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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위한 움직임 보상 기반 Non-Local Means 필터를 이용한 우적

검출 및 제거 알고리즘

서 승 지a), 송 병 철a)‡

 Rain Detection and Removal Algorithm using Motion-Compensated 
Non-local Means Filter for Video Sequences

Seung Ji Seoa) and Byung Cheol Song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움직임에 강인한 동영상 내 비 검출 및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검출 파트는 비의 밝기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초기 비 영역을 검출한다. 그런 다음 가우시안 분포 모델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비 영역을 결정한다. 제거 단계에서는 인접한

영상 간 상관성을 이용하여 비 영역을 중심으로 인접 프레임 간 블록 정합 기법을 수행한다. 그 후 정합 결과에 기반한 non-local 
mean (NLM) 필터링을 통해 비 영역을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깜박임 효과를 제거하고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처리를 수행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기법의 화질이 기존 기법에 비해 동영상의 비 제거 성능에 있어 현저하게 우수함을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ain detection and removal algorithm that is robust against camera motion in video sequences. In 
detection part, the proposed algorithm initially detects possible rain streaks by using intensity properties and spatial properties. 
Then, the rain streak candidates are selected based on Gaussian distribution model. In removal part, a non-rain block matching 
algorithm is performed between adjacent frames to find similar blocks to the block that has rain pixels. If the similar blocks to 
the block are obtained, the rain region of the block is reconstructed by non-local means (NLM) filter using the similar neighbor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the previous works in terms of subjective visual quality of 
de-rained video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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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나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 촬영된 영상은 피사체에

대한 인식률이 크게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영상 내 비나 눈

성분들은 영상의 가시성을 저하시키고 영상 컨텐츠에 폐색

영역을 생성한다. 또한 이것들은 특징점 추출, 트래킹, 모션

추정 등과 같은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처리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본 논문은 여러 날씨 현상들 중 비에

초점을 맞춘다.
비가 있는 영상들에서의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 검출이나 제거 기법들이 제안되었다[1-6]. 대부분

의 기존 비 검출이나 제거 기법들은 고정된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가정한다[1][2]. 이 가정은 비 영역 검출과 제

거 문제를 단순화해주기는 하지만 피사체나 카메라의 움직

임이 있는 경우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카메라 및 물체의 움직임이 있는 환경에서 촬

영된 동영상 내의 빗줄기 검출 및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비의 밝기 특성을 활용하여 초기 비 성분을 검출한

다. 그 다음 빗줄기의 크기와 각도 등 두 가지 구조적 특

성을 이용하여 초기 비 영역들 중 아웃라이어들을 제거

한다.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 모델을 적용하여 적절한 빗

줄기의 범위와 세기를 추정한다. 비 검출 과정이 끝나면

검출된 비를 제거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먼저 인접 프레

임 간 블록 정합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비를 포함한 현재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들을 선택한다. 이들의 적절한

가중치 합으로 해당 블록 내 비 영역을 복원한다. 마지막

으로 에지 보존 필터링과 가시성 향상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비로 인한 깜빡임 현상을 제거하고 가시성을 향상

시킨다. 실험 결과는 제안 기법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환

경에서도 종래 기법 대비 검출, 제거, 그리고 디테일 보존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본 논문의 차별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

다. 하나는 동영상에서의 비 검출 과정에서 시간적 특징 대

신 공간적 특징과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다른 기법들과

달리 카메라 움직임에 강인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비 성분

이나 멀리 떨어진 비 성분 등 다양한 세기의 비 검출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비 제거 과정에 동영상의 시간적

상관성을고려하여블록매칭기반의 Non-local Mean (NLM)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디테일을 보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비 영역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Ⅱ. 관련 연구

비 검출 제거 기법은 크게 시간적-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 시간적-색상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주파수 영

역 기반 방법 등이 있다
[1-6].

Garg와 Nayar는 인접 프레임 간 차이 값과 비의 광학적

특성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비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1]. 그러나 단순히 프레임 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가 많

이 내리는 영상이나 밝은 조명이 있는 영상 등에 취약하고, 
수십 프레임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방대하다.

Zhang 등은 시간적 특성과 색상적 특성을 결합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2]. 먼저, 같은 위치의 픽셀들을 시간 축으로 축

적하고, 축적된 화소값들에 K-means clustering을 적용하여

비의 영향을 받은 픽셀과 받지 않은 픽셀로 구분한다. 비
성분으로 분류된 픽셀들 중에서 색상 변화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비 픽셀들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시간적 정보와

색상적 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고정된 카메라 환경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피사체나 카메라의 움직임이

존재할 경우에는 결과 영상이 심하게 망가진다. 게다가 분

류 기반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메모리가 필요하고 연

산시간이 오래 걸린다.
Barnum 등은 주파수 영역 기반의 빗줄기 검출 및 제거

방법을 제안하였다
[3][4]. 이들은 blurred Gaussian model과

통계적 특성을 결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빗줄기 특징을

새롭게 모델링하였다. 기존 기법들과 달리 시간적 특성을

이용하지 않아 카메라나 물체의 움직임에 강인하지만 모델

에서 벗어난 빗줄기는 검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Xue 등은 시간적 특성과 웨이블릿 변환을 결합하

여 카메라 움직임을 고려한 빗줄기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

다
[5]. 이 방법은웨이블릿변환을 이용한 고주파 영역 검출

방법을 통해 초기 검출 영역 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제안한 시간적 특성을 이용한 초기 검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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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비가 많이 내리는 영상에 취약하여 성능은 그다지 좋

지 못했다.
최근에 Kim 등은 kernel regression 기법을 이용한 단일

영상 기반 비 검출 및 제거 기법을 제안하였다
[6]. 이 기법은

gradient값들로 공분산 행렬을 만든뒤, 서포트벡터머신으

로 이를 분리하여 커널들의 각도, 가로-세로 비 등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여러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특징을 가진

픽셀들을 비 픽셀로 검출한뒤, Non-local mean (NLM) 기
법을 활용하여 비 픽셀을 제거한다. 이 기법은 kernel re-
gression을 이용하여 잡음에 강인한 검출기법을 제안했지

만 gradient 기반의 방법이기 때문에 motion-blur 특성을갖

는 빗줄기들을 검출하기 어렵다. 또한 한 장의 영상만을 사

용하므로 제거 성능의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은 카메라 움직임 및폭우에 강인하기 위해 공간

영역에서 비의 밝기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비를

검출하고, 검출된 비 영역에 한해서만 시간축 특성을 반영

한 움직임 보상 기반 Non-local mean (NLM) 필터를 이용

하여 비를 제거하는 고성능의 비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Ⅲ. 제안 기법

1. 우적 검출 기법

동영상 내 비는 잡음과 유사하게 시간적 공간적 상관도

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알고리즘들은 카메라

움직임이없다고 가정하고 인접 프레임 간 차이 값을 고려

하여 초기 비 영역을 검출했다
[1][2][5].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는 크게 세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폭우가 내리는 경

우 비 영역의 증가로 인해 연속된 프레임에서 비 영역이

중복될확률이높다. 둘째, 물체나 카메라가빠르게 움직일

경우 비 움직임에 의한 변화 영역과 영상 컨텐츠 움직임에

의한 변화 영역을 구분할 수없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법들

은 어느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프레임 당 10-30프레

임 정도의 주변 영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연산량이 요구된다. 
시간적 특성을 이용한 종래 비 검출 방식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비의 밝기 특성과 구조적 특성 같은

공간적 특성만을 이용한 고성능 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가우시안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비 줄기 영역과 세

기를 측정하여, 이어지는 제거 파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1.1 밝기 특성을 이용한 비 검출
빗방울은 대기 중에서 렌즈와 같이 주변의 빛들을 흡수

한다
[7]. 이러한 이유로 비 성분은 그림 1 (b)와 같이 주변

성분보다높은 밝기 값을 가진다. 또한, 수직에 가까운각을

유지하며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의 중심

이 수평 방향으로 지역적 최대 밝기 값이라고 가정한다.

(a)   (b)

그림 1. (a) 비가 내리는 영상, (b) 각 박스의 중심에서 가로방향의 밝기 값
Fig. 1. (a) Rainy image, (b) the intensity value at horizontal axis of 
each box center

먼저 잡음에 의한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전형적인 가우

시안 저주파 통과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 다음, 아래 식 (1)
과 같이 중심 픽셀이 주변 2K개의 픽셀들보다 큰 값을 가지

면서 그들의평균밝기 값과 적절한 차이를갖는 성분들을

초기 비 후보 영역으로 선정한다. 

    ≤  
 

(1)

 
 

≠



 ≥  (2)

여기서 는  위치에서의 밝기 레벨 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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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지도로서 1이면 비 성분, 0이면 비가 아닌

성분을 의미한다. 는 식 (2)와 같이  위치로

부터 좌, 우 각각 K 픽셀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은 단순

한 오프셋 상수이다. 한편, 우리는 다양한 비 동영상들의

관찰을 통해 대부분의 비 성분이 [40, 80] 범위의 밝기 값을

가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범위를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상계 값 를 설정하고 이

상의 강한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은 자신이 지역적 최댓값

이라 하여도 비 성분이 아니라 잡음이나 에지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초기 빗줄기 지도 를 생성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빗줄기 지도로부터 빗줄기 후보군을 결

정한다. 먼저 구해진 빗줄기 지도를 labeling 한다. Labeling
을 위해서 8-연결성에 기반한 MATLAB 내 함수 bwlabel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labeling의 결과 N개의 빗줄기 후보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각 label   (n=1, 2, ... ,N)의 각도와

크기를 계산한다.

1.2 구조적 특성을 이용한 outlier 제거
1.1절에서 밝기 특성을 이용하여 초기 검출된 비 후보군

들 중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비의 구조적 특

성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 비는 카메라 노출시간 때문에

블러된 선의 형태와 균일한 방향성을 가진다
[3][4]. 즉, 비는

일정 크기 이상의 길이와 서로 비슷한 에지 각도를 갖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한다. 
먼저, 식 (3)과 같이 각 라벨들 의 크기를 계산하여 비

지도 상에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한다. 

    ≥ 
  

(3)

여기서 #( )은 에 속한 픽셀 개수를 나타낸다. 라벨

크기가 너무 작으면 비 성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
( )이 특정 문턱값   보다 작으면 비 후보군에서 제외한

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문턱값 는 5로 실험적으로 결정하

였다.
다음으로 각도를 이용한 아웃라이어 제거를 수행한다. 

은 라벨 의 각도이고, 그 중 가장빈도가높은 각도를

라고 하자. 초기 검출이 신뢰도가 충분하다면 가장 빈번

한 각도   주변의 각도를갖는 후보만이 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 범위에속한 라벨들만을 비라고판단하고 그 이

외의 각도를 갖는 후보들은 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결과

적으로 식 (4)처럼가장빈도가 큰 각도 로부터 ±범

위, 즉,   내 라벨들까지 비 성분으로 간주한다.

   ≤  ≤

 
(4)

그림 2는 비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아웃라이어를 제

거하기 전과 후의 비 지도 예이다. 

 

(a) (b)

그림 2. (a) 그림 1 (a)의초기검출결과, (b) 그림 2 (a)의 outlier 제거결과
Fig. 2. (a) Initial detection result for Fig. 1 (a), (b) the outlier reduction 
result for Fig. 2 (a)

1.3 비의 범위와 세기 결정
일반적으로 비는 실제 비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도 열화

시키기 때문에 비 영역의 경계가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어

디까지를 비 영역으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빗줄기의 세기 분포는 대개 가우시안 형태와 비슷하기 때

문에
[4], 우리는 가우시안 분포 모델을 통해 빗줄기 영역의

범위와 세기를 결정한다. 
와 는 각각 앞에서 검출된 비 영역 내 특정 픽셀의

밝기 값과 의 양쪽 주변 픽셀 중 하나의 밝기 값이라고

하자. 우리는 을 중심으로 가우시안 영역의 95%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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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의 경계 값 를 식 (5)와 같이 정의한다.

  ln (5)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편차 를  /10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비의 중심인 에서부터 양쪽으로 이

상의 밝기 값을갖는 주변 화소들까지 비의 범위를 확장한

다. 
비의 범위가 결정되면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 인

가우시안분포를이용하여 에서의비성분의세기 를 

식 (6)과 같이 결정한다.

  exp


 


 (6)

여기서,  화소의 위치가 이다.

그림 3은 제안 비 검출 기법이 최종적으로 영상 내 빗줄

기 세기와 두께를 밝기 값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추정함을

보여준다. 본 절의 비 검출 단계에서 구해진 비의 위치 정보

와 세기 정보 는 이어지는 비 제거 단계에

서 영상 복원에 활용된다.

(a) (b) (c)

그림 3. (a) 그림 1의 빗줄기 영역, (b) 빗줄기 지도 R, (c) 비 세기 지도 F
Fig. 3. (a) A rain region of Fig. 1, (b) the rain map R, (c) the rain strength 
map F

2. 우적 제거

대부분의 종래 기법들은 비 제거를 위해 주로 공간적 특

성에 기반한 알파 블렌딩이나 미디언 필터링과 같은 간단

한 방법을채택하였다
[1-5].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카메라 움

직임이 있는 경우 물체의 에지 경계에서 블러 현상이나 계

단 현상 아티팩트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인접 프레임 간 움직

임을 보상함으로써 카메라 움직임에 강인한 우적 제거 기

법을 제안한다. 그림 4는 제안한 제거 방법의 블록도이다. 
먼저 비 검출 결과를참조해 인접 프레임 간 비가 아닌영역

중심의 블록 매칭을 수행하고 유사한 블록 후보들을 선정

한다. 그 다음, 추가적인 유사도 확인 과정을 거쳐 각 블록

에 대해 가장 유사한 블록들을 선별한다. 그런 후 선별된

블록들을 이용한 NLM필터링을 통해 비 영역을 복원한다. 
마지막 후처리 과정으로서 에지 보존 필터링과 가시성 향

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동영상 내 깜빡임 효과를 제거하

고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그림 4. 제안하는 빗줄기 제거 기법의 블록도
Fig. 4. The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rain removal algorithm

2.1 블록 매칭을 이용한 유사 블록 후보군 생성
영상에서 비 성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질서하기 때

문에 매우 불규칙한 잡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를

포함한 영상 간 움직임 보상을 위해 직접적으로 블록 정합

을 적용할 경우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없다
[8][9]. 다만

일정 세기 이하의 비 화소는 비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블록

매칭 과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크기 이상의

세기를갖는 강한 비 성분만을 취한 강한 비 지도  

를 와 를 이용해 식 (7)과 같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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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 
 

(7)

실험적으로 0.2 이하의 세기를갖는 비 성분은 주변을열

화시키는 정도가 매우 약하므로 은 0.2으로 정했다.

결과적으로  를참조하여 식 (8)과 같이 블록 내

비가 아닌 픽셀들만을 이용해 블록 매칭을 수행한다.

minmin  argmin′′∈Ω′′  (8)

′′ 



  ′′ × (9)

여기서 Ω는참조 프레임 내탐색 영역을 의미하며, 는

현재블록, 은참조블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탐색 영

역 Ω는 영상의 움직임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논문에

서는 ±으로 정하였다. 최적의 움직임 벡터인 min
min 에 대응하는참조 블록을 복원에 사용할 후보로 결정

한다. 
그러나 비가 심한 영상의 경우 여러 프레임에 걸쳐비슷

한 위치에서 비가 관찰되기 때문에 SAD가 최소인 블록 하

나만으로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수의 후보군을확보하기 위해 SAD가낮은 순위로 top 20개
의 블록들을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a) (b)

그림 5. (a) outlier 제거 전의 복원 결과, (b) outlier 제거 후의 복원 결과
Fig. 5. (a) The reconstruction result before outlier removal, (b) the re-
construction results after outlier removal.

2.2 유사도 측정을 이용한 outlier 제거
2.1절에서 비가 아닌영역에 기반한 블록 정합 기법을 통

해얻어진 후보 블록들은 복원하고자 하는 비 영역의 정보

가 전혀 정합에 이용될수없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보와

유사하다는 보장이없다. 그림 5(a)는 실제로 2.1 절에서 선

정된 모든 블록을 이용하여 복원한 결과이다. 에지 경계에

서 블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SAD 분포를 이용해 식 (10)과 같이 후보 유사 블록들과 현

재 블록 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낮은 아웃라이어

블록들을 제거한다.

 maxmin 

min
(10)

max와 m in은 식 (8)로부터얻어진 각 블록들

의 SAD들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하며, 과 은

번째 후보 블록과 현재 블록 간 SAD와 오프셋 상수이다. 
k번째 후보 블록과 현재 블록 간 유사도 는 가

m in에 가까울수록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가커

질수록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유사도가 특정 문턱값 보

다 큰 후보블록들을 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고 최종 블록군

에 포함시킨다. 그림 5 (b)는 유사도 측정을 통해 outlier를
제거한 후 복원한 영상으로 그림 5 (a)와 비교할 때 에지가

더 선명하고 고스트 아티팩트도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2.3 비 제거
유사도 측정을 통해 걸러진 신뢰할만한 후보 블록들의

가중치 합을 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비가 제거된 블록으

로 활용한다. 본 논문은 앞서 구해진 후보 블록의 SAD와

후보 블록이 비를 포함하고 있는 비율을 이용해 가중치를

계산한다. 비 포함 비율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여기서 는 k번째 후보 블록을,  는   내총픽

셀 수를,  는   내 비가 아닌 픽셀의 수를 각각

의미한다. 블록 내 비가 아닌영역의 비율은 해당 블록 픽셀

들의열화 정도와 연관된다. 주변에 비 성분이 많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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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픽셀은 그렇지 않은 픽셀보다 비 성분에 의해열화 되었

을 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에 대한 가중치 는 식 (12)

과 같이   내비가아닌영역비율 에 비례하고현재

블록과의 차이인 값에는 반비례하게 결정된다.

 exp



 (12)

여기서 구해진 가중치는 정규화하여 사용된다. 결과적으

로 비가 제거된 복원 영상  은 식 (13)과 같이 블록

들의 가중치 합으로 계산된다.

 exp


 (12)

 
 





(13)

여기서  은 k번째 후보 블록에 대한 빗줄기 지도

이다. 위와 같은 복원 과정을 영상 전체에서 블록 단위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1차 비 제거 영상을 얻는다.

 

그림 6. Hole filling 방법 블록도
Fig. 6. The block diagram of hole filling method

2.4 hole filling
검출 과정에서 포함된 아웃라이어나 프레임마다 중복된

위치의 비 성분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영상 내 hole로남
게 된다. 그림 6은 제안하는 hole 제거 방법의 블록도이다.  
우선 hole 주변의 일정 영역을 포함하여 바운딩 박스를 설

정하고 동시에 영상의 복잡도 지도를 구한다. 복잡도 지도

는 복잡한 픽셀은 1, 그렇지 않은 픽셀은 0의 값을 가지는

이진 지도로 지역적 분산 값과 지역적 엔트로피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11]. 이제 바운딩 박스 내 hole을 제외한 영역의

복잡도 지도를 이용하여 해당 영역이 복잡한지 평탄한지

결정한다. 평탄한 영역일 경우 해당 영역에서 hole이 아닌

주변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hole을 채우고, 복잡한 영역

의 hole은 2.1~2.3과정을 다시 수행하여 해당 영역의 에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복원한다. 이 과정까지 수행하고도 남

아있는 hole들은 모든참조 프레임에 해당 위치에 대한 정

보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다. 이런 경우는 검출 과정에서

오 검출된 영역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마지막까지살아남

은 hole 영역은 해당 위치의 원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

상을 복원한다.

2.5 후 처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상 내 비 성분은 비 영역 외

주변 영역도열화시켜잔상현상 등을 일으킬수 있다. 그리

고 공기 중의 수증기로 인해 가시성 또한낮다. 우리는 에지

보존 필터링과 가시성 향상 기법을 통해 비 영상에서 관찰

되는 잔상현상과 낮은 가시성을 개선하였다.
먼저, 잔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널리 사용되는

에지 보존 필터 중 하나인 guided image filter를 적용한다
[12]. 비 제거 영상 에 guided filtering을 적용한 결과 영상

 은 식 (14)과 같다.

  
 

 ∈

  (14)

여기서 는 현재 화소를 포함하는 overlapping window 

이고, 는 각 window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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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속한픽셀의숫자이다.   , 

       이고,  와  는

위치에서의 의 지역적 분산 값, 지역적 평균 값이다. 

가 보다 크면 클수록  가 결과 값에 적게

관여하기 때문에 원본 픽셀 값과 유사한 결과 값을 얻게

되고, 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가 결과 값에 많이 관

여하게되어 지역적평균값과 비슷한 결과 값을얻게 된다. 
즉, 에지를 보존하며평탄한 영역의잡음들이 제거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수증기 때문에 흐려진 영상을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가시성 향상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Tarel과 Hautiere는 Koschmieder’s law를 활용하여 깨끗한

영상과 안개에 의해흐려진 영상 간의 관계를 아래 식 (15)
와 같이 설정하였다

[13].

 






(15)

여기서  는 가시성이 향상된 최종 결과 영상이

다. 는 atmospheric veil이고 는 화이트밸런스값

으로서 우리는 255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만 구하

면 복원 영상 을 구할 수 있다. 를 구하는 자세한

방법은 Tarel의 논문[13]을 참조하면 된다. 
위와 같이 두 가지 후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상의

컨텐츠를 보존하면서 지저분한 잔상현상을 제거하고 가시

성을 향상시킨 최종 비 제거 영상을 얻을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논문에서 실

험 영상으로 사용된 바있는 영화 “매그놀리아” 내 비오는

장면과 SONY HDR-CX130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사

용하였다. 직접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카메라 움직임에 대

한 강인성을 보기 위해 비오는 환경에서 카메라를 움직이

며 촬영되었으며, 720x480@30Hz의 포맷을 갖는다.

우리는 제안 기법을 Zhang 방법
[2]
과 Xue 방법

[5]
과 비교

하였다. 제안 기법에서  ,  ,  ,   는 각각 100, 5, 0.2, 

0.2로설정되었다. 와 Ω는 각각 과 ±32으로설정하

였다. 이 값들은 실험용 영상들 외 다른 영상들을 통해 최적

으로 선정된 값들이다.

(a) (b)

(c) (d)

그림 7. (a) 카메라움직임이없는영상, (b) [2]의빗줄기검출결과, (c) [5]의
빗줄기 검출 결과, (d) 제안 알고리즘의 빗줄기 검출 결과
Fig. 7. (a) Original image without camera motion, (b) The detection 
result in [2], (c) The detection result in [5], (d) The proposed detection 
result.

그림 7, 8은 카메라 움직임이 없는 매그놀리아 영화에서

의 비 영역 검출과 제거 결과를 보여준다.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배경의 경우 제안 기법은 물론 종래 기법들도 비를

잘검출한다. 그러나 그림 7 (b)와 같이 Zhang 방법은 카메

라가 정지한 상황에서도 물체가 움직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아웃라이어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Xue
의 방법은 아웃라이어는 비교적 적지만 제안 기법과 비교

했을 때 검출하지 못한 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7 (d)와 같이 제안하는 기법은 많은 빗줄기들과 그 영

역을 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제안 기법의 그림

8 (d)가 다른 기법들의 결과인 그림 8 (b), (c)과 비교하여

아티팩트 없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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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a) 카메라 움직임이 없는 영상, (b) [2]의 빗줄기 제거 결과, (c) [5]의 빗줄기 제거 결과, (d) 제안 알고리즘 빗줄기의 제거 결과
Fig. 8. (a) Original image without camera motion, (b) The rain removal result in [2], (c) The rain removal result in [5], (d) The proposed rain 
removal result.

(a)   (b)

  

(c)   (d)

그림 9. (a)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영상, (b) [2]의 빗줄기 검출 결과, (c) [5]의 빗줄기 검출 결과, (d) 제안 알고리즘의 빗줄기 검출 결과
Fig. 9. (a) Original image with camera motion, (b) The detection result in [2], (c) The detection result in [5], (d) The proposed dete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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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0. (a)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영상, (b) [2]의 빗줄기 제거 결과, (c) [5]의 빗줄기 제거 결과, (d) 제안 알고리즘 빗줄기의 제거 결과
Fig. 10. (a) Original image with camera motion, (b) The rain removal result in [2], (c) The rain removal result in [5], (d) The proposed rain 
removal result.

그림 9, 10는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환경에서 비 검출과

제거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9 (d)와 같이 제안 기법은 카메

라 움직임에 강인한 검출 결과를 보인다. 반면 그림 9 (b)와
그림9 (c)에서 보듯이 기존 기법들은 많은 아웃라이어를 포

함하고 있거나 비를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Zhang 방법의 경우, 비 영역을 제거할 때도 시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비 제거가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그림 10 (b)를 통해 알 수

있다. Xue 기법의 경우에는 인페인팅기법을 활용하였으나

검출 성능이 떨어져좋은 결과를얻지못하였다. 반면, 제안

하는 기법은 비 영역을 고려한 블록 매칭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고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 대해

서도 신뢰도 높은 주변 정보들을참조하여 우수한 복원 성

능을 보였다. 게다가 후 처리를 통해 그림 10 (d)와 같이

좀 더 보기 좋은 영상을 생성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카메라 움직임에 강인한 새로운 비

검출과 제거 기법을 제안했다. 비의 공간적 특성만을 이용

하여 카메라 움직임에 강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기의

비 성분들을 검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우시안 모델 분포

를 적용하여열화 된 주변 영역까지 커버함으로써 제거 성

능에 도움을 주었다.
제거 기법에서는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상할 수 있는 비

검출 정보를 이용한 블록 매칭 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뛰어

난복원 성능을 보였다. 특히 유사도측정과 블록 내 비 성

분의 비율을 고려한 새로운가중치 계산을 통해 물체의 경

계를 보존하고 블러 효과를 방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지 보존 필터링과 가시성 향상 기법을 통

해열화 된 비 영상의 화질을 전체적으로개선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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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안 기법의 우수성은 실험결과를 통해 정성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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