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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 블러는 사진 촬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상의 품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상 촬 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블러 현상이 발생하면 재촬 을 통해 선명한 상을 획득

할 수 있지만, 특정 순간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재촬 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블러가 없는 선명한 상을 선호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 디블러링 기

술이 필수적이다.

상 블러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카메라 흔들림, 피사체의 움직임,

아웃 오브 포커스 등 다양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블러 현상을 제거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특히 카메라 흔들림에 의해 발생하는 모션 블러 현상은 많은 사용자

들이 겪는 현상으로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 촬 시 빈번하게 발생하

는데, 광량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상 획득 시에는 센서의 노

출 시간이 길어져 이때의 센서 흔들림이 상에 모션 블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 상 디블러링이 활발하게 연구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 디블러링 기술들의 최신 동향

을 통해 상 디블러링의 현 위치를 파악해 본다. 본 논문의 범주는

다양한 블러 발생 요인 중에서도 특히 카메라 흔들림에 의한 블러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기반으로 하는 블러 모델

에 따라 균일 모션 디블러링과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으로 나누어 연

구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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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블러의 종류

상 블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은 원인에 따른 다양한 상 블러를 보여준다.

<그림 1(a)>에서 카메라 흔들림은 일반 사용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현상으로, 주로 저조도 환경에서 사

진 촬 시 카메라가 충분한 광량을 얻기 위해 센서의

노출 시간을 길게 조절하면서 이때의 센서 흔들림이 블

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 외에도 <그림 1(b)>는 촬

도중에 피사체의 빠른 움직임에 의해 블러가 발생하

는 경우를 보여주며, <그림 1(c)>는 촬 대상의 포커

스가 맞지 않아 블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그림 1

(d)>는 외부에 설치된 CCTV와 같이 카메라가 바람 또

는 진동에 의해 흔들리는 동시에 물체도 움직이는 경우

이다.

지금까지 상 디블러링 연구에서는 블러의 종류에

맞게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범용성 및

실용성 측면에서 <그림 1(a)>의 카메라 흔들림을 제거

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 촬 시 손떨림과 같

은 카메라 흔들림으로 인한 블러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Ⅲ. 상 디블러링 연구 동향

카메라 흔들림을 다루는 상 디블러링 문제는 블러

의 종류에 따라 크게 균일 모션 디블러링과 비균일 모

션 디블러링으로 구분된다. 균일 모션 블러는 상의

각 픽셀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블러가 된 것을 의미

하며(<그림 1(a)>의 왼쪽),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

델로 표현된다.

식 (1)에서 B는 센서로부터 획득한 블러가 있는 상

이고, K는 블러 커널, L은 블러가 없는 선명한 상이

며, N은 노이즈, 는 컨볼루션(convolution) 연산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손떨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카메라 흔들림

은 회전 모션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의 픽셀들이 균일

한 블러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그림 1(a)>의 오

른쪽), 비균일 모션 블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

한 모델을 이용해야 하고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 디블러링 방법들은 식 (1)에 기

반하여 블러를 제거하고 있다[1,2,3,4,6,9.10].

최근 상 디블러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비균일 모션 블러를 다루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는

데[5,7,8], 비균일 모션 블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b, l, n은 각각 식 (1)의 B, L, N에 대한 벡

터 표현이다. Pi는 일반적인 호모그라피(homography)

로 표현되며, 카메라의 노출이 진행되는 동안 임의의

시간 ti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상의 사

변환(projective transform)을 의미한다. wi는 카메라

의 전체 노출 중에서 시간 ti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로

=1 이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상 디블러링 방법들은 대부분

수식 (1)과 (2)에 기반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최신 상 디블러링 기술들을 다룬다.

상 디블러링 방법은 블러 모델에 따라 균일 모션

디블러링과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으로 구분할 수 있지

만, 블러 커널이 주어져 선명한 상만을 복원하는 논

▶ ▶ ▶ 조 호 진, 이 승 용

<그림 1> 다양한 블러의 종류

(a) 카메라 흔들림 (b) 피사체 움직임

(c) 아웃 포커스 (d) 다양한 블러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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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디컨볼루션(non-blind deconvolution)과 블

러 커널이 주어지지 않아 블러 커널과 선명한 상을

모두 복원해야 하는 블라인드 디컨볼루션(blind

deconvolutio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논블라인드 디컨

볼루션은 블러 커널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는데, 실제 촬

시에는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블러 커널이 주어지지 않는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방법들을 대상으로 한다.

1. 균일 모션 디블러링 연구 동향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은 획득된 블러 상만 알고 있

는 상태에서 블러 커널과 선명한 상을 추정해 내야

한다. 블러가 된 상만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

아내야 하는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블라인드 디컨볼루

션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방법들은 여러

장의 상을 이용하거나 카메라의 흔들림을 선형 모션

으로 가정하여 제한적인 형태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은 실제 촬 시 획득되는 상

들과 거리가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웠으며, 최

근에 들어서 복잡한 형태의 균일 모션 블러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Fergus et al.[1]은 모션 블러가 없는 자연 상의 통

계적 특성(natural image statistics)에 기반한 균일 모

션 블러 추정 및 제거 방법을 제안하 는데, Fergus

et al.의 사후 확률(Maximum a posteriori) 모델은 다

음과 같다.

여기서 ▽P는 블러 상을 패치(patch) 단위로 구분

하 을 때 해당 역의 그라디언트를 의미하며, i와 j는

각각 상 및 블러 커널의 픽셀들을 가리킨다. 또한,

N과 E는 각각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와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의미하며,

▽P, ▽Lp 및 K의 각 요소들은 공간적으로 서로 독립

이라고 가정한다.

식 (3)의 는 식 (1)

의 블러 모델에 대응되는 데이터 항을 표현하며,

는 <그림 2>에 나타난 자연

상의 통계적인 특성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mixture

of Gaussians)로 표현한 것이고,

는 블러 커널의 희박성(sparsity)을 지수 분포 혼합 모

델(mixture of exponential distributions)로 표현한

것이다.

수식 (3)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은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에 Fergus et al.은 변분 베이지안(variational

Bayesian)방법을 이용하여 근사값을 추정하고, K에 대

한 주변 확률(marginal probability)을 계산하여 블러

커널을 추정하 다.

블러 커널을 추정한 후에는 입력 블러 상으로부터

선명한 상을 복원하는데, Fergus et al.은 리차드슨-

루시 디컨볼루션(Richardson-Lucy deconvolution)을

이용한다. 최종적으로 복원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Fergus et al.의 방법은 일반적인 상이 갖는 통계적

인 특성을 이용하여 복잡한 균일 모션을 제거할 수 있으

나, 통계적 모델의 복잡도로 인하여 실제 계산이 어려우

<그림 2> Fergus et al.[1]이 분석한 자연 상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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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근사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

들다. 무엇보다도, 변분 베이지안 방법은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640×480 크기의 상에 대해 약 90분 정

도가 필요하여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제안된 대부분의 상 디블러링 방법들
[2,3,4,6,7,10]은 선명한 상 L과 블러 커널 K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식 (3)으로 표현되는 사후 확률 및 주변 확률

을 계산하지 않고 다음의 두 수식을 번갈아가면서 반복

적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B-K L 2는 식 (1)로부터 유도된 데이터

항으로써, L2-노름(L2-norm)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ρL과 ρK은 각각 L과 K에 대한 정규화 항이다.

식 (4)와 (5)를 번갈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최적화하는

목적은 블러 커널 K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것

이다. 식 (3)에서는 주변 분포를 통해 K를 추정하는 반

면, 식 (4)와 (5)에서는 반복적으로 개선된 L을 이용하

여 K를 추정하고, 이 때 통계적인 복잡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약적인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식 (5)에서 추정하는 레이턴트(latent) 상 L은 최종적

으로 복원되는 선명한 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식 (4)에서 블러 커널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렇게 계산된 K를 이용하여 입력 블러 상 B에

디컨볼루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선명한 상 L을

복원한다.

식 (4)와 (5)의 반복적인 추정에 기반한 대부분의

상 디블러링 방법들[2,3,4,6,7,10]은 식 (4)의 커널 추정에

서 ρK를 위해 티코노프(Tikhonov) 정규화( ΓK 2) 또

는 전변동(total variation) 정규화( K TV)를 주로 사

용하고 있으며, 티코노프 정규화에서는 Γ = I 또는 Γ =

▽가 사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ρK는 카메라

의 흔들림 궤적이 평탄(smooth)할 것이라는 제약을 만

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정규

화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 블러 커널

을 개선하는 것은 ρK가 아니라 식 (4)의 데이터 항에

들어가 있는 L이며, 따라서 식 (5)에서 레이턴트 상

L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레이턴트 상 L을 계산하는 과정은 방법에 따라 그

성능에 큰 차이를 갖는데, 여러 방법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점은 블러가 없는 선명한 상 L의 에지를 추

정하여 식 (4)로부터 블러를 추정한다는 점이다.

먼저, Shan et al.[2]은 Fergus et al.이 제시한 자연

상의 통계적 특성[1]을 단순화하고, 변분 베이지안 및

주변 확률을 계산하지 않는 대신에 식 (4)와 (5)를 반

복적으로 수행하여 모션 블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자연 상의 통계적인 특성을 근사한 모델은

식 (5)의 정규화 항 ρL에 사용되며, <그림 4>는 Shan

▶ ▶ ▶ 조 호 진, 이 승 용

<그림 4> Shan et al.[2]이 제안한 자연 상의 통계적인

특성을 근사하는 모델

<그림 5> Shan et al.[2]의 결과

입력 블러 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3> Fergus et al.[1]의 결과

입력 블러 상 디블러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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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디블러링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f Image Deblurring)

et al.의 근사 모델을 보여준다.

Shan et al.[2]에 따르면, 자연 상의 통계적인 특성

을 완전하게 만족하는 레이턴트 상 L을 복원하지 않

더라도, 근사화를 통해 블러 추정에 필요한 강한 에지

들만 포함하면 블러 추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Fergus et al.[1]과 비교하여 계산이

쉽고 보다 빠른 블러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는 식 (4)와 (5)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얻

어진 Shan et al.의 디블러링 결과를 보여준다.

Shan et al.의 방법은 Fergus et al.의 방법보다 빠

른 처리 속도를 갖지만, 약 1 메가 픽셀 정도의 상에

대해 여전히 수 분 이상의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보다 실용적인 상 디블러링을 위해, Cho와 Lee[3]

는 매우 빠른 상 디블러링 방법을 제시하 는데, 식

(5)에서 레이턴트 상 L을 추정할 때 에지 예측 기법

을 도입함으로써 매우 빠른 블러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Cho와 Lee는 먼저 레이턴트 상 L이 가

져야 하는 속성을 기존 방법들[2,9]로부터 분석하 다.

기존 방법들의 공통된 특성은 블러가 있는 상으로부

터 중요한 에지들이 원래의 선명한 상에서 어떤 형태

를 가지는 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Cho와 Lee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특성을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에지들을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레이턴

트 상 L을 빠르게 계산하 다.

Cho와 Lee는 식 (5)를 단순 디컨볼루션과 에지 예측

의 두 단계로 구분하 는데, 단순 디컨볼루션 단계에서

는 식 (5)의 정규화 항으로써 그라디언트의 L2-노름을

사용하고, 에지 예측 단계에서 쇼크 필터, 양방향 필터

(bilateral filter), 임계값(thresholding) 등 간단한

상 필터들을 이용하여 레이턴트 상 L이 가져야 하는

속성을 부여하 다.

쇼크 필터가 블러 상에 적용되면 텍스쳐와 같은 세

부적인 특징은 복원하기가 어려운 반면, 레이턴트 상

L의 강한 에지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기 때

문에 블러 추정이 용이해 진다. <그림 6>은 블러 현상

과 쇼크 필터 효과를 보여준다.

Cho와 Lee[3]는 식 (5)를 해결하기 위해 L2-노름을

이용하는 단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푸

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레이턴트

상 L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노

이즈 및 링잉(ringing) 현상은 에지 예측 단계에서 효

과적으로 제거된다. <그림 7>은 에지 예측 단계로부터

계산된 상과 그로부터 추정된 블러 커널을 보여준다.

Cho와 Lee의 방법[3]에서 블러 커널을 추정한 후에는

Shan et al.[2]의 근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디컨볼루

션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시각적 품질이 좋은 결과를

생성한다. <그림 8>은 Cho와 Lee의 방법으로 복원된

최종 결과를 보여준다.

Cho와 Lee의 방법은 Fergus et al.[1] 또는 Shan et

al.[2]과 비교하여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빠른 처리 속도

를 가지면서 견줄만한 품질을 갖는 결과를 보여준다.

Xu와 Jia[4]는 기존 방법들에서 상에 촬 된 피사체

의 크기가 모션 블러 커널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 블

<그림 8> Cho와 Lee[3]의 결과

입력 블러 상 디블러링 결과

<그림 7> Cho와 Lee[3]의 에지 예측을 통한 블러 추정

<그림 6> 블러 현상 및 쇼크 필터 개념도

블러 현상 쇼크 필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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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추정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Cho와

Lee의 방법[3]을 확장하여 강인한 블러 추정 방법을 제

안하 다.

Xu와 Jia에 따르면,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피

사체의 크기가 블러 커널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원

래의 선명한 상의 에지를 복원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러한 에지들이 블러 추정을 방해하게 된다.

Xu와 Jia[4]의 블러 추정 과정 대부분은 Cho와 Lee[3]

와 유사한데, 에지 예측 단계에서 블러 추정을 방해하

는 크기가 작은 피사체를 제외하는 마스크를 사용하도

록 제안하여 강인함(robustness)를 향상시켰다. 이 마

스크는 블러 상에서 각 픽셀을 중심으로 인접한 이웃

픽셀들을 조사하여 그라디언트의 크기가 빈번히 변하는

경우 작은 피사체의 에지라고 판단하며, 그 외의 경우

는 블러 추정에 유용한 에지라고 판단한다. <그림 10>

은 Xu와 Jia의 방법으로 블러가 제거된 상을 보여준

다. 블러 커널보다 크기가 작은 객체가 많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블러 추정 및 제거가 효과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2.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 연구 동향

실제 발생하는 카메라 모션은 회전 모션과 같은 비균

일 모션을 포함하여 상의 픽셀들이 서로 다른 블러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비균일 모션 블러를

다룰 때에는 식 (1)의 컨볼루션 기반 블러 모델을 그대

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비균일 모션 블러 모델을 정의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를 필요로 하여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비균일 모션 블러를 모델링 하더라도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실용

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균일 모션

디블러링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컴퓨팅 환경이 개선

됨에 따라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에 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먼저, Whyte et al.[5]은 식 (2)에서 Pi 대신에 카메라

의 세 가지 회전축에 대한 회전 행렬을 이용하여 비균

일 모션 블러를 근사하 고, Fergus et al.의 방법[1]과

동일하게 변분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블러를 추정

하고 리차드슨-루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여 블러가 제

거된 선명한 상을 복원하 다.

<그림 11>은 비균일 모션 블러를 포함하는 상에

대해 Fergus et al.의 방법[1]과 Whyte et al.의 방법[5]

을 비교한 결과이다. Whyte et al.의 방법으로 추정된

레이턴트 상을 보면 비균일 모션 블러가 제거되어 세

부적인 특징이 잘 복원됨을 알 수 있다.

Whyte et al.의 방법[5]은 Fergus et al.의 방법[1]과

거의 유사하지만, 확장된 블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카메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균일 모션을 다

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 모션을 회전

모션만으로 근사하기 때문에, 촬 시 카메라의 초점

거리가 짧은 경우(예: 근경)에는 회전 모션과 이동 모

션(translational motion)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게 되

어 비균일 모션 블러 추정이 어렵다. 또한, Fergus et

al.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변분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

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며, Fergus et al.의 방법

보다 모션을 표현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서 처리 속

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 ▶ ▶ 조 호 진, 이 승 용

<그림 9> Xu와 Jia[4]가 관찰한 블러 커널보다 작은 피사체에

서 블러 추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 

초록색 점선: 원래 상의 형태, 파란색 실선: 블

러 상의 형태, 빨간색 점선: 블러 상으로부터

예측된 레이턴트 상의 형태, 주황색 실선: 블러

커널

<그림 10> Xu와 Jia[4]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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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디블러링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f Image Deblurring)

최근에는 Hirsch et al.[6]이 비균일 모션 블러를 빠

르게 제거하기 위해 효율적인 필터 흐름(Efficient

Filter Flow; EFF)을 이용한 블러 추정 및 제거 방법

을 제시하 다.

비균일 모션 블러를 표현하는 식 (2)와 같은 모델은

일반적인 호모그라피 또는 Whyte et al.의 방법에 사용

된 회전 변환처럼 공간상에서 상을 변환(transform)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필연적이다. 이러한 이

유로, Hirsch et al.은 식 (1)에 기반하여 상을 균일

한 모션을 갖는 패치 단위로 구분하고, 각 패치에 대해

식 (1)의 가중치 합으로 비균일 모션 블러를 모델링하

다. 가중치 합에 사용되는 다양한 균일 모션들은 미

리 정의된 단위 블러 커널(basis blur kernel)로 표현되

는데,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하기 위해 비균일 모션을

평면 내에서의 이동 모션과 회전 모션으로 제한하 다.

즉, Hirsch et al.의 모델에서는 비균일 모션이 x축 이

동, y축 이동 및 z축 회전으로 표현된다 <그림 12>.

Hirsch et al.[6]은 Whyte et al.[5]과 달리 블러 추정

시에 변분 베이지안을 사용하지 않고, 균일 모션 디블

러링 방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 (4)와 (5)를 반복

하는 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Cho와 Lee[3]의 에

지 예측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Hirschi et al.이 사용하는 레이턴트

상 복원은 균일 모션 디블러링과 차이가 있는데, 먼저

Hirsch et al.은 패치 단위로 구분된 상에서 패치의

각 중심에 델타 함수로 표현되는 하나의 점(peak)을 표

시하고, 이를 현재까지 추정된 비균일 모션 블러로 블

러 시켜 패치 별 블러 커널을 획득한다 (<그림 12>의

위 행에서 중간 상). 이렇게 얻은 패치 단위의 블러

커널들을 이용하여, 각각 대응되는 블러 상의 패치에

대해 식 (5)를 통해 레이턴트 상을 복원한다. 레이턴

트 상 복원 시에는 정규화 항을 위해 L-α 노름

(α=2/3)을 이용하 다. <그림 13>은 Hirsch et al.의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Hirsch et al.의 방법[6]은 현재까지 제안된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균일 모션을 표현하기 위해 평

면 내의 모션들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메

라 흔들림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모션의

자유도가 더 높은 일반적인 비균일 모션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 Cho et al.[7]이 식 (2)로 표현되

<그림 12> Hirsch et al.[6]의 비균일 모션 블러 모델

<그림 11> Whyte et al.[5]의 결과

Whyte et al.[5]로 추정된
비균일 모션 블러

Fergus et al.[1]로 추정된
균일 모션 블러

비균일 모션 블러 상 레이턴트 상

Fergus et al.[1] 결과 Whyte et al.[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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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균일 모션을 추정하고 제거

하는 방법을 제시하 는데, 이 모델은 카메라 흔들림으

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션을 표현할 수 있다.

Cho et al.의 비균일 모션 블러 제거 방법도 식 (4)

와 (5)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디블러링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식 (4)에 기반하는 블러 추정 대신에

상 정합(image registration)에 기반한 새로운 블러

추정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Cho et al.은 먼저

식 (2)를 변형하여 다음의 수식을 유도하 다.

블러 추정 과정에서 위의 식 (6)으로부터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호모그라피와 그에 대한 가중치 집합 (P, w)

이며, 하나의 Pi 를 계산하는 과정은 좌변의 잔여 블러

상(residual blurred image)과 우변의 레이턴트 상

차이를 최소화 하는 상 정합(image registration) 문

제로 볼 수 있다. Cho et al.은 각각의 호모그라피를

하나씩 차례로 계산하며, 하나의 호모그라피를 추정할

때에는 Lucas-Kanade 상 정합 방법을 사용하 다.

반복적인 블러 추정 과정에서 레이턴트 상을 계산

하는 과정은 식 (5)와 유사하지만 컨볼루션 연산 대신

에 호모그라피로 인한 상 변환이 적용되며, 정규화

항을 위해 L-α 노름(α=0.8)을 이용하 다.

Cho et al.[7]은 블러 모델을 확장하여 두 장 이상의

입력 블러 상을 사용하도록 하 는데, 그 이유는 반

복적인 블러 추정 과정은 부분해(local minimum

solution)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블러 추정의 강인함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Cho et al.[7]의 주요 한계

점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최근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들은 연속 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두 장 이상의

상을 쉽게 촬 할 수 있어 실제 적용되기에 큰 무리

가 없다. <그림 14>는 두 장의 입력 블러 상들로부

터 Cho et al.의 방법으로 블러를 제거한 결과와 두 입

력 상 중 하나에 대해 Cho와 Lee의 방법[3]으로 블러

를 제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 ▶ ▶ 조 호 진, 이 승 용

<그림 13> Hirsch et al.[6]의 결과 비교

Whyte et al.[5] 결과 Hirsch et al.[6] 결과

입력 블러 상 Fergus et al.[1] 결과

<그림 14> Cho et al.[7]의 결과 비교

Cho와 Lee[3] 결과 Cho et al.[7] 결과

입력 블러 상 1           입력 블러 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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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입력 블러 상들 아래에 나타낸 블

러 커널은 Cho et al.[7]의 방법으로 추정되었으며, 각

상에 대한 비균일 블러를 보여준다. Cho와 Lee[3]의

방법으로는 블러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여 복원 결과

에 링잉 현상(ringing artifacts)이 존재하는 반면,

Cho et al.[7]의 방법은 선명한 결과를 복원한 것을 볼

수 있다.

3. 기타 상 디블러링 연구 동향

지금까지 1절과 2절에서 상만을 이용하여 균일 모

션 또는 비균일 모션을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

았다. 최근 상 디블러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

됨에 따라 기존 방법의 개선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도들

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디블

러링 접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Joshi et al.[8]은 카메라에 가속도 센서와 자이

로 센서를 장착하여 카메라 흔들림을 기계적으로 측정

하고, 이를 이용한 블러 추정 방법을 제시하 다. 가속

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측정값들을 적

분하면 카메라 셔터가 열린 동안 카메라의 궤적을 추정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식 (2)에 사용되는 호모그

라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5>는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블러 추정에 사용되는 기기와 블러 상 및 블

러 제거 결과를 보여준다.

Joshi et al.[8]은 상 외에 부가적인 센서 정보를 이

용함으로써 블러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하며,

최근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및 모바일 폰 등의 상 기

기에는 모션 센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하지만, 모션 센서 데

이터들을 적분하여 위치 정보를 계산하고 블러 상과

함께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블러 커널을 추정하는 과정

에서 처리 속도가 상만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느리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Yuan et al.[9]은 상의 블러를 추정하기 위해 블러

상 외에 노이즈 상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노이즈 상은 블러 상과 달리 강한 에지를 보

존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만 적절하게 제거한다면 블

러 추정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Yuan et

al.은 블러 추정 시 레이턴트 상 대신에 노이즈가 제

거된 상을 이용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블러를 반복

적으로 추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블러 추정의 속도

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또한, 노이즈 상은 최종

디컨볼루션 시에도 링잉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Yuan et al.은 블러 상과 노이즈 상을 함께 이용

하는 잔여(residual) 리차드슨-루시 디컨볼루션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림 16>은 입력 블러 상 및 입력 노

이즈 상, 그리고 색상이 보정된 노이즈 상과 이들

로부터 Yuan et al.의 방법으로 블러를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Yuan et al.[9]은 추가적인 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Cho et al.[3]과 유사성이 있으며, 노이즈 상은 일반적

으로 짧은 노출로 빠르게 촬 이 가능하기 때문에 Cho

et al.[3]과 비교하여 상을 획득할 때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디블러링 방법은 Cho et al.[10]의

텍스트 상 디블러링 방법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방법들은 자연 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의 통계적인 특성을 벗어나는 다른 도메인(예: 텍스

트 상)에는 블러 추정 및 제거가 어렵다. Cho et al.[10]

은 텍스트 상의 일반적인 속성을 정의하고, 식 (4)와

<그림 15> Joshi et al.[8]의 하드웨어 세팅 및 디블러링 결과

촬 된 블러 상 Joshi et al.[8] 결과

모션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 모션 센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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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 상

(auxiliary image)를 이용하여 텍스트 상의 속성을 반

하는 레이턴트 상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림 17>은 블러를 포함하는 텍스트 상과 Cho

et al.[10]을 이용하여 블러를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블러 추정에서는 보조 상을 이용하는 경

우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 상의 그라디언트 통계를 활

용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었으나, Cho et al.의 방법
[10]을 이용하면 도메인에 특화된 상의 디블러링이 가

능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 디블러링 기술들의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균일 모션 블러의 복잡도로 인해 최근까지도 균일 모

션 디블러링 방법이 많이 제안되고 있으며, 근래에 들

어서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 방법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 디블러링에서는 블러 추정이 매

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레이턴트 상을 빠르고 효과

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상 디블러링 기술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다른 도

메인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데, 향후 연구 방

향으로 다양한 블러 요인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블러 추

정 및 제거가 필요하며, 보다 빠르고 품질이 좋은 디블

러링 기법을 바탕으로 상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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