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지상 강의로서,
한국통신학회에서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큰	차원의	신호에서	적은	관측치만

으로	원	신호를	복원하는	문제는	

무선	이동통신,	기계학습,	빅데이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중요한	연

구주제가	되고	있다.

Ⅰ. 압축센싱 이란?

지난 십 여 년간 인터넷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생산 및 소비하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

로 증가하였다. 다루는 정보와 신호의 차원이 커짐에 따라 정보를 획득, 압축, 저장 그리고 복원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 왔으며 특히, 큰 차원의 신호에서 적은 관

측치만으로 원 신호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왔다. 이러한 문제는 무선 이동통신, 

영상처리, 기계학습, 레이더 신호처리, 빅데이터, 바이오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나타나

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래 압축센싱(compressive sensing) 기법이 많은 주

목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압축센싱은 신호처리, 정보이론, 조화 해석

학(harmonic analysis), 최적화 이론(convex optimization), 랜덤 행렬 이론(random matrix 

theory)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압축센싱 기법은 잡음이 있는 또는 없는 경

우, 관측치가 하나의 벡터 혹은 여러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경우, 복원하고자 하는 신호벡터가 연

속공간 혹은 이산공간에 있는가 여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입출력 신호, 시스템 구성, 그리고 사

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며 응용분야 역시 방대한 편이다. 압축센싱 알고

리듬 역시 문제 구성과 응용 분야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희소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압축센싱의 기본원리와 핵심을 간략

하게 요약하여 전달함으로써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연구분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희소벡터 및 

희소행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III장에서는 압축센싱 기법을 소개하며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희소벡터

희소도(sparsity)는 벡터에서 0이 아닌 원소의 개수를 일컫는다. 즉, 신호벡터에서 0아닌 원소

의 수가   개일 때 신호벡터의 희소도를   라고 한다. 희소도는 벡터   의   을 이용

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벡터가   이면,   가 된다. 그리고 벡터에서 

0 아닌 원소의 집합을 서포트(support)라고 한다. 즉,  로 표현된다. 위에 주어

진 벡터   의 경우 서포트   는   이 된다. 개념을 조금 확장하여 신호벡터에서 0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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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벡터의 복원
압축센싱 기법의 이해



압축센싱	기법은	큰	차원의	벡터,	

행렬은	본질적으로	낮은	자유도의	

신호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은	수의	

관측치	만으로	원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닌 원소 중 적은 수의 원소만이 큰 값을 갖고 나머지는 작은 값을 가질 때 이를 k-sparse신호로 

근사화 시킬 수 있다. 예컨대 벡터가   로 주어질 때 신호

의 희소도는 7이지만 크기가 작은 마지막 네 개 원소를 0으로 간주하는 경우 희소도는 3이 된다. 

이와 같이 신호를   개의 원소만으로 근사화 할 수 있는 신호를 k-compressible 신호라고 한

다. 주어진 벡터의 희소도(sparsity)가 차원보다 충분히 작은 경우 이를 희소벡터(sparse vector)

라고 말한다.

주어진 신호벡터가 희소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적절한 기저를 사

용하여 신호를 적은 수의 기저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원 신호벡터에 대해서 적절한 변환을 수행하여 희소 신호벡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간단한 

예로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각해보자. 냉장고에서는 전원의 60Hz 주파수 성분으로 인

한 가청 소음이 발생한다. 이 소음을 시간 축에서 측정하면 희소한 성질을 갖지 않지만 이산 푸

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 을 수행하면 변환된 주파수축에서 신호벡터의 대

부분의 원소는 0이거나 작은 크기를 갖고 60Hz에 해당하는 원소만이 큰 값을 갖게 된다. 따라

서 DFT를 기저로 사용하여 시간축 신호벡터를 주파수축 희소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 많이 사용

되는 변환으로는 웨이블렛 변환(Wavelet transform), 이산 푸리에 변환, 이산 코사인 변환(dis-

crete cosine transform) 등이 있다.   를 기저로,   를 기저행렬로 정의하면 주어진 벡터 

를 기저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신호벡터  와 기저를 사용하여 표현된 (희소) 신호

벡터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예에서   는 시간축 소음 벡터, , 변환 행렬   는 역 DFT (inverse DFT), 그리

고   는 주파수축 벡터가 된다. 주파수축에서 표현된   벡터에서 특정 원소 (소음의 주파수 성

분)만이 0아닌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호벡터   와 측정치 벡터   간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위에 주어진 두 식을 사용하여 측정치 벡터와 희소 신호벡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로 두면 시스템을 간략하게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관측신호  로부터 

조금 후 설명할 압축센싱 기법을 사용하여 희소벡터  를 구해낼 수 있으며,  관계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원 신호벡터인   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원 신호벡터  가 이미 희소성을 

갖는 경우 앞서 언급한 희소화 과정(sparsification)은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전개될 

논의에서 벡터는 희소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며   로 표현되는 선형시스템을 주로 고찰하

기로 한다.

희소 신호는 통상 벡터공간에서 정의되지만 정의를 확장하여 이차원 행렬공간에서 정의할 수

도 있다. 희소 행렬이라 함은 행렬의 원소 중 0아닌 원소가 적은 행렬을 일컫는다. 희소행렬의 

경우에도 벡터화 (vectorization)를 통해 희소벡터로 변환 가능하다. 압축센싱 기법은 큰 차원의 

벡터, 행렬은 본질적으로 적은 수의 원소만으로, 즉, 낮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신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은 수의 관측치 만으로 원 신호를 정확하게 혹은 근사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신호의 희소성은 지금까지 풀기 어

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희소벡터가 활용되는 예제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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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무선	시스템의	채널추정,	

영상의	스파스	코딩	등에서	희소벡

터의	좋은	활용	예를	찾을	수	있다.

1) 의료영상(medical imaging): 환자의 진찰과 진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

nance image; 이하 MRI), CT 촬영 등의 많은 의료영상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의료영상에서

는 기본적으로 자기장, X-선 등을 인체의 목적 범위에 조사한 후, 투과된 정도나 반사되어 나온 

정도에 따라서 장기, 뼈, 혈관 등 인체 내부 구조의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의료영상 기법은 

종양의 유무, 손상의 정도 판단, 질환의 진단 등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영상

을 얻어내기 위하여 환자가 긴 시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CT의 

경우, 스캐닝 시간은 X선에 노출되는 시간과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피검자의 건강에 치명

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스캐닝 시간, 즉, 적은 관측치만으로 선명한 영상을 얻어내는 기법은 

비용과 환자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무선 시스템의 채널추정: 수중음향 시스템이나 밀리미터 파장(millimeter wave) 대역에

서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반사나 회절 등으로 인한 신호의 감쇄가 크기 때문에 채널 임펄스 응답

(channel impulse response)은 하나의 line of sight(LOS)라 불리는 최단 경로 혹은 두세 개 정

도의 적은 수의 경로로만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즉 이산 시간 축에서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를 채널벡터라고 부르자), 채널벡터는 희소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파일럿(pilot)신호를 전송하면 수신 신호는 파일럿 신호벡터와 채널벡터간의 컨볼루

션(convolution)으로 표현된다. 이를 행렬-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수신벡터  와 희소한 채널벡

터  의 관계는  로 표현되며   는 파일럿신호로 생성되는 Toeplitz 행렬이 된다. 채널

벡터  를 추정하는데 있어 압축센싱 기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방식에 비해 크게 향상된 채널 추

정 성능을 얻을 수 있다[1].

3) 영상의 스파스 코딩(sparse coding): 희소 근사(sparse approximation)라 함은 딕셔너리 

행렬 (  ) 에서 원 신호벡터  를 잘 표현하는   개의 열들을 찾는 과정을 일컫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은 수의 열(딕셔너리)만으로 원 신호를 표현하는 것을 희소 분해(sparse 

decomposition) 혹은 스파스 코딩(sparse coding) 이라 한다. 예를 들어, 영상의 경우 다양한 형

태의 웨이블렛(wavelet)을 기저로 한 딕셔너리 행렬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고

정된 딕셔너리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딕셔너리를 찾는 딕셔너리 러닝(dic-

tionary learning) 기법도 근래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임펄스 채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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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개수가	복원하고자	하는	벡터

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	신

호벡터를	정확하게	또는	근사적으

로	복원할	수	있다.

Ⅲ. 희소 신호의 복원 – 압축센싱

본 장에서는 희소 신호벡터를 복원하기 위한 패러다임인 압축센싱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선형 시스템에서 원 신호벡터가 희소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본 후 희소한 경우를 다루도록 한다.

1. 선형 시스템의 해

m개의 방정식과 n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선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1)

여기서   는 측정 벡터,  는 복원하고자 하는 신호벡터,   는 시스템 행렬이다. 이

러한 시스템에서, 측정 벡터  는 시스템 행렬  의 열의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즉,  

 (  와  는 각각   의   번째 원소와 행렬  의  번째 열을 나타냄)로 표현될 수 

있으며,   는 행렬  의 열을 기저(basis)로 구성되는 부분공간(subspace)에 존재한다.

먼저, 측정 개수가 복원하고자 하는 벡터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 ( )의 경우를 생각

해보자.  인 시스템을 overdetermined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인 경우를 deter-

mined라고 부른다. 이러한 overdetermined 혹은 determined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행렬이 full 

rank ( )를 가질 때, 원 신호벡터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 측정벡터 

 로부터 원 신호벡터를 복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으며 잘 알려진 방법으로 가우스 소거법

이 있다. 행렬에서 full rank 조건이 만족되지 못해 정확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오차 벡터

( )를 최소화하는 근사해(approximate solution)를 찾을 수 있다. 오차 벡터의 크기

( )를 최소화하는 벡터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이기 때문에,   에 대한   의 미분식을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이 식으로부터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위의   해 를 최소 자승해(least squares solution)라 부른다.  는 행렬  의 범위 공간

(range space)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점 중에 측정 벡터  에 가장 가까운 점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overdetermined 시스템과 달리, 측정치의 개수가 복원하고자 하는 벡터의 크

기보다 적은, 즉,  조건을 만족하는, 과소결정(underdetermined) 시스템의 경우 일반

적으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원 신호벡터를 복원하기 어렵다. 간

단한 예제로,  이고 원 신호벡터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선형시스템은   로 표현된다. (2,0), (1,1), (-4,2) 등 주어진 시스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을 만족하는 모

든 벡터  에 대해 (예를 들면 , (3, -3)등에서)  은 식 

 을 만족한다. 이러한 벡터  는 영공간   의 원소이며 이 예

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소결정 시스템에서 영공간의 원소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1)을 만족

하는 유일 해(unique solution)를 구할 수 없다. 

참고로   가 full rank를 가지지 않으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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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보다	알지	못하는	원소가	더	

많은	과소결정	시스템에서는	원	신

호가	희소성을	갖는	경우	복원이	

가능하게	된다.

에서는 최소 자승해를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과소결정 시스템에서는  를 만족하

면서   의   을 최소화하는 해를 구하는 방식이 종종 사용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4)

(4)의 해는 라그랑주 승수법(Lagrangian multiplier)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agrangian

은 다음과 같으며  , 이를 풀면 다음과 같다.

                                               (5)

(3)에 주어진 최소 자승해는 원 입력 신호를 비교적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음에 비해, (5)에 주

어진 최소 노옴 해(minimum norm solution)는 원 입력 신호의 정확한 복원을 보장하지 않는

다. 자명한 말이지만 측정치보다 알지 못하는 원소가 더 많은 과소결정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

로 원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이 원 입력 신호가 희

소성(sparsity)을 갖는 경우 복원이 가능하게 된다.

2. 희소 신호의 복원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소결정 시스템의 해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해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side information)가 필요하다. 압축센싱 기법에서는 원 신호가 희소하

다는 성질을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한다.

앞 절에서 다룬 간단한 예제에서   만일 벡터  가 희소한 경우, 적어

도 두 원소 중에서 하나는 0이 되어야 하므로, 해는    또는   이 된다. 이

와 같이 희소성이라는 제약 조건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해의 개수가 무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희소한 입력 벡터를 찾는   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이 식의 해는 주어진 방정식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영의 개수가 적은 벡터가 된다.  

 최소화 문제에서   는 non-convex 함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를 찾기 위해

서는 조합적인 방식(combinatoric approach)이 사용된다.   최소화 알고리듬에서는 

방정식 제약조건  을 만족하는 희소도 1인 해를 먼저 찾으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희소도 2인 해를 찾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

의 희소도를 갖는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계산량이   벡터의 차원에 비례해서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onoho와 Candes및 Tao등은   최소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완화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2].

<그림 2>에 3차원 공간에서  , , 그리고   을 각각 도시하였다. 편의상 원 신호벡

터의 희소도를 1이라고 하면 원 신호는 , , 또는  형태로 축(axis) 상에 

존재하게 된다.   최소화 기법에서는 먼저 축 상에서, 즉 희소도 1인, 해를 찾기 때문

에 원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은 다이아몬드 형태를 갖기 때문에 제약조건을 만족

시키는 해가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인 축 상에 보통 나타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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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센싱	기법에서	원	신호를	복원

하기	위한	greedy기반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적으면서도	

우수한	복원	성능을	갖는다.

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가 축 상에 나타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실제 Candes와 Tao는 restricted isometry property (RIP)라고 불리는 적절한 조건이 만

족되는 경우   최적화와   최적화 기법이 동일한 해를 가짐을 보였다.

참고로 잡음이 있는 경우,   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잡음 전력의 세기가 된다.   은 컨벡스 함수이기 때문에 위에 주

어진 문제는 컨벡스 최적화(convex optimization) 문제가 되며 선형 프로그래밍(linear 

programming) 기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3].

3. Greedy 알고리듬 기법

압축센싱 기법에서 원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 효율적인 복구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앞 절에서 언급한 컨벡스 최적화 기법은 복원 과정에서 높은 계산 복잡도를 요구하는데 비

해, greedy 기반의 알고리듬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적으면서도 우수한 복원 성능을 갖기 때문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4][5]. Greedy 알고리듬은 기본적으로 서포트의 원소를 한번에 하나씩 추

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추정한 서포트 원소가 정확하다면, 센싱행

렬에서 서포트에 해당하지 않는 열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서 underdetermined 시스템을 over-

determined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림 3>참조), 변환된 overdetermined 시스템에서 

최소 자승해를 구함으로써 원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 물론 매 반복마다 서포트 원소를 

찾는 과정이 greedy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포트의 정확한 추정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확하게 원소를 복원하는 것 역시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Greedy 알고리듬

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휴리스틱(heuristic)한 기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 여러 연구를 통해서 

greedy 알고리듬의   최소화 기법과 비슷한 복원조건을 갖는 것이 밝혀졌다.

그림 2. 다양한 norm의 형태

그림 3. Greedy algorithm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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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dy기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인	OMP	기법에서	희소신호를	복원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Greedy기반의 대표적인 알

고리듬으로 OMP (orthog-

onal matching pursuit) 기

법이 있으며 OMP 알고리

듬에서 희소신호를 복원하

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원 신호벡터  에서 0이 

아닌 원소의 집합인 서포트

를  T 라고 두자. 매 반복 과

정마다 센싱행렬   와 잔차

(residual)벡터  의 상관도 

(correlation)를 계산해서 상

관도가 가장 큰 원소   를 서

포트 집합  T 에 포함시킨다 ( 

 
). 첫 반복에서 잔차는 수신벡터로 설정한다 . T의 원소에 해당하는 센싱행렬   의 

열 벡터를 이용하여 첨가 행렬(augmented matrix)인   을 구한다. 예컨대, T의 원소가 1

과 3이라면   는   의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행으로 이루어진다 (  ). 마
지막으로   와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소 자승해  를 구하고, 잔차를 갱신한다 ( 

 ). 이 과정을 주어진 반복회수만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해를 구한다(<그림 

4> 참조).

4. 다중 측정 벡터 복원

지금까지는 단일 측정 벡터(single measurement vector; 이하SMV)의 복원 문제에 대한 연구

가 많았으나 근래 다중 측정 벡터(multiple measurement vector; 이하MMV) 복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MMV 복원 문제란, 하나 이상의 측정 벡터로부터 원 신호벡터를 복원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동일한 희소벡터를 여러 번 관측하는 경우 혹은 희소벡터 간의 상관도가 높은 

경우 MMV 기법을 사용하여 복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MMV에서 측정 벡터는 여러 관측치 

벡터들을 중첩한 측정 행렬 (measurement matrix)로 바뀌며, 선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된다.

                                                         (7)

표 1. OMP 알고리듬

입력	변수	:	

초기화	:	잔차	벡터	

while		

								 						

												(서포트	원소	선택)

																																				(서포트	원소	추가)

																		(신호벡터	추정)	

																																				(잔차의	갱신)

end

결과	:		

그림 4. OMP 알고리듬의 블록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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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측정	벡터	복원	문제는	하나	

이상의	측정	벡터로부터	원	신호벡

터를	복원하는	것으로	노옴	최소화	

기법,	greedy	기법,	MUSIC	알고리

즘	등이	있다.

여기서 측정 행렬은  , 복원하고자 하는 행렬은  , 시스템 행렬은  

 가 된다. SMV와 동일하게 MMV문제에서도 희소한 벡터를 찾는 문제를 서포트의 원

소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생각 할 수 있다. 행렬  에서   번째 열의   번째 원소를   라 할 

때, 서포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여기서   가 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행렬  에서

각각의 열 벡터에 대하여   이기 때문에 서포트는 

 이다.

SMV 문제와 동일하게 MMV에서의 복원 문제는 서포트의 원소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를 찾

는 것이며 MMV 복원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6].

각 열의 서포트 원소들이 동일(common)하거나 상관성(correlation)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열들

을 독립적으로 복원하는 것보다 서포트 집합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이다. 간단한 예제로, 식  과   을 살

펴보자. 이 경우,   와   는 각각   으로 표현된다. SMV 

문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행렬   에서 영 아닌 원소가 같은 행에 존재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희소벡터  과  의 서포트 원소가 동일한 경우 각각의 행의 원소는 모두 

영 이거나 아니면 모두 영 아닌 원소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영 아닌 값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하

지만 이 경우에도   과  가 영 아닌 원소라면  , , ,  모두 영

이다. 그러므로 희소도가 1이라고 가정할 때 가능한 해의 개수는 무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MMV 복원 문제를 푸는 알고리듬으로 노옴 최소화(norm minimization) 기법, greedy 기법, 

MUSIC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알고리듬 등이 있다[7].

Ⅴ. 맺 음 말

본 논문에서는 근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압축센싱 기법의 기본원리, 응용 및 복원 기법에 대

해서 소개하였다. 압축센싱은 무선통신 시스템 혹은 수중음향 시스템에서 채널 추정, 협대역 간

섭 제거, 출발 및 도착 각도 (angle of arrival/departure) 예측, 의료 산업에서 MRI, CT 기술, 

레이더 시스템, 지진탐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응용분야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비교적 ‘젊은’ 연구분야이며 여전히 많은 문

제들, 예컨대 이론적 한계규명, 성능 및 복잡도를 최적화하는 알고리듬, 응용분야에 적합한 복원 

기법 등 다양한 도전적 문제들이 남아있다. 본 논문이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압축센싱에 대한 관

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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