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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압축센싱 이론에 따르면 표본화 될 신호가 일련의 조건을 만족하는 성긴 신호라면 나이퀴스트 표본화주파수보다 적은 수의 측정 샘

플들만 가지고도 원 신호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센싱 이론을 실제 영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호 복원에 필요한

계산 복잡도와 메모리 요구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블록압축센싱(Block-based Compressive Sensing)에 기반한 Smooth 
Projected Landweber (BCS-SPL)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이 또한 복원과정의 계산 복잡도가 여전히 큰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BCS-SPL 복원 알고리즘의 수렴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하여, 반복복원 중지조건, 허용 오차, 수렴 조절 인자를 개선한 수렴 복잡

도 저감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은 기존 BCS-SPL 방법보다 낮은 수의 반복복원 횟수내로 수렴하면서도 동시에 복원 화질도 개

선시키는 실험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mpressive sensing theory, it is possible to perfectly reconstruct a signal only with a fewer number of 
measurements than the Nyquist sampling rate if the signal is a sparse signal which satisfies a few related conditions. From 
practical viewpoint for image ap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reduce its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memory burden required in 
reconstruction. In this regard, a Block-based Compressive Sensing (BCS) scheme with Smooth Projected Landweber (BCS-SPL) has 
been already introduced. However, it still has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problem in reconstru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which modifies its stopping criterion, tolerance, and convergence control to make it converge fast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requires less iterations but achieves better quality of reconstructed image than the conventional 
BCS-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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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압축센싱 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긴

(sparse) 신호의 경우, 기존의 나이퀴스트 표본화주파수보

다 더 적은 수의 샘플로도 손실 없이 원 신호의 완벽한 복원

이 가능하다
[1]-[3]. 압축센싱 기술을 이용하면 표본화주파수

를 더욱 낮출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응용에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4], 데이터량이 많은

영상 분야에서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매우 많은 상태이다. 한편, 압축센싱 이론을

영상획득에 적용한 단일 화소 카메라
[5] 실험데모가 발표된

바 있다. 압축센싱된 적은 수의 샘플 데이터로부터 원 영상

을 충실히 복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하여 L1 optimization[6], Orthogonal Matching 
Pursuit (OMP)[7], Gradient Projection Sparse Reconstruc- 
tion (GPSR)[10]

와 같은 많은 압축센싱 복원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다.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은 대체로 Convex 
Optimization 기법과 Greedy pursuit 기법으로 분류될 수 있

는데, Convex Optimization 기법은 복원 과정에서 높은 계

산 복잡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선호되지는 않는다
[7]. 대신, 

Greedy pursuit 기법은 신호 복원 시 높은 정확도와 상대적

으로 빠른 신호 복원능력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부

분의 Greedy pursuit 기법들은 크게, 최선의 해를 찾기 위한

반복적인 복원 과정과 신호와 잡음을 분류하기 위한 문턱값

적용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수행한다. Greedy pursuit 기
법은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복잡도를 가

지지만, 아직도 그 자체로 여전히 높은 복잡도를 지닌다. 
압축센싱의 신호센싱 및 복원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으로, 압축센싱을 영상프레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영상프레임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는 블록기반 압축

센싱 (BCS: Block-based Compressed Sensing) 기술이 소개

되었다
[8]. 이 BCS 방법은 큰 영상 프레임을 작은 블록 단위

들로 나눈 후, 동일한 압축센싱 과정을 각 블록들에 순차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BCS 방법으로 압축된 센싱데

이터로부터 원 신호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SPL 
(Smooth Projected Landweber) 방법

[8]
을 추가로 적용한

BCS-SPL 방법
[12]

이 개발되었다. SPL 방법은 필터링 과정, 

투영 과정, 하드 문턱값 적용과정등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

진다. BCS-SPL 방법을 사용하면, 종래의 영상프레임기반

기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압축센

싱 및 복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압축센싱 및 복원과정에

소요되는 저장 공간도 줄일 수 있다. 
압축센싱 복원기법에 관한 중요한 실용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좋은 복원 영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복원에 소요

되는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다. 모든 Greedy pursuit 
기법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복원된

신호가 최적 해로 더욱 가까이 수렴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비록 복원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하지만, 이에 따르는 복원

영상 품질의 향상 정도는 지극히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따라서, 신호 복원 과정의 종료 조건들은 얻어지는 복

원 영상이 되도록 정확한 값에 가까워지도록 하면서도 동

시에 너무 정확한 해를 찾기 위해 과도한 연산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10]. 즉, 계속되는 반복

횟수에 비하여 영상 개선정도가 크지 않다면 반복 과정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반복적 복원과정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턱 값

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
[9]
이 발표된 바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Greedy pursuit 기법은 더 짧은 수렴 시간

이내에 신호 복원과정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압축센싱 복원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수

렴과정을 줄이기 위하여 Greedy pursuit 기법의 반복 횟수

를 줄일 수 있는좀더 개선된 복원 과정 종료 방법을 제시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SPL 방법 적용시 발생

하는 수렴 구간에서의 문제점과, 복원 신호변화량 대비 복

원 영상 품질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근거로

영상 특성에 따른 복원 과정의 조기 종료가 가능한 수렴

복잡도 저감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압축센싱

과 BCS-SPL 구조에 대해 간략히설명하고, 제 Ⅲ장에서는

복원 과정에서의 수렴 문제점, 신호변화량과 복원 영상 품

질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제 Ⅳ장에서는

반복 횟수를 줄이는 제안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Ⅴ장

에서는 제안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 및 결과를 제시

하고, 마지막으로 제 Ⅵ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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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압축센싱 이론

1. 기본 압축센싱 이론

압축센싱의 전체구조는 센싱과 복원의 두 과정으로 구성

된다. 센싱 과정에서, 입력 신호 는식 (1)을 통하여 센싱

되는 동시에 압축된다. 
  

  (1)

여기서 는 실수 값을 가지는 원 영상 신호를 일차원벡

터로 표시한 것으로 × 행렬이고, 는 입력신호 를

측정 기저 를 사용하여 측정한 압축센싱 신호를 일차원

벡터로 표시한 × 행렬이다. 식 (1)의 는 측정행렬

(measurement matrix)이라고 불리우는 × 행렬로서, 
일반적으로 Gaussian Random 기저벡터로 구성된다. 일반

적으로, 주어진 영상자체와 측정신호를 일차원화 하여 벡

터  및 를 구성하기 때문에  및 의 값은 매우 크다. 
따라서, × 의 측정행렬  역시 매우 큰 행렬이 되어

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량도 매우 크다. 한편, ≪  
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축과 센싱이 동시에 된다는 의미

에서 압축센싱이라고불리우며, 벡터 를 구성하는 개의

데이터대신, 식 (1)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의 데이터로 구

성되는 벡터로부터, 원 신호 를 손실 없이 복원해낼수

있다는 것이 압축센싱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  
의 관계가 있으므로 로부터 를 복원해 내는 것은 일반

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해를 지니는 ill-posed 문제이다. 또
한,  의 비율은 압축센싱에서 subrate 또는 측정율

(measurement rate)이라고 불린다. 원 영상신호 가 성긴

(sparse) 신호일 경우, 성김 (sparsity)을 만족하는 측정율하

에서는 완벽한 신호 복원이 가능함이 수학적으로증명되었

다[1]-[3]. 여기서, 성긴신호라는 것은 주어진 신호벡터를

구성하는 벡터 요소 (element)들이 상당히 많은 zero 값을

갖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한 개념 설명을 위하여

K-sparse의 용어가 정의되었다. 즉, 주어진 신호벡터의 요

소들이 최대 K 개까지만 non-zero 값을 갖는 신호벡터를

K-sparse 하다고 한다. 자연계의 일반적인 신호는 그 자체

로 K-sparse 하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으로 신호변환을 하

였을 경우 에너지가 몇개의 축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성긴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신호가 정확히 K-sparse 하지 않

더라도몇개의 큰 값을 갖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우 작은 크기만을 갖는다면, 이를 zero 값으로 간주하는

K-term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변환영

역에서 신호를 K-term Approximation 할 수 있는 신호를

Compressible 신호라고 한다. 영상신호의 경우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또는 WT (Wavelet 
Transform)을 사용하여 신호 변환하였을 경우 우수한 신호

에너지 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성긴 신호의 특성이 매우

잘 나타나므로, Compressible 신호의 아주 좋은 예가 된다. 
식 (2a)와 같이 주어진 신호 가 Compressible 하다고 하

고, 이를 위한 변환을 라고 하자. 

  (2a)

여기서 는변환후 얻어진 성긴 신호를 나타낸다. 따라

서, 원래의 압축센싱을 나타내는식 (1)은 다음과 같이변경

된다.

    (2b)

여기서  자체를새로운측정행렬로 보면, 식 (2b)는
식 (1)과 결국 동일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변환영역에서

압축센싱을 하던지 원 신호 영역에서 압축센싱을 하던지에

상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식 (1)만을 사용하여 압축센싱

의 이론 전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BCS-SPL 구조

압축센싱 이론을 실제 영상신호에 적용하기 위하여, 압
축센싱의 연산 복잡도와 저장 공간 요구량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블록 기반 알고리즘(BCS)[8,12]
이 소개된 바 있

다. 이에 따르면, 블록 압축센싱 과정에서입력 영상은 작은

블록 영상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나뉘어진 블록 영상을

블록 크기와 측정율에 따라 설정된 측정행렬에 사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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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별 측정 신호 가 얻어진다. 이 블록 기반 압축센싱

방법을 통해 측정행렬을 더욱 작게 만들 수 있게 되어 계산

복잡도와 측정행렬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 요구량을

동시에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블록기반 압축센싱 신호의 복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SPL 

복원 방법
[8,12]

은 반복적으로 위너 필터링
[13], Projected 

Landweber (PL), 하드 문턱 값 적용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1은 BCS-SPL 알고리즘 구조를 나타내며

[12], PL 과정

은 식 (3)과 같다.


   ← 

 
  

  (3)

여기서 은 블록단위의 측정행렬이며, 
는 k번째반

복복원과정을 통하여 얻은 i번째 블록 신호, 는 i번째블

록 신호에 대한 측정치 벡터이다. 문턱값 적용과정에서는

복원되고 있는 영상신호내의 잡음 정도를변환도메인에서

추정하고, 이 추정된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복원 영상

계수들을 0으로설정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소정의 종료 조

건들을 만족시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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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CS-SPL 구조도[8,12] 
Fig. 1.  BCS-SPL Scheme[8,12]

Ⅲ. SPL 복원 알고리즘 분석

압축센싱기술을 실제 응용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

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빠른 복원 알고리즘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압축센싱된 신호로부터 복원

되는 영상의 품질 저하 없이도 복원반복 횟수를 줄이는 것

에 대해 연구할 가치는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현재 많이

활용되는 BCS-SPL 복원알고리즘의 수렴과정에서 관찰되

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수렴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한다.

1. 잔차 신호 에러 진동

잔차 신호 에러 진동은 예측된 복원 영상과 실제 입력

영상 간의 차이 값이 반복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SPL 복원 알고리즘이 이러한현상을 보이는 것은, SPL 방
법이 최적 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Gradient descent 최
적화 방법의 특정 성질과 사용되는 종료 조건 때문이다. 
Gradient descent 최적화 방법은 최적의 해로 수렴하기 위

한 복원에 적절한 방향성을 zigzag pursuit[14] 방법을 사용

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만일 최적의 해가 평탄하지 않은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 zigzag pursuit 방법은 복원에 적절

한 안정된 방향성을 찾지 못하므로 최적의 해를 쉽게 찾지

못하는 특성을갖는다. 따라서, Gradient descent 방법을 이

용하는 SPL방법의 복원 과정도역시 이와 같은 zigzag pur-
suit 방법 때문에 잔차 신호 에러 진동의 문제를 지닌다.

2. 허용 오차 (Tolerance)

허용 오차는 복원되는 영상 신호가 충분히 높은 정확도

를 얻었는지 판단하여 신호 복원 과정을 조기에 종료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압
축센싱 복원과정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Greedy 기법들은 원

입력 신호로부터 어느 정도 범위내에 존재하는 근사 최적

해를 얻기 위해특정한 측정 허용 오차 값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허용 오차 값은 복원된 영상의 정확도와 복원

수행 시간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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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rate 0.1 0.2 0.3 0.4 0.5

Correlation

Lena - 0.9977 - 0.9987 - 0.9987 - 0.9986 - 0.9982

Mandrill - 0.9901 - 0.9954 - 0.9976 - 0.9987 - 0.9993

Peppers - 0.9978 - 0.9989 - 0.9990 - 0.9990 - 0.9989

Boat - 0.9973 - 0.9994 - 0.9997 - 0.9997 - 0.9997

Man - 0.9963 - 0.9990 - 0.9995 - 0.9996 - 0.9995

표 1. 복원 과정에서 신호변화량과 복원 영상 정확도간의 상관 관계
Table 1. Correlation between signal variance in change and accuracy of reconstructed image 

허용 오차만을 허락하면 복원 영상의 정확도는 좋아지지만, 
복원을 위한 수렴 과정에 소요되는 반복 과정 횟수가증가

하게 된다. 특히, 어느 정도 반복 이후의 수렴 과정에서는

복원 영상의 정확도의 향상 정도가 극히 적을 수 있기 때문

에 지나치게 긴 수렴 과정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렴 과정에 소요되는 반복 횟수를 적절히 줄이는 것이 계

산 복잡도를 줄이면서 복원 영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3. 문턱 값 적용과정 (Thresholding)

문턱 값 적용은 크게 SureShrink[15]
방법적용과 하드 문

턱 값 적용
[16]

의 두 단계로 수행된다. SureShrink 방법은

변환 도메인에서의 계수 값들을 이용하여 잡음의 최대값

을 추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식 (4)와 같이 문턱 값을 예

측한다
[15].

 ·· log (4)

이때, 는예측된 문턱 값이고, 는 수렴 조절 인자, 그리

고 · log는 미디언 절대 편차를 이용하여 추정된

잡음 최대 값을 나타낸다. 하드 문턱 값 적용 단계에서는

식 (4)를 사용하여 얻어진 문턱 값보다 복원과정에서 얻어

지는 신호의 계수의 크기가 작으면 그 계수들을 0으로설정

한다. 여기서, 수렴 조절 인자 는 한번 예측된 문턱 값을

복원 과정내에서 추가로 조절하기 위해 설정되는데, 미디
언 절대 편차를 이용하여 추정된 잡음 값인 · log
가 잡음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수렴 조절 인자는 1 이상

일 필요가 없다. 

4. 복원신호 변화량과 복원 영상간의 상관 관계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영상은 주로 저주파 성

분을 중심으로 복원되어진다. 이는 SPL 복원과정에 적용

되는 위너필터가 저주파통과 필터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

이다. 반복된 복원과정을 통하여 신호의 변환 계수값들

의 변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문턱 값 적용

과정으로 0으로 새롭게 설정되는 값들의 수는 점차로 줄

어들어 마침내 수렴된 복원 영상 결과가 얻어진다. 따라

서, 수렴과정중에 얻어지는 신호의 변화량과 복원 영상

의 정확도간에 특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신호에 대하여 사용하는

MSE (mean-squared-error) 척도가 아닌, 인간 시각특징을

고려한 로그 영역척도인 PSNR을 사용하여 복원 영상의

정확도 계산을 하였다. 
표 1은 반복 복원 과정에서의 신호 변화량과 복원 영상

정확도 간의 상관 관계를 영상별, 측정율별로 비교하여 나

타낸것이다. 대부분의 값이 –1에 가까우며, 이를 통해 변

화량과 복원 영상 정확도 간에는뚜렷한 음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복원 영상의 정확도가

좋아질수록 변화량은 작아지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

다.

Ⅳ. 복원과정의 수렴복잡도 감소를 위한
제안방법

지금까지 기술된 문제점들과 수렴과정중의 신호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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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원되는 영상간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복잡도를 줄

이면서도 영상 특성에 맞춰 조기 종료를 가능하게 하도록

몇 가지 개선된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 잔차 신호

에러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수렴 시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새로운종료 조건을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Stopping 
Criterion 으로 표시된 기존의 종료 조건은 식 (5a)와 같다.

 
        tolerance (5a)

여기서, D는 제곱평균으로 계산된, 문턱 값 적용 이전과

이후의 복원 영상간의 차이이다. 식 (5a)의 기존 종료 조건

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는 영상 품질의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복원계산이 반복되면서도 수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불필요한 복원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즉, 잔차 신호 에러진동현상으로

문턱 값이 오작동되며, 이에 따라 복원 과정이 의미 없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개선된 종료 조건은 식 (5b)와 같다.

 ≠  일 때,   ≥  tolerance or 

    ≠ 일 때,   ≥  tolerance
(5b)

식 (5a)의 기존 조건에서는현재와 바로 이전의 D값만을

사용하여 수렴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값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더 많은 반복 과정

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식 (5b)의 두 가지 조건을 새로운

종료 조건으로 이용함으로써 문턱 값 적용과정이 반복 과

정에서 정상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zigzag pursuit에 의한 비수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압축센싱 복원의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하여, 허용

오차 (tolerance) 값이 복원된 영상을 기준으로 매 반복 단

계에서변화하도록 하여 주어진 영상에맞추어 수렴속도를

개선하도록설계하였다. 즉, SPL 복원 과정내의변환도메

인에서 계산한 복원 신호변화량을식 (6)과 같이 사용하여

허용 오차 값이 복원된 영상을 기준으로 매 반복 단계에서

적응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tolerance =     (6)

여기서 var(· )는 신호 변화량이며, 은 복원 과정의

문턱 값 적용 시 변환 도메인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변환된

전체 계수 값들이다. 변환된 계수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허

용 오차 값을 매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영상의특성에 따른

허용 오차를 복원 알고리즘에서 적응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 방법과 같이 고정된 값을 이용

하는 것보다 수렴 구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영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복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식 (4)에서의 수렴 조절 인자 를 최대 잡음

값 예측 방법을 토대로 개선하도록 하여 압축센싱의 복원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기존 방법에서는 수렴 조절 인자 

값을 비교적 큰 값인 6에서 시작하여 1보다 작은 값인

0.7776까지 매 단계 60%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조절한다. 
하지만, 큰 수렴 조절 인자 값은 대부분의변환계수 값들을

하드 문턱 값 적용 과정에서 0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므로

연산 과정에서 무의미한낭비를초래할 수 있다. 수렴 조절

인자를 1로만설정하여도 잡음의 최대치를예측할 수 있으

며 가우시안랜덤잡음특성과 미디언평균화를근거[12]로

하여 기존의 수렴 조절 인자 조정을 두 단계로만 제한하고

그 값을 {1, 1/ } 과 같이 설정하였다.

Ⅴ. 실험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압축센싱 복원 복잡도 저감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  표준시험
[17] 흑백영상

인 Lena, Mandrill, Peppers, Boat, Man을 사용하여 기존

BCS-SPL[12]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 모두 이산코사인변환(DCT)을 사

용하였으며, 입력 영상은 ×  크기의 블록단위들로 처

리되었다. 측정 행렬으로는 기존 BCS 방법과 동일한 가우

시안 랜덤 행렬을 사용하였고, 평균 신호 대비 잡음비

(PSNR)을 이용하여 측정율 0.1부터 0.5까지 0.1 간격으로

증가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일 조건의 실

험과정을 각각 10번씩수행한 후 이를평균화하여 최종 결

과값을 산출하였다.
표 2는 BCS-SPL 방법과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에서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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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rate 0.1 0.2 0.3 0.4 0.5 Average

Lena
BCS [12] (초) 119.2 95.2 79.7 68.5 66.4      85.80
Proposed (초) 66.2 44.4 39.0 35.1 33.0     43.54 

AS (%) 44.5 53.4 51.1 48.8 50.3   49.62 

Mandrill
BCS [12] (초) 97.0 134.6 118.6 100.6 71.1   104.38 
Proposed (초) 32.9 22.4 20.2 18.9 18.0      22.48 

AS (%) 66.1 67.3 83.0 81.2 74.7      74.46 

Peppers
BCS [12] (초) 124.3 133.4 137.8 154.6 133.7    136.76 
Proposed (초) 69.1 44.0 36.7 30.0 27.6      41.48 

AS (%) 44.4 67.0 73.4 80.6 79.4      68.96 

Boat
BCS [12] (초) 117.9 94.2 90.0 68.5 64.4     87.00 
Proposed (초) 67.5 45.0 37.0 31.8 30.7     42.40 

AS (%) 42.7 52.2 58.9 53.6 52.3      51.94 

Man
BCS [12] (초) 112.8 89.3 74.4 66.4 75.8      83.74 
Proposed (초) 72.0 46.8 41.2 31.3 31.7      44.60 

AS (%) 36.2 47.6 44.6 52.9 58.2      47.90 

표 3. 복원 과정에 소요된 시간과 시간 절감율
Table 3. Required time and saving ratio in reconstruction (sec, AS(%)) 

Measurement  rate 0.1 0.2 0.3 0.4 0.5 Average

Lena
BCS [12] (회) 180.9 127.3 96.0 78.4 65.3 109.58
Proposed (회) 109.0 63.2 50.5 39.4 32.4 58.90

AS (%) 39.7 50.4 47.4 49.7 50.4 47.52

Mandrill
BCS [12] (회) 135.2 165.6 137.2 107.3 68.0 122.66
Proposed (회) 47.8 28.1 22.2 19.3 17.1 26.90

AS (%) 64.6 83.0 83.8 82.0 74.9 77.66

Peppers
BCS [12] (회) 181.4 176.2 167.2 174.9 130.6 166.06
Proposed (회) 100.7 55.2 41.4 31.8 26.0 51.02

AS (%) 44.5 68.7 75.2 81.8 80.1 70.06

Boat
BCS [12] (회) 162.6 117.5 105.1 73.9 62.3 104.28
Proposed (회) 96.9 57.6 43.9 34.8 29.6 52.56

AS (%) 40.4 51.0 58.2 52.9 52.5 51.00

Man
BCS [12] (회) 162.4 113.3 88.8 73.1 73.8 102.28
Proposed (회) 103.6 59.8 48.0 35.3 30.0 55.34

AS (%) 36.2 47.2 45.9 51.7 59.3 48.06

표 2. 복원 과정에 소요된 반복 횟수와 기존 방법 대비 반복 절감율(%)
Table 2. Required number of iterations and saving ratio in reconstruction (AS(%)) 

복횟수절감율을 보여주고있다. 복원시요구되는반복횟수

절감율 (AS: Average_Saving)은식 (7)과 같이 계산되었다.

AS  

   
× (7)

표 2에 표시된 AS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식(7)에

서, 특정방법는 주어진특정방법 (BCS_SPL 또는 proposed) 

을 적용하였을 경우 소요된 반복횟수 (단위: 회) 이다. 표
2를 보면 제안된 방법은 모든 실험영상에서 각각평균적으

로 반복 횟수를 47.52%, 77.66%, 70.06%, 51.00%, 48.06% 
저감시킴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는 기존 방법 대비 제안된 방법의 복원 시간 절

감율을 제시하였다. 표 3에 표시된 AS를 계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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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rate 0.1 0.2 0.3 0.4 0.5 Average

Lena
BCS [12] [dB] 27.70 30.48 32.49 34.19 35.78 32.13
Proposed [dB] 27.71 30.55 32.53 34.24 35.86 32.18

Gain [dB] 0.01 0.07 0.04 0.05 0.08 0.05

Mandrill
BCS [12] [dB] 20.19 21.00 21.93 23.14 24.41 22.13
Proposed [dB] 20.14 21.28 22.32 23.40 24.57 22.34

Gain [dB] -0.05 0.28 0.39 0.26 0.16 0.21

Peppers
BCS [12] [dB] 27.24 28.36 30.16 31.45 34.34 30.31
Proposed [dB] 28.10 30.98 32.68 34.02 35.25 32.21

Gain [dB] 0.86 2.62 2.52 2.57 0.91 1.90

Boat
BCS [12] [dB] 24.55 27.04 28.90 30.58 32.14 28.64
Proposed [dB] 24.61 27.16 29.08 30.80 32.38 28.81

Gain [dB] 0.06 0.12 0.18 0.22 0.24 0.16

Man
BCS [12] [dB] 25.30 27.42 28.97 30.37 31.73 28.76
Proposed [dB] 25.43 27.61 29.19 30.59 31.96 28.96

Gain [dB] 0.13 0.19 0.22 0.22 0.23 0.20

표 4. 복원 영상의 PSNR 화질 [dB] 비교 분석
Table 4. PSNR performance [dB] of reconstructed image

사용한 식(7)에서, 특정방법는 주어진 특정방법 (BCS_SPL 

또는 proposed) 을 적용하였을 경우 영상 한 장을 복원하는

데 소요된 연산시간 (단위: 초) 이다. 표 3은 각각 49.62%, 
74.46%, 68.96%, 51.94%, 47.90%의 평균 시간 절감율을

보인다. 이는 연산시간과 반복 횟수간의 비례관계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계산 복잡

도를 기존 BCS-SPL 방법 대비 50% 이상 줄여줌을 확인하

였다. 
제안된방법의 감소된 계산복잡도에 따른 복원된 영상 화

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복원 영상

화질을 분석하였다. 표 4는 각 실험영상에 대하여 측정율에

따른기존방법과제안방법의평균신호대비잡음비를비교

한 것이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이는 데도불구하고 미소하지만

더나은화질을보임을확인할수있다. 또한, Peppers 영상에

서는 zigzag pursuit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비수렴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두드러지는 화질 개선이 확인되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록 기반 압축센싱 SPL 방법의 수렴 구

간을 단축하는, 영상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수렴 복잡도 저

감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복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반복

횟수 및 시간 복잡도를 줄이면서 영상 복원 결과에 따른

적응적 반복횟수 조절을 통해 영상 복원의 연산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방법은 복원 과정에서 오작동을 방

지하고, 수렴 구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제시하는

방법은 기존의 BCS-SPL 방법에 비해평균적으로 58.9%의

반복 횟수 절감, 58.6%의 복원시간 절감율을 얻을 수 있음

을 보였다. 또한, 0.50dB의 화질 개선 효과도 얻었다. 본 논

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다양한 Greedy 최적화 알고리즘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복원 알고리즘의 실용화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에

적용 및 효율적인 복원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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