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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의 복합 열화 영상 분류 및 복원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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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단일 열화 영상 복원 방법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한가지의 특정 열화를 해결하
는 데 맞춤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으로 열화 된 영상 분류 및 복원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복합 열화 영상 분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CNN 기반의 알고리즘인 사전 학습된 Inception-v3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영상 열화 복원을 위해 기존의 CNN 기
반의 복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툴체인을 구성한다. 실험적으로 복합 열화 영상의 복원 순서를 추정하였으며, CNN 기반의 영상 화질
측정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추정된 복원 순서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실험 결과를 통해 복합 열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The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single degradation restoration method shows outstanding performance yet is 
tailored on solving a specific degradation type.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lgorithm of multi-degradation classification and 
restoration. We utilize the CNN based algorithm for solving image degradation classification problem using pre-trained Inception-v3 
network. In addition, we use the existing CNN based algorithms for solving particular image degradation problems. We identity the 
restoration order of multi-degraded images empirically and compare with the non-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ment score based 
on CNN. We use the restoration order to implement the algorith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solve multi-degrad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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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전문 사진 작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직접 고화질의 영상을 취득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 촬영 시 손 떨림 및 피사체의 빠른 움직임으로 인한

모션 블러, 캡쳐 디바이스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저화질과

잡음은 많은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렇게 열화된 영

상은 화질 개선을 통해 고화질 영상으로의 복원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다양한 열화를 포함한 영상에 대해 복원하기

위한 열화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열화 복원을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자동화된

컴퓨터비전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컴퓨터비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전적 기법 대비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CNN은 네트워크 학습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지만 테스트에는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사전 학습된 복수 네트워크의 테스트는 쉽게

결합이 가능하다. 다양한 열화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대표

적인 기존의 연구로서 CNN을 사용한 RL-Restore[1]는 tool-
box와 agent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강화 학습을 사용하였다. 
RL-Restore가 해결한 열화 문제는 총 세가지로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잡음 및 JPEG 압축 왜곡을 포함한다. 그러

나 해결한 열화 문제가 단순하고, 각 열화 특성마다 사용된

인자들이 고정되어 있으며, 복원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작

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CNN의 장점을 활용하고 기존 연구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합 열화 영상을 분류하고, 현존하

는 CNN 기반의 열화 복원 알고리즘을 빌딩 블록으로 이용

한 복합 열화 영상 개선을 위한 툴체인 구성과 이를 통한

영상 복원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복합 열화 영

상을 위한 CNN 학습을 위해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였고

사전에 학습된 Inception-v3를 전이 학습하였다. 또한 현존

하는 CNN 기반의 열화 영상 복원 알고리즘을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복합 열화 영상의 바람직한 열

화 복원 순서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합 열화 영상

개선을 위한 툴체인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영상 화질 측

정과 영상 복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복원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후 4절에서는 영상 복원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의 연구

1. 안개 제거 알고리즘

Dark Channel Prior[2]를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3]에

따르면 수학적 안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는 관찰된 안개 낀 영상, 는 안개가 제거된 영

상, 는 대기 산란광이며 는 빛의 전달량 함수를 의미

한다.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 안개가 없는 영상의 특정 부분

의 RGB 중 하나의 값이 0에 가깝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으

로 를 추정한 뒤 (1)에 대입하여 안개가 제거된 영상인

를 구한다. CNN 기반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인 AOD- 
NET[3]은 이를 (2)로 재정립하였고 5개 층의 convolutional 
layer를 통해 를 추정하였다.

 






 (2)

는 (1)과 동일한 대기 산란광이며 는 바이어스 상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얻은 를 (2)에 대입하여 안개가 없

는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안개 제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비 제거 알고리즘

비궤적이 포함된 영상을 모델링하기 위한 Luo의 연구[4]

에 따른 screen blend model은 다음과 같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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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은 점방식곱셈을 나타내고 는 비가 없는깨끗

한 영상층 와 비 영상층  두층으로 이루어져있는 영상

이다. 상호배타성을갖는 사전을 학습함으로써비 영상층

을 희소 코딩으로 추정하여 비가 없는 깨끗한 영상 층 

를 복원한다. CNN 기반의 비 제거 알고리즘인 Qiusheng의
연구[5]에서는 영상층분해와 DenseNet[6]을 사용하여 비 영

상층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궤적이 사라진깨끗한

영상 층 를 복원하였다.

3. 모션 블러 제거 알고리즘

블러 제거 알고리즘은 블러 커널을 모르는 상황과 블러

커널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나눌수 있다. 모션 블러의 수학

적 모델[7]은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는블러 된영상, 는모션 블러커널, 은블러

가 되지 않은 깨끗한 영상이고 은 알려지지 않은 잡음을

나타낸다. 블러커널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선 블러커널을

추정하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블러커널을 블러 된

영상 에 디컨볼루션을 사용하여 블러가 되지않은깨끗한

영상 을 얻는다. CNN 기반의 블러 제거 알고리즘인

SRN-DeblurNet[8]은 스케일 순환 신경망을 통해 coarse to 
fine 방식으로 블러 제거를 수행하며, 다양한 스케일을 이용

한 결과로 기존의 방법보다더분명한 경계면을 복원하였다.

4. 초해상도 복원 알고리즘

저해상도 영상을초해상도로 복원하기 위한 기존의 기법

은 자기 자신을예제로 사용하거나 미리 정의해놓은 사전

과 특징을 비교하여 복원하는 방법과 최근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CNN 기반의 방법이 있다. CNN을 사용한 방법

중 하나인 VDSR[9]은 선명한 초해상도 영상에서 저해상도

영상을 뺀영상에 대해 학습을 하였고 다양한 스케일에 대

해 학습을 하여 빠른 수렴과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SFTGAN[10]은 이러한 장점에더하여 영상 내에 빌딩, 하늘
등과 같은 문맥적 사전정보를 추가하여더높은 성능을 보

였다.

5. 잡음 제거 알고리즘

잡음 제거는 저역통과 필터링으로 단순히구현될수 있

지만 복원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에 CNN을 잡음 제거에 사용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대다수

의 알고리즘들이 잡음이 있는 영상과 깨끗한 영상의 쌍을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그에 반해 Noise2Noise[11]는

깨끗한 영상 없이 잡음이 있는 영상만을 사용하여 네트워

크를 학습하였으며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가우시안 잡음과

점 잡음 제거에 우수함을 보였다.

6. 영상 화질 측정

영상 화질 측정은 크게 기준영상의 유무에 따라 전 기준

화질평가(FR-IQA : Full-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 
ment)와 무기준 화질 평가(NR-IQA : No-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ment)로 나눌 수 있다. 무기준 화질 평가는

다시 특정 열화의 NR-IQA와 일반적인 NR-IQA로 나눌수

있다. 특정 열화의 NR-IQA는 블러, JP2K, JPEG과 잡음과

같은 특정 열화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근거하거나 CNN을

사용하여 화질평가를 한다. 일반적인 NR-IQA는 영상에서

Natural Scene Statistics (NSS) 기반의 특징과 같이 직접 특

징을 추출해 영상 화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CNN을 이용하

여 영상 화질 특징을 학습하여 영상 화질을 측정하는 방법

이 있다. 특징을 직접 추출하는 경우 연산량이 많으므로 수

행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최근에는 CNN을 이용하

여 영상 화질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노력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CNN 기반의 영상 화질 측정 알고리즘인 CNNIQA[12]

는 무작위의 지역적 영역들을흑백영상으로변환한 후 대

비도 정규화를 하여 영상 화질을 측정하고 이들의 평균으

로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였다.

Ⅲ. 제안하는 영상 복원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그림 1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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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열화된 입력영상에 대해 열화 분류를 통해 어떤

열화가 있는지판별한 후 영상 화질 측정 알고리즘을 통해

화질 점수를 부여한다. 지배적인 열화 분류 결과에 해당하

는 영상 복원을 진행한 뒤 화질 점수를 구해앞의 화질 점수

와 비교하여 화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복원을 마치며 화

질이 나아졌다면 열화 분류부터 반복한다. 열화 영상 분류, 
영상 화질 측정과 열화 영상 복원은 모두 CNN 기반의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열화 분류 알고리즘[1]은주로 가우시안 블러, 가우

시안 잡음과 JPEG 압축 왜곡에초점이 맞춰져있었다. 그러

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씨에서 영상을 취득하였을 때도

영상 열화는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열화문

제는 총 다섯가지로서, 안개 또는 비와 같이 장면에근본적

으로 존재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열화(타입 1)와 모션

블러, 저화질, 잡음 등과 같이 영상을 취득할 때 카메라 내부

에서 발생하는 열화(타입 2)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단일 열화 영상 데이터셋과 복합 열

화 영상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으며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

셋은 타입 1의 열화에 타입 2의 열화를 추가하여 총 6가지

의조합을갖도록 하였다. 또한 단일 열화 영상 데이터셋은

열화 영상 분류 학습에 사용하였고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

셋은 복합 열화 영상 복원 순서를 찾기 위해 사용하였다. 
열화된 영상에서 열화 특성의 스케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layer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특성을 학습할 수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2. Inception-v3 네트워크 구조도
Fig. 2. The network diagram of Inception-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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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서로 다른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여 미리 학습된 그

림 2의 Inception-v3[13]를 전이 학습하여 열화 영상 분류를

수행하였다. 분류 결과에 있어 열화 특성 클래스들의 확률

합은 1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열화 클래스들이 나눠 갖

도록 하여 지배적인 열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단일 열화 영상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분류기를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셋에 테스트하였고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작동함을 보였다. 열
화 영상 복원을 위해 CNN 기반의 알고리즘들인 AOD- 
NET[3], Qiusheng의 연구[5], SRN-DeblurNet[8], SFTGAN[10]

과 Noise2Noise[11]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복합 열화 복원

알고리즘이 갖는 낮은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복합 열

화 영상의 열화 복원 순서를찾기 위해 복합 열화 영상 데이

터셋에 CNN 기반의 복원 알고리즘들을 순서를 바꾸어 가

며 적용하였고 PSNR, SSIM과 결과 영상을 종합하여 6가
지조합의 복합 열화 영상의 열화 복원 순서를 결정하였다. 
영상 화질 측정은 CNN 기반의 영상 화질 측정 알고리즘

중 NR-IQA인 CNNIQA[12]를 사용하였으며앞에서 정한 복

합 열화 문제에 대한 열화 복원 순서와 CNNIQA의 결과를

비교하여 복합 열화 문제에 대한 열화 복원 순서가 합당함

을 보였다.

Ⅳ. 실험 결과

1. 데이터셋 생성

열화 영상 분류 학습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5가지의 열화

(a) (b) (c)

(d) (e)

(f) (g)

그림 3. 학습 데이터셋 예시 (a) 안개, (b) 실제 비, (c) 합성된 비, (d) 원본 이미지(DIV2K), (e) 모션 블러, (f) 저 화질, (g) 잡음
Fig. 3. Examples in the training dataset (a) haze, (b) rain real, (c) synthetic rain, (d) original image (DIV2K), (e) motion blurred, (f) low resolution, 
(g)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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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3,600개의 영상을 가지는 데이터셋을 직접 생성

하였으며 (총 18,000개), 각 열화 문제에 대한 데이터셋 생

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타입 1의 안개와 비 열화 영상은

각각 MVD[14]에서 이용된 1800장의 실제 영상과 1,800장
의 합성된 영상[15]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타입 2의 모션 블

러, 저화질, 잡음 영상은 DIV2K[16]를 사용하여 각각 3,600
장의 합성 영상을 생성하였다. 모션 블러는 무작위한 방향

으로 20, 30, 40 그리고 100 화소 길이의 선형블러 커널을

적용하였다. 저화질은 3, 4, 5 그리고 10의 종횡비로 축소

한 후, 원래 크기로 선형 보간하였으며 잡음은 무작위 가

우시안 잡음과 점 잡음을 추가하였다. 학습과 검증을 위해

3,200개와 400개로 데이터셋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림 3
를 통해 학습 데이터셋의예시 영상을확인할 수 있다. 복합

열화 영상은앞에서 정의한 5가지 열화의조합으로 생성하

였으며, 먼저 영상을 취득하기 전에 생기는 열화인 안개와

비를 생성한 뒤 영상을 취득한 후에 생기는 열화인 모션

블러, 저화질과 잡음을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예: 안개-모
션 블러, 비-저화질, 안개-잡음 등).

2. 복합 열화 영상 분류

본 논문은 Intel i7-7700 3.6GHz CPU와 NVIDIA 
GeForce GTX 1080 Ti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화 영상 분류를 위해 사전 학습된 Inception- 
v3를 100 batch size로 11,000 step까지 전이 학습을 진행하

였다. 데이터셋에무작위 자르기를 통해 열화 특성을더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cross entropy를 손실 함수로 사용

하였다. 그림 4는 TensorBoard를 이용하여 step 별학습 정

확도, 검증 정확도와 손실 값의 추이를 나타낸그래프이며

학습 정확도는 96%, 검증정확도는 88%로 수렴한 것을확

인하였다.
5가지 열화 문제에 대해 각각 400장의 영상을 테스트에

사용하였고, 열화 분류 테스트 결과가 한 가지의 지배적인

열화가 나올수 있는 경우인 한 열화 특성의확률이 50%를

넘는 것을 올바른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테스트 영상에 대

한평균성공률은 90.95% 였으며 표 1과 표 2를 통해 단일

열화 영상 분류와 복합 열화 영상 분류 결과를 보였다. 표
1과 표 2의 Haze, Rain, MB, LR과 Noise는 각각 안개, 비, 
모션 블러, 저화질과 잡음을 나타낸다. 표 1에서의 모션 블

러 테스트 영상이 저화질로 분류되는 경우는 모션 블러의

커널이 작을 때 저화질과 유사한 특성을갖게 되기 때문으

로 볼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복합 열화 영상의 경우 타입

1의 열화보다 타입 2의 열화 결과로더지배적으로 분류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Input Testset
Classification Result (%)

Haze Rain MB LR Noise

Haze 94.75 3.25 0.25 1.25 0.50

Rain 4.75 82.75 4.00 4.75 3.75

MB 0.50 0.50 76.75 21.50 0.75

LR 1.50 0.50 3.00 92.75 2.25

Noise 0.25 0.50 1.00 1.25 97.00

표 1. 단일 열화 영상 분류 정확도
Table 1. Accuracy on the single-degradation test dataset 

(a) (b)

그림 4. 전이 학습 결과 (a) 정확도, (b) 손실 값 (붉은 색: 학습, 파란 색: 검증)
Fig. 4. Transfer learning results (a) accuracy, (b) cross entropy (red: train, blue: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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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 열화 영상 복원

앞에서 생성한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셋에 대해 각 열화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CNN 기반의 기존 알고리즘들을 사

용하였으며 각각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안개 제거를

위해서 AOD-NET[3], 비 제거에는 Yan의 알고리즘[9], 모션

블러 제거는 SRN-DeblurNet[8]을 사용하였으며 초해상도

복원은 SFTGAN[10]으로, 잡음 제거는 Noise2Noise[11]를 사

용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의 수행 성능은 그림 5에 보였다. 
다음으로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셋에 대해 열화 복원을

하였으며 열화 복원 결과의 PSNR 평균과 SSIM 평균은 표

3을 통해확인할 수 있고, 결과 영상의 사례는 그림 6를 통

해확인할 수 있다. 표 3과 그림 6에근거하여 본 논문에서

정의한 복합 열화 문제 복원의 순서는 다음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안개-저화질, 모션 블러-안개, 안개-잡음, 비-
저화질, 모션 블러-비 그리고 잡음-비. 복원 순서 결과가 합

당함을 보이기 위해 영상 화질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다. 실생활에서 열화된 영상은 기준영상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무기준화질평가를 목적으로 하여 CNN 기반

Input Testset Classification Result (%)
First Degradation Second Degradation Haze Rain MB LR Noise

Haze
MB 0.75 4.25 79.00 14.00 2.00
LR 0.50 1.25 9.25 85.25 3.75

Noise 5.25 3.75 6.75 20.00 64.25

Rain
MB 0.00 6.25 93.75 0.00 0.00
LR 1.00 41.50 8.00 49.50 0.00

Noise 0.00 8.00 0.50 1.50 90.00

표 2. 복합 열화 영상 분류 정확도
Table 2. Accuracy on the multi-degradation test dataset 

(a) (b)

(c) (d)

(e)
그림 5. 개별 복원 알고리즘 수행 결과 (a) 안개 제거, (b) 비 제거, (c) 블러 제거, (d) 초해상도 복원, (e) 잡음 제거 (왼쪽: 입력 영상, 오른쪽: 복원 결과)
Fig. 5. Results of the individual restoration algorithms. (a) dehaze, (b) derain, (c) deblur, (d) SR, (e) denoise (left: input, righ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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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e + LR Haze + MB Haze + N Rain + LR Rain + MB Rain + N
First Solved dehaze SR dehaze deblur dehaze denoise derain SR derain deblur derain denoise
PSNR (dB) 18.108 18.013 19.653 19.421 17.397 17.327 20.796 20.767 22.843 23.532 25.958 27.989
SSIM (%) 0.5011 0.5022 0.6337 0.6274 0.5127 0.5101 0.5298 0.5292 0.6452 0.6792 0.7157 0.8116

표 3. 복합 열화 영상 복원의 PSNR 평균 및 SSIM 평균
Table 3. PSNR average and SSIM average on the multi-degradation test dataset

Haze + LR Haze + MB Haze + N
First Solved X dehaze SR X dehaze deblur X dehaze denoise

CNNIQA 39.193 28.536 26.293 38.128 38.194 34.510 45.910 25.189 28.812
Rain + LR Rain + MB Rain + N

First solved X derain SR X derain deblur X derain denoise
CNNIQA 58.533 43.824 48.152 27.455 33.149 30.319 42.269 26.422 21.819

표 4. 복합 열화 영상 복원의 CNNIQA 계산 결과
Table 4. CNNIQA evaluation results on the multi-degradation test dataset9 

(a)

    

(b)

(c)

(d)

(e)

(f)

그림 6. 복합 열화 영상 복원 결과 (a) 안개+저화질, (b) 안개+모션 블러, (c) 안개+잡음, (d) 비+저화질, (e) 비+모션 블러, (f) 비+잡음
Fig. 6. Restoration results on multi-degradation image (a) haze+LR, (b) haze+MB, (c) haze+N, (d) rain+LR, (e) rain+MB, (f) ra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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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고리즘인 CNNIQA를 사용하였으며 복합 열화 영상에

대한 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의 영상 화질

점수는 0부터 100까지 부여되고 낮은 점수일수록 높은 화

질을 의미한다. 또한 표 4의 X열은 해당 복합 열화 영상에

대한 CNNIQA 결과를 나타낸다. 표 4에 의한 복원 순서는

‘저화질-안개’, ‘모션 블러-안개’, ‘안개-잡음’, ‘비-저화질’, 
‘모션 블러-비’ 그리고 ‘잡음-비’임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대비 정규화로 인한 안개와 저화질의 복원 순서를 제외하

면 표 3의 복원 순서와 일치함을 보여 복원 순서가 합리적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확장하여 다른 열화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복합 열화에 대해 복

원이 가능한 툴체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열화를 포함한 영상에 대해 복원

하기 위한 열화 문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두 가지의 복합

열화 문제에 대해 복원 순서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CNN 기반의 영상 열화

분류, 영상 복원과 영상 화질 측정으로 구성된다. 복합 열화

영상 분류를 위한 CNN 학습을 위해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

하였고 사전에훈련된 Inception-v3를 전이 학습하였다. 현
존하는 CNN 기반의 열화 영상 복원 알고리즘을 복합 열화

영상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복합 열화 영상의 바람직한 열

화 복원 순서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CNN 기반의 영상 화질

측정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하여 추정된 열화 복원 순서

가 합당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 복합 열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으

며앞으로 이에 다른 열화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면더많은

열화에 대해 복원이 가능한 툴체인이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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