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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모션 블러(motion blur)를 포함하고 있는 다 시 (multi-view) 상을 이용하여 객체의 3차원 형상 

복원시 상을 효과 으로 디블러링(deblurring)하여 3차원 형상 복원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을 제안한다. 다 시  상의 

디블러링 수행시 다 시  상 간의 기하학  상 계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히 PSF (point spread function)를 구함으로써 

결과 으로 보다 정확한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할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각각의 입력 상에서 기 2D PSF를 독립 으로 

구한 후, 3차원 PSF의 후보를 각 입력 상의 카메라 행렬에 의해 투 했을 때 이들에 역 으로 가장 잘 부합하는 3D PSF

를 탐색한다. 3D PSF는 방향과 도 성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결국 3차원 공간에서의 물체의 움직임 궤 과 동일하다. 추정된 

3D PSF는 각 상으로 다시 투 되어 각 상의 2D PSF로 추정되고, 이에 의해 각 상의 디블러링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다 시  상 디블러링과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한 결과, 단일 상만을 이용하여 복원할 경

우에 비하여 디블러링과 3차원 형상 복원 모두 히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reconstruct accurate 3D shape object by using multi-view images which are 

disturbed by motion blur. In multi-view deblurring, more precise PSF estimation can be done by using the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multi-view images.  The proposed method first estimates initial 2D PSFs from individual input 

images. Then 3D PSF candidates are projected on the input images one by one to find the best one which are mostly 

consistent with the initial 2D PSFs. 3D PSF consists with direction and density and it  represents the 3D trajectory of 

object motion. 야to restore 3D shape by using multi-view images computes the similarity map and estimates the position 

of 3D point. The estimated 3D PSF is again projected to input images and they replaces the intial 2D PSFs which are 

finally used in image deblurring.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quality of image deblurring and 3D reconstruction 

improves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e result when the input images are independently deblurred.

      Keywords : 다 시 , 디블러링, 3차원 형상 복원, PSF, 모션 블러

Ⅰ. 서  론

최근 상 취득 기술의 발 으로 인해 구나 쉽게 

상을 취득하고 편집하며 달할 수 있다. 한 상

* 학생회원, ** 평생회원, 인하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9-0069077).

수일자: 2012년8월13일, 수정완료일: 2012년10월17일.

은 뛰어난 정보 달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 인 정보 달의 매개체로써 각 받고 있다. 기술

의 발 으로 인해 고화질 상의 취득이 용이해짐으로

써 한 장의 상 내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 내에서 원하는 정

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컴퓨터 비 , 상처리 분야에서는 이러한 상내

의 정보를 복원, 추 , 정합, 분류, 합성 등의 다양한 목

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취득된 상이 여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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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블러된 상의 사례. (a) 모션 블러에 의한 블

러링, (b) 손떨림에 의한 블러링.

Fig. 1. Examples of blurred image. (a) Motion blurred 

image, (b) Blurred by hand shaking.

에 의해 변형, 훼손되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상으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다.

정확한 상을 취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요 요인 

에 하나는 상 취득 시 피사체의 움직임 는 상취

득 장비의 움직임으로 인한 모션 블러이다. 상 취득 

시 그림 1 (a)와 같이 카메라 셔터 속도에 비해 빠른 물

체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상 내의 물체는 블러를 포

함한다. 한 그림 1 (b)와 같이 손 떨림으로 인한  카

메라의 움직임은 상 체가 블러되는 원인이 된다. 

상이 블러되면 이후 정확한 알고리즘 수행은 매우 어

려워지며, 따라서 한 디블러링
[1～2]
을 수행하여 블러

되지 않은 선명한 상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크게 PSF (point spread function) 추정과 디

콘볼루션(deconvolution)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 시  상을 이용한 3차원 형상 

복원시 입력 상에 블러가 존재하는 상황을 다룬다. 

디블러링을 수행하지 않고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하거

나 입력 상을 독립 으로 디블러링 하여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할 경우 복원된 3차원 형상은 부정확한 결

과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다

시  상 간의 기하학  상 계를 고려한 효과

인 디블러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

름도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우선 각각의 입력 상에

서 기 2D PSF를 독립 으로 구한 후, 3차원 PSF의 

후보를 각 입력 상의 카메라 행렬에 의해 투 했을 

때 이들에 역 으로 가장 잘 부합하는 3D PSF를 탐

색한다. 3D PSF는 방향, 길이, 도 성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결국 3차원 공간에서의 물체의 움직임 궤 과 동

일하다. 추정된 최 의 3D PSF는 각 상으로 다시 투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블록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되어 각 상의 2D PSF로 추정되고, 이에 의해 각 

입력 상을 디콘볼루션 하여 디블러링을 수행한다. 최

종 으로 디블러링된 상을 이용하여 객체의 3차원 형

상 복원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다 시  상 기반 3D PSF 추정 알

고리즘을 소개한다. 제 Ⅲ장에서는 추정된 3D PSF를 

이용하여 다 시  상의 각 상을 디블러링 하는 기

법을 제안한다. 제 Ⅳ장에서는 다 시  디블러링된 다

시  상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하며. 

제 Ⅴ장에서는 다양한 입력 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

는다.

Ⅱ. 다중시점 영상 기반의 3D PSF 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물체의 등속 선형 

움직임을 가정한다. 한 상에서의 PSF는 모두 균일

한 상황을 가정한다. 입력으로 쓰이는 다 시  상은 

모두 보정(calibration)되어 있고 따라서 카메라 행렬이 

알려져 있다.

 

1. 초기 2D PSF 추정

본 논문에서는 3D PSF를 추정하기 한 찰 정보

로서 개별 시 에서 추정한 2D PSF를 사용한다. 다

시  상을 이용한 3차원 형상 복원 환경의 경우 개별 

시 의 PSF는 복원 상 물체의 3차원상의 움직임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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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 시  상에 한 기 2D PSF.

Fig. 3. Initial 2D PSF about multi-view image dataset.

차원상의 상으로 투 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개

별 상으로부터 추정된 2D PSF는 3차원상의 블러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요한 근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콘볼루션을 이용한 블러 모델을 가정

하며 블러된 상 는 식 (1)과 같이 표 된다.

  ⊗         (1)

여기서  ,  , 은 각각 모션 블러 커 (PSF), 선명한 

원본 상, 그리고 잡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입력 상의 기 PSF를 생성

하기 한 알고리즘으로 Shock 필터를 이용하여 상

내의 에지 정보를 강화시켜 PSF를 추정하는 Cho[3]의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그림 3은 다 시  상에 

한 기 2D PSF 추정 결과이며, 일부 상의 경우 매

우 부정확한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2. 주성분 분석을 통한 2D PSF 방향성 추정

다 시  상에 해서 개별 상만을 이용하여 각 

시 의 2D PSF를 추정하는 경우 상내의 잡음, 개별 

시 에 따른 최 의 라미터 값들의 상이함 등의 이유

로 정확한 PSF를 추정하지 못한다. 그림 3에 나타낸 바

와 같이 3차원상의 선형 인 움직임을 가지는 물체임에

도 불구하고 추정된 2D PSF는 선형 이지 않고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형 인 움직임의 가정

에 따라 추정된 2D PSF의 방향을 다시 추정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PSF 내의 데이터에 하

여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

(a)                             (b)

그림 4. 기 2D PSF의 주성분 분석 결과. 

(a) 올바른 방향성 추출 결과. (b) 부정확한 PSF

로 인한 잘못된 방향성 추출 결과.

Fig. 4. PCA of initial 2D PSF. (a) Correct result. 

(b) Incorrect result of orientation estimation.

하여 2D PSF의 주방향과 신뢰도를 계산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2D PSF 내의 값의 분포에 한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주성분 분석의 결

과로 얻어진 고유벡터 , 를 나타낸다. 은 주성

분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주성분 벡터이며 는 에 

직교하는 벡터이다. 그림 4 (a)는 주성분 벡터 이 

PSF의 방향성을 잘 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4 (b)는 PSF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

하며 심각한 잡음을 포함하고 있어 주성분 분석 결과가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벡터 , 에 해당하는 교유치  , 의 비율은 

PSF의 요도를 나타낸다. PSF 내부의 데이터의 분포

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선형 인 분포를 가질수록 




의 값이 0에 가까워지며,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넓은 분포를 가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속성은 

3D PSF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 2D PSF 정보의 신뢰

도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구한 기 2D 

PSF의 신뢰도는 3D PSF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 치로 

사용된다.

3. 3D PSF 추정

3D PSF를 추정하기 하여 1 의 결과인 개별 상

에서 추정한 2D PSF와 2 에서 추정한 2D PSF의 방

향 정보와 신뢰도를 이용한다. 신뢰도가 낮은 기 PSF

는 본 과정에서 제외되며, 3D PSF 추정후 이를 투 시

켜 체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러의 원인인 물체의 3차

원 움직임을 방향, 길이, 도 성분을 가진 3D PSF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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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성 추정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공간상의 표  가능한 모든 방

향을 균일하게 샘 링 하여 다수의 방향성 후보들을 생

성하고 개별 2D PSF와의 비교를 통하여 3D PSF의 최

의 방향성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3차원 공간

에서의 PSF 후보 방향성은 구 샘 링 알고리즘[4]을 이

용하여 생성한다. 이 기법의 장 은 구의 도와 경도

에 계없이 등간격의 각도를 가지는 방향성 샘 링이 

가능한 이다. 이 때, 방향성 샘 은     
  

로 표  되어 축과 축에 한 회 각으로 구성되며 

개의 샘 로 표 된다. 와 는 각각 식 (2)와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샘 의 수이며 

(논문의 실험에서는 =800) 는 샘  인덱스이다.

   

   
 

 ≤ ≤ 
(2)

    


  

   ≤ ≤        (3)

생성된 3차원상의 방향 샘  PSF들은 각 시 으로 

투 되어 2 에서 구한 기 2D PSF와 방향의 유사성

을 계산한다. 유사성은 각 시 으로 투 된 방향 샘

의 역에 해당하는 2D PSF내부의 모든 값들의 합으

로 정의된다.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시 에 해서 개

의 방향 샘 에 한 유사도를 계산한 뒤 최종 으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방향성 샘 을 결정한다.

(2) 길이 추정

3D PSF의 길이를 추정하기 해 길이가 서로 다른 

가상의 길이 샘  PSF를 생성한다. 생성된 가상의 3D 

PSF 길이 샘 은 개별 시 으로 투 되어 높은 신뢰도

그림 5. 3D PSF의 길이 후보 샘 링. 

Fig. 5. Length samples of a 3D PSF.

를 가지는 2D PSF와 길이를 비교한다. 투 된 3D PSF 

길이 샘  역 내부에 해당하는 2D PSF의 화소값들

의 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까지 3D PSF 샘

의 길이를 증가시켜가며 2D PSF와 비교한다. 그림 5는 

다양한 3D PSF 길이 샘 이 특정 시 으로 투 된 

상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2D PSF는 최 의 PSF 

길이라고 단되는 길이 값을 가지게 된다. 얻어진 길

이 값을 토 로 각 시 으로부터 voting을 수행하여 최

의 길이라고 단되는 최종 3D PSF의 길이를 결정

한다.

(3) 밀도 추정

3D PSF의 도를 추정하기 하여 이  단계에서 

추정한 방향과 길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의 3D PSF

를 생성한다. 우선, 생성된 3D PSF를 이산의 들로 샘

링하고 개별 시 의 모든 기 PSF로 투 한다. 다

음으로, 그림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투 된 

들에 해 설정된 지지 역(supporting region)에서의 

PSF 화소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지지값(supporting 

value)이라고 한다. 3D PSF의 특정한 샘 의 도는 

모든 상에 한 지지값의 평균값으로 결정하며 이를 

모든 샘 에 해 반복하여 구한다.  

(a)

(b)

그림 6. 3D PSF의 도 추정 과정. (a) 투 된 3D PSF 

샘 . (b) (a)에 해당하는 2D PSF 역.

Fig. 6. Density estimation of 3D PSF. (a) Projected 

point of 3D PSF sample points. (b) Supporting 

region of 2D PSF.

Ⅲ. 3D PSF를 이용한 영상 디블러링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추정된 3D PSF를 이용하여 

블러된 상을 복원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추정된 3D 

PSF를 3차원 공간에 생성한 뒤 카메라 행렬을 이용하

여 다 시  상의 각 상으로 투  시킨다.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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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 시  상의 개별 상으로 투 된 3D 

PSF.

Fig. 7. 3D PSF projection onto each view of multi-view 

images.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PSF는 물체의 선형

인 등속 3차원 운동에 의한 모션 블러이므로 투 된 

3D PSF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선형 형태를 가지

게 된다. 그림 7은 개별 시 으로 투 된 3D PSF의 사

례이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된 3D PSF로부터 각 상의 디

블러링을 수행하기 하여 Richardson-Lucy 

deconvolution
[5～7]
기법을 이용하 다. 식 (4)의 는 번

째 반복의 결과 상을 나타내며 는 기의 블러

된 상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콘볼루션 연산

자와 3D PSF로부터 투 된 개별 시 의 개선된 2D 

PSF를 나타낸다. 식 (4)의 반복 인 디콘볼루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상의 디블러링을 수행한다.

    ⊗


⊗  (4)

Ⅳ. 디블러링 된 영상을 이용한 3차원 형상 복원

본 장에서는 디블러링된 각 시 들의 상을 이용하

여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한다. 3차원 형상 복원에 사

용된 알고리즘은 surfel을 이용한 다 시  스테 오 알

고리즘[8]이다. 3차원 형상 복원 과정은 GPU를 이용하

여 병렬화되어, 수 분 정도의 빠른 시간에 3차원 형상 

복원이 수행 가능하다.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력받은 

다  시  상의 깊이 지도를 추출하기 하여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 는 NCC (normalize 

cross correlation)등을 수행하여 기 깊이지도를 생성

한다. 다 시 의 기 깊이지도로부터 3차원 상의 화

소의 기 치를 계산하며 이는 surfel로 표 된다. 여

러 시 의 상을 이용하여 surfel의 방향을 voting 한

다. 기 깊이 지도만을 이용하여 surfel을 추정하 을 

경우 다양한 후보 surfel  잡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를 다  시  상에 재투 하여 세부 보정을 수행하고 

최종 으로 graph cut 기법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최 화의 surfel 집합을 추출한다.  과정은 

병렬화에 합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NVIDIA 

CUDA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복원된 3차원 형상은 최 화된  집합과 이에 해당

하는 법선 벡터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한 3차원 형상 

복원의 결과를 메쉬 모델로 재구성하기 하여 Poisson 

surface reconstruction 기법[9]을 용하 다.

Ⅴ.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가상

의 3차원 상의 물체의 움직임을 OpenGL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여 블러된 다  시  상과 참값의 PSF

를 취득하 다. 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다수의 카메라로 동시에 실제 취득하여 실험 상을 구

성하 다. 본 실험은 Intel Core i5 2.67 GHz CPU, 4 

GB 메모리를 장착한 컴퓨터에서 수행되었다.

1. 다중시점 영상 복원 결과

그림 8은 블러된 상과 제안하는 다 시  디블러

링을 수행한 결과와의 비교 상이다. 실험 상은 총 

36장의 합성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도는 512⨯
512이다. 그림 8(a)에 블러되지 않은 원본 상을 제시

하 으며 그림 8(b)는 참값 PSF를 나타낸다. 그림 8(c)

는 그림 8(a)와 그림 8(b)의 convolution으로 생성된 블

러된 상을 나타낸다. 그림 8(d)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다 시  상을 이용한 3D PSF를 추정 한 뒤 각 

상의 시 으로 투 시켜 개선된 2D PSF를 얻은 결

과이다. 그림 8(b)의 ground truth PSF와 비교하 을 

때 방향, 길이, 도의 분포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e)는 그림 8(d)를 이용

하여 디블러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8(c)의 블러된 

상과 비교하여 물체의 경계부분과 텍스처가 뚜렷하게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단일시  상만을 이용하여 독립 으로 

디블러링을 수행한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

시  기반의 상 복원 결과와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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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8. 합성 다 시  상에 한 알고리즘 수행 결

과 (36장  4장만 도시). (a) 원본 상. (b) 참

값 PSF. (c) 블러된 상. (d) 추정된 2D PSF. 

(e) 디블러링 결과

Fig. 8. Deblurring result of synthetic multi-view images 

(4 out of 36 images). (a) Original images. (b) 

Ground truth PSF. (c) Blurred image. (d) 

Estimated 2D PSFs. (e) Result of multi-view 

deblurring.

다. 그림 9(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다 시  상

에 하여 동일한 라미터를 용하여 디블러링을 수

행하는 경우 매우 부정확한 복원 결과가 생성된다. 다

시  상은 시 에 따라 에지 정보, 블러의 정도 등 

정보의 손실량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인 라미터 최

화가 필요하다. 그림 9(b)는 부정확한 복원결과의 확

상이다. 그림 9(c)와 (d)는 제안하는 다 시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원한 결과이다. 그림 9(a), (b)와 

비교하 을 때 물체의 경계부분이 잘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텍스처 한 선명하게 복원되어 물체 표면의 

씨를 식별 가능하다.

(a)

  
(b)

(c)

  
(d)

그림 9. 디블러링 결과 비교. (a) 부정확한 단일시  

상 복원 결과. (b) (a)의 확  상. (c) 제안하는 

다 시  디블러링 결과. (d) (c)의 확  상.

Fig. 9. Comparison of deblurring result. (a) Inaccurate 

result of independent single-view deblurring. (b) 

Close up of (a). (c) Improved result using 

proposed multi-view deblurring. (d) Close up 

view of (c).

(a)

(b)

(c)

그림 10. 실제 취득된 다 시  상의 복원 결과. (a) 블

러된 상, (b) 독립 인 단일시  디블러링 결

과, (c) 제안하는 다 시  디블러링 결과.

Fig. 10. Multi-view deblurring result of real dataset. (a) 

Blurred image set. (b) Result of independent 

single-view deblurring. (c) Result of proposed 

multi-view debl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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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알고리즘 수행과정에서 기 2D PSF 추정 

과정에서 부정확한 2D PSF가 추정된 상은 3D PSF

추정시 배제되거나 매우 낮은 가 치를 가지게 된다. 

결과 으로 양질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3D PSF를 추정

하여 디블러링에 이용하므로 부정확한 기 2D PSF가 

얻어진 시 일지라도 3D PSF를 이용하여 그 2D PSF

를 치함으로써 정교한 디블러링이 가능하다.

그림 10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5개의 카

메라를 이용하여 동시에 취득한 상에 한 실험 결과

이다. 그림 10(a)는 움직임에 의해 블러된 입력 상이

며 그림 10(b)는 단일 상 디블러링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독립 으로 디블러링 한 결과이다. 단일 상 디

블러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한 2D PSF는 수평방

향의 선형 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두꺼우며 많

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그림 10(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 시  상을 이용한 디블러링 결과로 개

선된 2D PSF는 잡음을 포함하지 않은 완벽하게 선형

인 형태를 가진다. 복원된 상 역시 그림 10(b)와 비

교하여 물체의 텍스처가 선명하게 복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3차원 형상 복원 결과

3차원 형상 복원은 Middlebury 다 스테 오 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원 실험 상에는 모션 블

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 시  스테 오 알고리즘
[8]

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을 복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

션 블러를 합성하여 입력 다 시  상을 생성하 다.

그림 11은 3차원 형상 복원의 결과를 확인하기 한 

다 시  상  한 시 의 상이다. 물체를 구형으

로 바라보는 47개의 서로 다른 시 에서 취득되었으며 

640⨯480 해상도를 가진다. 제안하는 다 시  디블러

링 알고리즘의 이용한 3차원 형상 복원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기 하여 원본 상(그림 11(a)), 블러된 상

(그림 11(b)), 단일시 에서의 독립 인 디블러링 결과 

상(그림 11(c)) 그리고 다 시  디블러링 결과 상

(그림 11(d))을 나타낸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상에 한 3차원 형상 복원 

결과이다. 그림 12(a)는 블러되지 않은 원본 상에 

한 복원 결과이므로 비교를 한 참값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12(b)는 블러된 상을 이용한 3차원 형상 복

원 결과이다. 블러된 상은 시 에 따라 물체의 기둥

(a)

  

(b)

(c)

  

(d)

그림 11. 3차원 형상 복원을 한 다 시  상. (a) 원

본 상. (b) 블러된 상. (c) 독립 인 단일시

 디블러링을 수행한 복원 결과. (d) 제안하는 

다 시  디블러링을 수행한 복원 결과.

Fig. 11. One of multi-view images for 3D shape 

reconstruction. (a) Original image. (b) Blurred 

image. (c) Result of independent single-view 

deblurring. (d) Result of proposed multi-view 

deblurring.

과 기둥 사이의 역에 블러로 인한 잘못된 경/배경  

정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12(b)에 나타난 바

와 같이 3차원 형상 복원 시 3차원 상의 물체의 형상을 

추정하는데 매우 부정확한 결과를 래한다. 그림 12(c)

는 단일 상 디블러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별 시

의 상을 디블러링 한 뒤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12(b)의 결과 보다는 3차원 형상이 올바르게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물체의 표면의 울퉁

불퉁한 상과 같이 여 히 부정확한 복원 결과를 보인

다. 이는 다 시  상에 해서 개별 상만을 이용

하여 디블러링을 수행한 경우 각 시 간의 치 계는 

고려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디블러링이 수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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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2. 3차원 형상 복원 결과. (a) 원본 상을 이용한 

복원 결과. (b) 블러된 상을 이용한 복원 결

과. (c) 독립 인 단일시  디블러링 결과 상

을 이용한 복원 결과. (d) 제안하는 다 시  

디블러링 상을 이용한 복원 결과. 

Fig. 12. 3D shape reconstruction result. (a) Result using 

original image. (b)  Result using blurred image. 

(c) Result using  single-view deblurred result. 

(d) Result using multi-view deblurred result.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12(d)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블러링 결과 상을 이용하여 3차

원 형상 복원을 수행한 결과이다. 다 시  기반의 디

블러링 알고리즘은 독립 인 단일시  기반의 디블러링

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디블러링을 수행하 고, 따라서 

물체의 형상이 그림 12(a)와 그림 12(b)의 결과에 비해 

정확히  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체의 표면 한 그

림 12(a)의 참값에 매우 근 한 결과를 보인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러가 존재하는 다 시  상에 

하여 상간의 상호 기하학  연 계를 이용하여 효

과 으로 디블러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독립 인 단일시  디블

러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 시  상의 디블러링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디블러링 결과가 목할 만하게 개

선됨을 보 다. 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블러링된 

상을 이용한 다 시  스테 오 형상 복원의 결과를 크

게 개선함을 보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다시  상

의 물체 내부의 텍스처를 정확히 복원함으로써 3차원 

형상 복원시 다  스테 오 정합의 정확성을 높인다. 

한 다시  상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상의 유일한 

3D PSF를 추정하므로 개별 시 의 최 의 라미터 

추정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자동으로 형상복원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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