초점 정량화 연구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하고 이 방법들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1. Local Sum-Modified Laplacian (SML) Criterion 

일반적으로 라플라시안은 고주파 성분을 추정하는 연산

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상의 특정 위치에서 수평방향

과 수직방향으로 이차미분한 값이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

를 때, 이차미분 값이 서로 상쇄되어 고주파 성분의 크기를

잘못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Nayer는 아래의식 (1)과 같이

라플라시안 미분 연산자를 변형하여 SML (Sum Modified 

Laplacian)을 제안하였다
[11-13].

∇   
   

   (1)

여기서 를 획득한 영상이라 할 때, ∇ 는 를

방향과 방향으로 각각 두번미분을 한 후 절대값을 씌

워 더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ML 연산자를 이용하여

 위치에서 초점 정량화 을식 (2)와 같이 구

할 수 있다.

  
′′∈

∇′′ (2)

여기서 ∇ ′′는 특정 위치 ′′에서의 SML 
값을 의미하고, 초점 정량화  값은 를 중심의

 블록 내부 픽셀의 SML 값을 합한 값을 의미한다. 
SML을 이용한 초점 정량화 방법은 초점이 맞은 영역일수

록 초점이 맞지 않는 영역에 비해 고주파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위의 방

법은 단순 고주파 통과 (HPF: High Pass Filt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에 잡음이섞여 있거나

텍스트 영상과 같이 고주파 성분이많이 존재할 경우 초점

정량화의 성능이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Local Variance Criterion

지역적 분산 (local variance)을 이용하여 만든 초점 정량

화 방법은 초점이 맞은 영역이 그렇지 않은 영역에 비해

픽셀 값의 변화가 더 크다는 가정 하에 이를 이용하여 초점

정량화를 식 (3)과 같이 설계 한다[14]. 

  


　 (3)

여기서 는튜닝파라미터로 이 값이커질수록 가중치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경향을 가진다. 는 특정 픽셀

을 중심으로 ×  윈도우   내부의 화소 값의 분

산을 의미하고 이는 식 (4), (5)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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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5)

여기서  는 특정 픽셀 을 중심으로 한 블

록의 평균을 말한다. 식 (4), (5)와 같이 정의되는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법도 SML 방법과 마찬가지로 획득한 영

상에 단순히 고주파 대역통과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상의 특징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는 단점을 가진다.

Ⅲ. 제안하는 방법

피사계심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먼저 획득 영상의 R, G, B 채널을

입력영상

(피사계심도가 낮은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

출력영상

(피사계심도가 확장된 영상)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의

PSF로 위너 필터링

초점 정량화로

decision map 추정

획득한 영상과 위너 필터링

한 영상을 정합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method 

위너 필터링 한 후, 획득한 영상과 위너 필터링 된 영상을

이용한 초점 정량화 방법으로 초점이 맞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decision map을 구한다. 이후 구한 de-
cision map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과 전체적으로 위너 필

터링 한 영상과 정합함으로써피사계심도가 확장된 영상을

얻는다.

1. 초점 정량화 (Focus measure)

특정 위치에서 그 픽셀이 초점이 맞았는지 아닌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초점 정량화 방법은 획득한 영상의

특정 위치에 대한 블록을 단순히 고주파 대역통과 한 값을

합한 것으로 decision map을추정한다. 그러므로 초점이 맞

지 않은 영역의 피사체가 고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잡음이추가 되었을 경우에는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도 초

점이 맞는 부분이라 추정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

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획득한 영상과 그 영상을 전체

적으로 위너 필터링 한 영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중치

를 주는 초점 정량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기존의 방법인 고주파 대역으로갈수록 가중치가 커

지는 고주파 대역통과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잡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대역에서 가중치를

식 (6)과 같이 설계한다.

 


 (6)

여기서 영상의 특정 위치 를 중심으로 한 블록 의

퓨리에 변환을 라 하면 는 영상의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의 크기만큼둘러싸고 있는 블록을 퓨리

에 변환 후, 퓨리에 변환의 크기 (magnitude)의 제곱에 대하

여 식 (7)의 만큼가중치를 주어 합한 것을 의미한

다. 

  



  

  (7)

여기서 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가중치이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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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가중치의 정도를 결정하는 파라

미터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값이 작아질수록 고주파 대

역의 가중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절한 의 값

에 의해 고주파의 가중치를 줄임에 따라 초점이 맞은 영역

과 아닌영역을판단 할 때 잡음의 영향에 대한 조절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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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2D 가중치 함수, (a) 블록 사이즈 25x25, =10 (b) 블록 사이즈
25x25, =7
Fig. 2. 2-dimensional weighting function, (a) Block size 25x25, =10 
(b) Block size 25x25, =7

또한식 (6)의 가중치외에도 위너 필터의 특성을 이용하

면 초점이 맞은 영역과 맞지 않은 영역을 나누는 초점 정량

화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위너 필터는 잡음대비 신호의

비율 (NSR: Noise to Signal Ratio)의 값에 따라 고주파 대

역의 잡음의 영향을 줄이면서 적절한 대역을 통과시키는

필터이기 때문에 비교적 에지가 선명할수록 신호의 크기를

더 증가시키기는 역할을 한다. 초점이 맞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 에지가 선명하므로 스펙트럼도메인에서

위너필터링 전 후의 영상에 대한 고주파수 성분 크기의 증

가량이 더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가중치함

수를 획득한 영상과 위너 필터링 한 영상에 대하여 적용하

여 식 (8)과 같이 초점이 맞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초점 정량화  를 제안한다. 

   (8)

여기서  는 획득한 영상 에 대하여,  는

획득한 영상을 위너필터링 한 영상에 대하여식 (6)을 적용

한 것을 의미하고, 의 위치에서 제안하는 초점 정량

화 는 와 의 차이로 설계한다. 제안

하는 초점 정량화 방법의 가중치에 대한 식 (8)을 주파수

대역 스펙트럼에서 분석하면식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여기서 획득한 영상의 특정 위치 를 중심으로 한

블록을 퓨리에 변환 한 것은 이고 는 가

중치 함수를, 는 위너 필터의 주파수 도메인에

서의 크기 응답 (magnitude response) 의 제곱을 의미한다. 
식 (9)에서 가중치 함수와 위너 필터의 주파수 크기 응답

은 각각 그림 3의 (a), (b)와 같고 (c)는 식 (9)의
  부분을 정리해서 얻은 대역통과

필터 (BPF: Band Pass Filter) 형태를 가지는  의

1D 그래프를 나타내고 (d)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SML 방법

과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가중치함수를 의미한다. SML 방
법은 절대값에 의해 비선형적인 연산자의 특성을 갖기 때

문에 단순주파수응답을 그래프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림 3의 (d)는 SML의 절대값 연산자 대

신 2차미분을 제곱한 제곱라플라시안 연산자에 대한 주파

수 도메인에서의 가중치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의 (c)와 (d)를 비교해 보면, (d)는 획득한 영상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크기인 를 단순 고주파 대역

통과하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잡음이 있는 경

우에도 가중치를 줄 뿐만 아니라 저주파 대역의 신호인 경

우에도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초점 정량화의

역할을잘하지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초점 정량화 방법은 의 신호에 대하여

고주파 대역에 있는 잡음의 영향을 줄이면서 저주파 대역

에서는 가중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 비해 초

점이 맞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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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D 주파수 응답, (a) 가중치 함수 (b) 위너 필터의 주파수 응답 그래프, (c) 제안하는 방법의 초점 정량화 방법 (d)  SML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제곱 라플라시안

Fig. 3. 1D frequency response, (a) Weighting function (b) Magnitude response of Wiener filter, (c) Proposed focus measure (d) Focus measure 
of squared Laplacian method

2. 위너 필터 (Wiener filter)

위너 필터는 선형최소오차 필터로써, 원 영상과 잡음의

파워스펙트럼그리고 PSF가 알려져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영상을 복원할 수 있으며 식 (10)과 같이 정의된다.

   

 
 (10)

여기서 는 R, G, B 채널을 의미하고 NSR은 잡음대비

신호의 비율을, 는 PSF의 퓨리에 변환을,  

은 의 복소 공액이다. 따라서식 (9)에 의해   채널

에 대한 위너 필터  를 구할 수 있다. 위너 필터는 공간

불변한 (spatial invariant) PSF에 대한 복원 기법이므로, 초
점이 맞은 영역과 맞지 않은 영역이 모두 존재 하여 공간에

따라 변하는 (spatial varying) PSF 에 의해 열화된 영상인

경우,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의 PSF로 위너 필터를 적용해

보면 초점이 맞은 부분에 artifact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 (9)와 같이 설계된 초점 정량화를

사용하여 획득한 영상과 위너 필터링을 수행한 영상을 정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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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a),(c) 전경과 배경을 확대한 영상 (b),(d)  PSF를 전경에 맞추어 위너 필터링 한 것을 확대한 영상
Fig. 5. (a),(c)Zoomed image of foreground and background (b),(d) Wiener filtered image 

3. 정합 (Blending) 

피사계심도가 낮은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과, 획득 영상

의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에 맞춘 PSF로 위너 필터링을 한

영상을 초점 정량화로 구한 decision map으로식 (11)과 같

이 정합하여 피사계심도가 확장된 영상을 얻는다. 

 ×  (11)

 
minmax



 max
(12)

여기서 는 획득한 영상, 은 위너필터링을 적용한 영

상을 말하고는 decision map 를 식 (12)로 정규화

한 것을 의미한다. 정규화는 획득한 영상과 위너필터링 한

영상을 정합하기 위하여 Ⅲ-1에서 구한 decision map이
[0,1]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본 논문에

서는 를 0.8로 했을 때의 임계 값 로 정규화 하였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Nikon D80의 IF 28~75mm 1:2.8 렌즈로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전경의 피사체가 블러된 그림 4의 (a) 영상과, 전경

에 초점을 맞추어 배경의 피사체가 블러된 그림 4의 (b)의
영상을 획득했고 이 실험영상의 일부분을 확대한 영상은

그림 5의 (a), (c)와 같다.
 

 

         (a)                   (b)
그림 4. (a) 전경이 블러된 획득한 영상 (b) 배경이 블러된 획득한 영상
Fig. 4. (a) Foreground blurred image (b) Background blurred image  

  
그림 4의 (a), (b)영상에 대하여 위너 필터링을 할 때, 

NSR과 PSF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초점

이 맞지 않아 블러된 영역을 복구하는 파라미터를 적용하

였고 위너 필터링 후의 영상은 그림 5의 (b), (d)와 같다. 
이때 그림 5의 (a), (b)의 영상에 대해서 가 3 픽셀인 가우

시안 PSF와 0.02dB의 NSR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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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6. 실험결과를 확대한 영상, (a)(e) 획득한 영상, (b)(f) 지역적 SML을 이용한 방법, (c)(g)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법, (d)(h) 제안하는 방법
Fig. 6. Zoomed image of experimental result, (a)(e) Observed image, (b)(f) Local SML method, (c)(g) Local variance method, (d)(h) Proposed 
method

획득한 실험 영상에 대하여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의

PSF로 단순히 위너 필터링 할 경우, 그림 5의 (b) 영상과

같이 블러 되었던 전경의 표지판과 같은 영역은 복구가 되

지만배경의 나무와 같이 초점이 맞았던 영역의 에지 주변

에 인위적인 artifact가 생김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5의 (d) 영상에서도 배경의 달력 글자는 복구가 되지

만 전경의 글자가 왜곡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점

정량화를 통해 획득한 영상과 위너 필터링 한 영상을 정합

해야 하며, 기존의 지역적 SML과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

법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decision map을 구하여 정합한 영

상을 확대한 영상은 그림 6, 7과 같다.
그림 6의 실험결과 영상을 보면 지역적 SML을 이용한

방법은 블러 되었던전경 영역의 표지판의 복구 정도는높

으나 decision map의오차로 인해 초점이 맞았던배경 영역

에 인위적인 artifact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법은 초점이 맞았던영역의 인위적인 arti-
fact는 줄였지만 전경 영역의 복구 정도가 낮음을 실험결과

를 확대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은 전경 영역의 복구를 높이면서도 초점이 맞았던 배

경 영역의 artifact를 최소화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결과 영상과 같이 그림 7의 결과영상에서도

지역적 SML을 이용한 방법은 블러 되었던 배경 영역의

복구 정도는 높으나 전경의 글자에 ringing artifact가 발생

했으며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법은 초점이 맞았던 영역

의 인위적인 artifact는 최소화 하지만 블러 되었던 영역의

복구 정도가 낮음을 실험결과를 확대한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은 블러 되었던 영역의 복구를

높이면서도 초점이 맞았던영역의 artifact를최소화함을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과 영상에 대하여 성능을

정량화 하면 표 1과 같다. 성능을 정량화 할 때, 획득한 영

상과 EdoF 알고리즘을 수행한결과 영상의배경과 전경 영

역을 자동적으로 분할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과 전경을

각각 수동적으로 분할하였으며 decision map의 오차로 인

해 원래 초점이 맞았던부분에 발생한 artifact 정도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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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e) (f) (g) (h)

그림 7. 실험결과를 확대한 영상, (a)(e) 획득한 영상, (b)(f) 지역적 SML을 이용한 방법, (c)(g)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법, (d)(h) 제안하는 방법
Fig. 7. Zoomed image of experimental result, (a)(e) Observed image, (b)(f)  Local SML method, (c)(g) Local variance method, (d)(h) Proposed met

한 영상에서 초점이 맞았던영역과 이 영역에 해당하는 복

구된 영상의 영역과의 MSE (Mean Square Error)로 비교하

였다. 또한 복구 정도는 획득한 영상에서의 블러된 영역과

이 영역에 해당하는 복구된 영상의 영역과의 GMS 
(Gradient Magnitude Sum) 증가량을 이용하여 에지 성분의

증가 정도를 비교하였다
[18].

그림 6 그림 7

GMS 증가량 MSE GMS 증가량 MSE

SML 0.66 0.2284 2.39 0.0046

Local variance 0.18 0.0004 0.28 2.5351e-005

Proposed 0.50 0.0002 1.04 9.8884e-006

표 1.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proposed method and conven-
tional methods

표 1에서볼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은 블러 되었던영

역에서 GMS 수치가 SML 보다 낮지만 원래부터 초점이

맞았던 영역에서의 MSE의 수치가 기존 방법들에 비해 가

장 작으면서도 블러 되었던영역의 복구를 통해 에지를 증

가 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안하는 방법의 잡음에 대한 강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NR이 35dB인 잡음이 추가되었을 때에도 실험해

보았으며 결과 영상은 그림 8과 같다. 잡음이 들어간 영상

에 대한 결과도 블러된 전경에 대한 복구정도와 원래 초점

이 맞았던배경에 대한 artifact 최소화 정도가 기존의 방법

에 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우수함 실험 결과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블러 되었던영역은 초점 정량화로 구한

decision map에 의해 위너 필터링 된 영상을취하므로 잡음

이 제거된 영상을얻을 수 있게 된다.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블러된 영역을 복구한결과 영상은 원본 영상 보다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의 에지는 증가시켰지만 잡음의 영향을 줄

여 잡음의 고주파수 양을 줄였기 때문에 원본 영상과 복구

영상간의 GMS 증가량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잡음이 추가된 영상의 경우는

MSE와 GMS 증가량으로 성능을 비교하지 않고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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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e) (f) (g) (h)

그림 8. 실험결과를 확대한 영상, (a)(e) 35dB SNR을 가지는 획득한 영상, (b)(f) 지역적 SML을 이용한 방법 , (c)(g) 지역적 분산을 이용한 방법, (d),(h) 
제안하는 방법

Fig. 8. Zoomed image of experimental result, (a)(e) Observed image with 35dB SNR, (b)(f) Local SML method, (c)(g) Local variance method, 
(d)(h) Proposed method

 화질평가만 수행하였다.

Ⅴ. 결 론

피사계심도가 낮은 카메라로 영상을 획득했을 때, 한 영

상 내에 초점이 맞은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초점 정량화가 필요하다. 기
존의 초점 정량화 방법은 획득한 영상의 고주파수 성분이

나 분산 값으로 초점이 맞는 영역과 맞지 않는 영역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초점이 맞지 않는 영역의 피사체가 고주

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잡음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초점이 맞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추정하지못하

여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의 복원이 잘 되지 않거나 원래

초점이 맞았던 부분에 artifact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한 영상과 그 영상을 위너 필터링

한 영상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대역통과 필터의 특성을 가

지는 초점 정량화 방법을 제안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획득

된 영상과 위너 필터링된 영상의 정합을 통해 피사계심도

가 확장된 영상을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너필터의 PSF 
와 NSR 을 실험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추후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위너 필터를 통과 시켜 초점이 맞

는 부분만 정합하는 semi-blind 복원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하는 초점 정량화 방법은 시뮬

레이션과 실험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피사계심도 확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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