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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보간 에러 감소를 한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과 

결합된 디블러링 알고리즘

( A Deblurring Algorithm Combined with Edge Directional Color 

Demosaicing for Reducing Interpolation Artif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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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이미징 장치는 일반 으로 베이어 패턴(Bayer pattern)을 사용하며, 상 획득 과정에서 학  블러(blur)에 의해 

상의 품질이 손상된다. 블러된 베이어 상에서 고해상도 컬러 상을 얻기 하여, 일반 으로 컬러 보간 방법과 디블러링 

방법을 독립 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베이어 샘 링에 의한 에지 정보가 불충분하여 에지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보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컬러 보간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이러한 에러는 디블러링 과정에서 강조되어 상의 품질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컬러 보간 방법과 결합된 디블러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보간 단계와 역 결정 단

계로 나  수 있다. 보간 단계에서는 가정된 에지 방향에 따라 보간  디블러링 과정을 수행하고, 역 결정 단계에서는 각 

화소 치에서 국부 역의 특성을 추정하고, 보간 단계에서 구한 값을 역 응 으로 융합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디블러

링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학  블러와 유사한 동 학에 근거한 블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추정한 국부 역 특성

을 반 하여 디블러링 필터를 추정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컬러 보간 에러가 확 되는 것을 방지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존 방법에 비해 수치 인 면과 시각 인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Abstract

In digital imaging system, Bayer pattern is widely used and the observed image is degraded by optical blur during 

image acquisition process. Generally, demosaicing and deblurring process are separately performed in order to convert a 

blurred Bayer image to a high resolution color image. However, the demosaicing process often generates visible artifacts 

such as zipper effect and Moire artifacts when performing interpolation across edge direction in Bayer pattern image. 

These artifacts  are emphasized by the deblurring proces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deblurring 

algorithm combined with edge directional color demosaicing method. The proposed method is consisted of interpolation step 

and region classification step. Interpolation and deblurring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according to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respectively during the interpolation step. In the region classification step, characteristics of local regions are 

determined at each pixel position and the directionally obtained values are region adaptively fused. Also, the proposed 

method uses blur model based on wave optics and deblurring filter is calculated by using estimated characteristics of local 

region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deblurring algorithm prevents the boosting of artifacts and 

outperforms conventional approaches in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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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 폰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이미징 장치에서  채  컬러 상을 얻기 

하여, 단일 CCD(혹은 CMOS) 센서와 컬러 필터 배열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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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이어 패턴

Fig. 1. Bayer pattern.

(color filter array: CFA)을 리 사용한다. 이  베이

어 패턴(Bayer pattern)[1]은 가장 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각 화소 치에서 색 (R), 녹색 (G), 

청색 (B) 성분  하나의 컬러 성분만 통과 시킨다. 하

지만, 획득된 베이어 상은 잡음과 블러(blur)에 의해 

상의 품질이 손상된다. 특히, 학  블러는 카메라의 

즈 결함으로 인한 회 (diffraction)과  오차

(defocus aberration)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는 상의 

품질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하나이다. 따라서 손

상된 베이어 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컬러 상을 획득

하기 하여, 컬러 보간(demosaicing 혹은 color 

interpolation)과 디블러링(deblurring) 과정이 필요하다.

컬러 보간은 CFA에 의해 손실된 컬러 성분을 주변

의 화소 정보를 이용한 보간을 통해  채  컬러 상

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컬러 상의 특성을 이

용하여 손실된 컬러 성분을 획득하기 한 다양한 방법

이 제안되었다. 컬러 상 특성은 두 가지 분류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채  내부에서 주변 화소와의 

유사성을 가정하는 채  내부 간 상 계와 다른 하나

는 주변의 다른 채  화소와의 유사성을 가정하는 채  

간 상 계이다. 특히 CFA 패턴에 의하여 획득된 정

보보다 획득해야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채  간 상

계가 컬러 보간 과정에서 리 사용되었다. 이 , 동

일한 역에서 밝기와 색도 사이의 차이가 고정 이라

고 가정하는 고정 채  간 컬러 차 가정(constant 

cross-channel color difference)이 리 이용되었다
[2]-[10]. 한 컬러 보간 방법은 에지를 가로지르는 방향

으로 보간을 수행하 을 때 발생하는 지퍼 상(zipper 

effect), 무아 (Moire)를 방지하기 하여, 에지 특성을 

고려한 컬러 보간 방법들이 개발되었다[4～10]. 가 치 평

균 기반 근 방법
[4～5]
에서는 에지 정보를 에지 지표 

함수(edge indicator function)로 정의하고, 이웃 화소의 

가 치 합으로 획득해야 할 화소 값을 추정한다.  

그림 2. Fraunhofer 회  패턴

Fig. 2. Fraunhofer diffraction pattern.

다른 방법으로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이 제안되었

다[6～10]. 보간 과정과 역 결정 과정으로 구성되며, 먼

 에지 방향에 한 가정을 바탕으로 수직, 수평 방향

으로 보간을 수행한다. 그리고 역 결정 과정에서 에

지 방향성 단 결과에 따라 수직, 수평 방향 보간 값을 

융합하여 최종 보간 값을 결정한다. 

디블러링은 즈에 의해 상이 블러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요하게 다 졌다. 크게 기하 학 

(geometric optics)
[11～13]

 과 동 학(wave optics)
[14～

16] 이론에 의해 유도된 블러 모델에 따라 디블러링 방

법을 분류할 수 있다. 먼  기하 학이론에 따르면 빛

은 직선으로 되며, 물체 표면에서 굴 되거나 반사

되는 특성인 선(rays)이라 가정한다. 블러는 균일한 

는 비 균일한 값을 갖는 블러 원으로 모델하고, 블러 

정보(depth of defocus)는 블러 원의 직경으로 결정한다
[17]. 반면, 동 학에서 빛의 진 특성은 선 보다 

동에 더 유사함을 가정한다. 이러한 빛의 특성은 그

림 2에 나타난 Fraunhofer 회  패턴을 통해 빛의 동 

특성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러 모델은 사출동(exit 

pupil) 함수의 자기 상 (autocorrelation)으로 정의하고
[17～18]

,  확산 함수(point spread function: PSF)의 주

수 버 인 달 함수(optical transfer function: 

OTF)는 사출동 함수의 모양에 따라 변한다. 본 논문에

서는 원형의 사출동 함수(circular pupil function) 를 고

려한다. 

디블러링은 일반 으로 정규화 방법(regulariz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손실된 고주  성분을 복원한다. 

따라서 디블러링 성능에 미치는 주요 원인  하나는 블

러 모델이다. 가정된 블러 모델이 실제 블러와의 차이

가 발생하면 링잉 에러(ringing artifacts)가 발생한다
[19]
. 

그림 2의 Fraunhofer 회  패턴의 경우 기하 학을 이

용해서 패턴의 리 을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 

학에 근거한 블러 모델을 사용한 경우 링잉 에러가 발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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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미징 장치의 상 획득 모델

Fig. 3. Image acquisition model of the imaging system.

생 할 수 있다. 한편 Savakis 와 Trussel [20]은 상 복

원 과정에서 동  기하 학에 근거한 PSF 함수의 

정확도 분석을 통해, 정확한 블러 모델을 사용 할수록 

더 나은 복원 결과를 가짐을 보 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동 학에 근거한 블러 모델을 사용하여 디블러

링을 수행하 다.

디블러링과 컬러 보간은 블러된 베이어 상을 고해

상도 컬러 상으로 변환하는 요한 방법이다. 일반

으로 상처리 과정에서 디블러링은 컬러 보간 후에 수

행되기 때문에, 디블러링 성능은 컬러 보간 성능에 

향을 받는다. 즉, 컬러 보간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로부

터 고주  성분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디블러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블러링 과정에서 컬러 보간 에러가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에러 

증폭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과 결합된 

디블러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결합된 구조는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  주어진 베이어 상을 

입력으로 컬러 보간과 디블러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각의 알고리즘 결과가 서로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제안하는 방법은 컬러 보간 에러가 발생 가능한 

역을 추정하고, 이를 디블러링 필터 설계 과정에 반

함으로써 디블러링 과정에서 컬러 보간 에러가 증폭되

지 않도록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보간 수행 단

계와 역 결정 단계로 이루어진다. 보간 단계에서는 

디블러링 필터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 방향에 해 블

러가 제거된 값을 구한다. 이때 동 학에 근거한 블

러 모델을 바탕으로 역 응 으로 디블러링 필터를 

용한다. 역 결정 단계에서는 베이어 상을 분석하

여 국부 역의 특성을 결정하고, 각 방향에 따라 임시 

보간된 값을 에지 방향에 따라 융합하여 최종 보간 값

을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컬러 보간 에러가 발생 가능

한 역을 추정한 다음 디블러링 필터 추정시 반 하여 

보간 에러가 증폭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 1 에서는 

동 학 이론에 근거한 블러 모델을 설명하 다. Ⅱ장 

2 에서는 제안하는 디블러링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

다. 먼  제안하는 디블러링 방법의 체 인 구조를 

설명하고 동 학에 근거한 블러 모델에 따른 디블러

링 필터를 유도하 다. 계속해서 컬러 보간과 디블러링 

결합 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하 다. Ⅲ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 으

며, Ⅳ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 다.

Ⅱ. 본  론

1. 문제 정의

일반 인 이미징 장치의 상 획득 과정을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  원 상 f는 즈 결함에 

의한 학  블러에 의해 손상된 다음 베이어 CFA 샘

 패턴에 의해 다운샘 링(down-sampling) 된다. 이

때, 학  블러 H를 선형  시불변 시스템(linear 

and shift-invariant system)으로 가정하면, 손상된 

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CFA SCFAH f n  (1)

여기서 gCFA  n은 각각 베이어 패턴으로 샘 된 상 

벡터와 가산 잡음(additive noise) 벡터를 의미한다. 

SCFA는 베이어 CFA 패턴을 갖는 다운샘 링 행렬을 

의미한다. 수식(1)은 각 컬러 채 에 한 정보로 분리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CFAR
gCFAG
gCFAB













SCFAR  

 SCFAG 

  SCFAB










HR  

 HG 
  HB









fRfGfB
 n

(2)

여기서 fR  fG  fB는 f의 색, 녹색, 청색 채  정보를 

의미하고, gCFAR  gCFAG  gCFAB 는 블러된 베이어 패턴 

상의 색, 녹색, 청색 채  정보를 의미한다.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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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AR  SCFAG  SCFAB 는 각 컬러 채 을 베이어 패턴에 

따라 다운 샘 링을 수행하는 행렬을 의미한다. 를 

들어 색 채 에 용되는 다운 샘 링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SCFAR 











⋱   
 SR  
  SR 
   ⋱

         (3)

여기서 SR SR는 상의 각 행에 용되는 다운 샘
링 행렬을 의미한다. 

SR










   
   
   
   ⋱

 SR










   
   
   
   ⋱

. (4)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녹색, 청색 채 에 한 다운샘

링 행렬을 CFA패턴에 따라 표  할 수 있다.  

HR HG HB는 각 컬러 채 에 용된 블러를 나타낸

다. 를 들어 임의의 채 에 용된 블러 필터의 크기

가 ×이고, 필터의 각 항목의 값을 으로 표시하

면, 블러 행렬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H










H   HH H  
 ⋱ ⋱ 
  H H

    (5)

여기서 HH는 블러 필터의 첫 번째, 두 번째 행의 값
이 상의 각 행에 용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H










   
   
 ⋱ ⋱ 
   

, H










   
   
 ⋱ ⋱ 
   

. (6)

본 논문에서 블러는 알려진 블러(known blur)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최상의 성능을 갖기 해서는 

정확한 블러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 은 획득된 베이어 상 gCFA에서 고
해상도 컬러 상 f를 추정하는 것이다. 수식 (1)의 
상 획득 과정을 근거로, f를 얻기 해서는 각 화소 
치에서 손실된 컬러 정보를 복원함과 더불어 블러를 제

거해야한다. 하지만 디블러링 과정을 수행하기 해서

는 모든 화소 치에서 컬러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컬러 보간SCFA  을 먼  수행한 다음 디블러링H    

과정을 수행하여 f를 추정 할 수 있다.

가. 파동 광학 이론에 근거한 블러 모델

동 학 이론에 따르면, 이미징 장치에 입사되는 

빛은 회  상으로 인하여 즈나 장애물의 가장자리

에서 빛이 확산된다. 이러한 빛의 동 특성은 그림 2

의 Fraunhofer 회  패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때 

상 평면에서 빛의 회  상에 의한 밝기 분포

(intensity distribution)를 통해 응답함수 형태를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밝기 분포 형태를 모델링

하여 이미징 장치의 응답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먼  

Huygens-Fresenl 원리를 이용하여 빛의 회  상을 

분석하고
[17～18]

, 이를 근거로 하여 이미징 장치의 주

수 응답 함수를 사출동 함수의 자기 상 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원형의 사출동 함수에 따른 주 수 응

답함수는 다음과 같다. 

  





  


 

   

   ⋯





 

 sin    

 

    


 

  ⋯ 

(7)

여기서, 는 베셀 함수를 나타내고, 의 차단 주

수(cutoff frequency)는     이다.      

  cos        이고, 는 빛의 
장을 의미한다. 는 수차(aberration)가 존재하는 사

출동 함수의 최  상 수차를 의미한다.

  
 

 
   (8)

이때, 는 사출동 함수로부터 까지의 거리를 의미

하고, 은 사출동 함수로부터  오차 까지 거리

를 의미한다. 는 원형 사출 함수의 반경을 의미한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17～18]을 참고한다. 

2. 컬러 보간 방법과 결합된 디블러링 방법

가.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구조

그림 4에 제안하는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과 결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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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방법의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합된 디블러링 방법의 체 인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

내었다. 베이어 패턴에서 G채  성분은 R, B채  성분

보다 두 배 더 샘 링 되고, G채  성분은 휘도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은 G채 을 먼  수행

하고, R, B채 을 수행한다. G채  과정은 크게 보간 

수행 단계와 역 결정 단계로 나 어진다. 먼  보간 

수행 단계에서는 각 수직, 수평 방향에 따라 원 G 채  

성분을 추정한다. 이때 동 학에 근거한 디블러링 

필터를 용하여 G 채  성분을 추정한다. 역 결정 

단계에서는 베이어 상을 분석하여 국부 역의 특성

을 결정한다. 이때 각 국부 역의 특성에 따라 컬러 보

간 에러가 발생 가능한 역을 추정한 다음, 디블러링 

필터의 라미터 추정 과정에 반 하여 보간 에러 증폭

을 방지한다. 그리고 각 방향에 따라 얻은 G채  값을 

에지 방향에 따라 융합하여 최종 보간 값을 획득한다. 

R, B 채  값은 추정된 G채  값과 채  간 상 계

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나. 블러 모델을 사용한 디블러링 필터 추정

본 논문에서는 동 학에 근거한 블러 모델을 바탕

으로 제약된 최소 자승법(constraint least squares: 

CLS)을 이용하여 디블러링 필터를 추정 한다. 수식 (1)

의 블러에 의한 상 획득 모델에 따라, 원 상의 휘도

(luminance) 채 을 추정하기 한 CLS의 비용 함수

(cost func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inLf∥LgHLLf∥  ∥CLf∥ (9)

여기서 LgLf는 각각 획득된 상의 휘도 상 벡터와 

원 상의 휘도 상 벡터를 의미한다. HLC는 각각 
학  블러와 고주  연산 행렬을 의미한다. 

∥LgHLLf∥ , ∥CLf∥은 각각 상 획득 모델의 
충실도와 사 정보에 한 충실도를 나타낸다. 상 획

득 모델의 충실도는 획득된 상과 추정 상과의 평균 

자승 에러이다. 사 정보 충실도는 원 상의 사 정보

로부터 상의 고주  성분을 제한한다. CLS의 해는 

이산 Fourier 변환을 이용하여 주 수 응답으로 표  

할 수 있다[21]. 따라서 역 응답함수 IOTF(
 )는 다

음과 같다. 


  

 
    




 



(10)

이때, 은 켤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는 각각 HL C의 주 수 응답을 의미한다. 수식 

(10)의 결과에 역 이산 Fourier 변환을 이용하여 디블러

링 필터를 설계한다. 이때, 국부 역의 특성에 따라 

 를 결정하여 역 응 인 디블러링 필터를 설계

한다.

일반 으로 CLS 방법은 에지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에지를 블러 시킬 수 있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화소 치에서 정규화 라미터를 조 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제안하는 방법이외에 total variation기법 등

과 같은 에지 방향을 고려하는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여 

에지 역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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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블러링과 컬러 보간 결합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보간 수행 단계와 역 결정 단계로 구성된다. 

먼  보간 수행 단계에서 수직, 수평 방향에 따라 임시

으로 G채  보간을 수행한다. 이는 베이어 상의 특

성상 손실된 G채  정보가 존재하여, 앞서 추정한 디블

러링 필터를 용하기 해서는 모든 화소 치에서 G

채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1 베이어 상의 

경우, 수직, 수평으로 보간된 G값은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는 각각 수평, 수직 방향으로 보간 된 

G채  값을 의미한다. 베이어 상은 학  블러에 의

해 고주  성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보간된 


  값 한 고주  성분이 손상돼 있다. 따라서 

손상된 고주  성분을 복원하기 하여, 앞서 추정한 

디블러링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  성분을 복원한다. 그 

(a) (b)

(c) (d)

그림 5. 한 화소 패턴 에지 (a), (b)와 이에 따른 베이어 

패턴 상 (c), (d) 

Fig. 5. One-pixel pattern edge regions (a) and (b) and 

their Bayer sampled pattern (c) and (d).

과정은 다음과 같다. 

 Conv
∈일반에지패턴에지평탄 (12)

여기서 Conv∙는 콘볼루션(convolution) 연산을 의
미한다. 

는 디블러링 필터이며, 각 화소 치에서 

정규화 라미터와 고주  연산 함수를 추정하여 국부 

역에 응 으로 계산한다. 

먼  정규화 라미터 는 상 획득 모델 충실도와 

사  정보 충실도를 조 한다. 를 들어 큰 는 사  

정보 충실도에 바이어스(bias)된 해를 갖게 되며, 평활

화된(smoothed) 해를 얻는다. 이는 평탄 역의 잡음 

증폭을 방지하는데 합하다. 반면, 작은 는 상 획

득 모델 충실도에 바이어스된 해를 갖게 되며, 선명한 

해를 얻는다. 이는 에지 역에서 손상된 고주  정보

를 보상하는데 합하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베이

어 상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정규화 라미터를 다

음과 같이 결정한다. 

  minmax   


∙  (13)

이때,  는 각각 수직, 수평 방향에 한 미분 값

을 의미하고, 는 수평 방향으로 보간된 값과 수직 

방향으로 보간된 값과의 차이이다.  값은 수식 

(15)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값은 수식 (16)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는 미리 정의된 문턱값

(threshold value)으로서 에지 세기를 정규화 하는데 사

용된다. 은 획득된 상 잡음의 분산을 의미한다. 

는 컬러 보간 에러 증폭 방지를 한 상수 라미터이

다.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한 화소 에지를 갖는 패턴 

에지 역은 베이어 다운샘 링을 수행할 경우, 에지 

정보가 불충분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하게 

되어 컬러 보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에서 에러 증폭을 방지하기 하여, 패턴에지 역

에서는 값을 1보다 큰 값으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패턴에지 역에서는 를 1.5로 하 다. 

가 무 큰 값을 가지면, 심하게 블러된 결과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 최 값을 1로 제한하 다. 

사  정보 충실도에 따라, 결과 상의 고주  정보

를 제한하기 한 목 으로 고주  연산 함수 를 사

용한다. 수식 (10)을 보면, OTF의 역수 값으로 IOTF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OTF 함수의  교차 (zero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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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a) 에지 맵 상 (b)   맵 상

Fig. 6. (a) Edge map image (b)   map image.

crossing point) 근처에서 과도하게 고주  성분이 보상

되어  교차  주 에서 잡음이 증폭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하여, 의 특

성을 반 하여 고주  연산을 결정하 다. 의 상호 

보완 인 함수 를 사용하여  교차  주

의 과도한 고주  보상을 방지하 다. 하지만, 

 는 주  에 지 한 감소시키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에서 고주  연산 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

이때, 는 의 그래  기울기를 결정한다. 가 크

면,  교차  주변에서 의 그래  기울기가 

격해진다. 

역 결정 단계에서는 베이어 상을 분석하여 각 국

부 역을 평탄 역, 일반 에지 역, 패턴 에지 역

으로 분류하 다. 먼  일반 인 수직, 수평 방향 에지

를 갖는 역을 각 화소 치에서 그라디언트(gradient) 

값을 구하여 단한다. 수평, 수직 방향의 그라디언트 

 는 다음과 같다. 

  
 




  



  

   

  
 




  



  

   

(15)

   인 경우 일반 인 에지 역으로 구

분하고, 일반 인 수직, 수평 에지 역을 포함한다. 

는 일반 인 에지를 구분하기 한 상수 라미터

이다. 이때 분류되지 않은 역은 평탄 역 는 패턴 

에지 역으로 구분한다. 이를 하여 를 정의 한다.

  
  


   

(16)

한 화소 패턴에지 역에서 수직 보간 값과 수평 보간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는 한 화소 패턴 에지의 

존재 유무를 단하기 용이하다. 

평탄영역   
패턴에지영역    (17)

여기서 는 미리 정의된 문턱값 상수이다. 따라서 컬

러 보간 에러가 발생 가능한 역을 수식 (15), (16), 

(17)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에 제안하는 방

법의 시로 에지 역 구분과   값을 나타내었다. 그

림 6(a)의 에지 맵 상에서 검정색, 회색, 백색은 각각 

평탄 역, 패턴 에지 역, 일반 에지 역을 나타낸다. 

그림 6(b)의   맵을 보면 에지 역에서는 고주  성분

을 보상하기 하여 작은 값이 할당되었고, 평탄 역

에서는 큰 값이 할당되었다. 패턴 에지 역은 고주  

성분 보상과 컬러 보간 에러의 충을 하여 평탄 

역과 에지 역의 간 값을 갖는 를 할당하 다.

베이어 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수직, 수

평 방향으로 보간된 결과를 에지 방향에 따라 융합하여 

최종 인 값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 G값을 다음

과 같이 추정한다.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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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여기서  는 각 화소 치에서 수평, 수직 방향의 

값을 융합하기 한 가 치이다. 

앞선 과정을 통해 추정한 와 고정 채  간 컬러 차 

모델을 이용하여 원 R, B채  정보를 추정한다. 채  

간 상 계는 블러의 유무에 계없이 일치하기 때문

에, 동일한 역에서 블러된 컬러 상에서의 컬러 차

이 값은 디블러된 컬러 상에서의 컬러 차이 값과 같

다. 따라서 컬러 차이 값을 이용한 값을 다음과 같

이 추정 할 수 있다. 

  
  

 (19)

여기서   과     는 블러된 컬러 

상에서 컬러 차이 값을 의미한다. 베이어 상에서 

손실된 R을 추정하는 경우, B 는 G 치에서 값은 

주변의 R 치의 컬러 차 값의 가 치 합으로 구한다. 

따라서 원 R값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20)

이때 는 B 는 G 치를 심으로 주변의 R 치의 

집합을 의미하고, 은 의 화소 수를 의미한다. B를 

추정하는 과정은 R 과정과 동일하다.

Ⅲ. 실 험 결 과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알고리즘(컬러 보간과 디블러

링을 순차 으로 수행)을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객 으로 비교하기 하여 

동일한 컬러 보간 방법(Zhang의 방법[8])을 사용하여 컬

러 보간을 수행하 다. 디블러링 방법으로는 기하 학 

기반 블러 모델을 사용한 방법
[11～13]

과 동 학 기반 

블러 모델 방법[14～16]을 사용하 다. 기존 디블러링 방

법은 CLS 방법을 복원 방법으로 사용하 고, 이  [1

2～13]은 블러 추정 방법 개선에 을 두고, [16]은 

두 장의 상을 사용하여 블러 제거를 하 다. 본 논문

에서는 단일 상을 이용하고, 알려진 블러에 한 실

험을 하기 때문에, 기학 학 기반 블러 모델을 사용한 

Vivirto의 방법[11], 동 학 기반 블러 모델을 사용한 

Costello의 방법[15]을 비교 방법으로 사용하 다. 

Blurred 

image [8]
[11] [15] Proposed

Kodak 1 27.41 29.57 30.79 31.23

Kodak 2 33.15 33.69 33.82 33.51

Kodak 3 35.64 34.69 33.94 38.01

Kodak 4 35.36 34.78 34.60 38.17

Kodak 5 26.70 29.20 31.30 30.92

Kodak 6 28.83 30.31 30.53 32.29

Kodak 7 33.34 33.50 33.55 37.59

Kodak 8 25.57 27.54 29.23 29.80

Kodak 9 32.23 32.66 32.25 36.44

Kodak 10 32.74 32.78 32.19 36.47

Kodak 11 29.60 31.41 32.41 32.99

Kodak 12 33.90 32.56 30.93 37.16

Kodak 13 25.12 27.24 28.20 28.09

Kodak 14 29.26 30.02 30.98 32.21

Kodak 15 33.16 33.63 34.21 35.44

Kodak 16 32.80 33.64 33.23 36.01

Kodak 17 31.68 33.00 33.50 34.84

Kodak 18 29.08 30.67 32.10 32.30

Kodak 19 38.26 30.10 31.40 33.14

Kodak 20 31.63 30.94 29.78 35.21

Kodak 21 29.01 30.64 31.28 32.67

Kodak 22 30.90 31.43 31.57 33.72

Kodak 23 34.10 33.87 33.36 38.47

Kodak 24 27.34 28.45 29.19 29.84

Avg. 30.70 31.51 31.85 34.10

표 1. CPSNR 결과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CPSNRs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method

실험에 사용된 상은 컬러 보간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리 사용하는 코닥 실험 상을 이용하 다. 이 

실험을 하여 코닥 상을 원 상으로 가정하고, 모

의실험 상을 생성하여 결과 비교 하 다. 이론 인 

학  블러를 원 상의 휘도 채 에 용한 후, 블러

된 상을 베이어 패턴에 따라 샘 링을 수행하여 모의

실험 상을 획득 하 다. 그리고 기존 방법을 이용하

여 복원하 다. 한 디지털 이미징 장치를 이용하여 

촬 한 상을 이용한 실험도 수행하 다. 객  평가

를 하여, 보간 결과와 원본 상 간의 CPSNR(Color 

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측정함으로써 수치 으

로 비교했다. 

표 1의 CPSNR 결과를 통해,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 모두에서 블러된 컬러 상의 손실된 고주  성분

을 보상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부분

의 실험 상에서 기하 학 기반 블러 모델을 사용한 

방법보다 동 학 기반 블러 모델을 사용한 방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동 학 블러 

모델을 사용했지만, 제안하는 방법이 [15]보다 부분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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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실험 결과 (a) 블러된 컬러 상 (b) [11] (c) 

[15] (d) 제안하는 방법

Fig. 7. Resultant images (a) blurred image, (b) [11], (c) 

[15], (d) proposed method.

상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역

에 응 으로 디블러링 필터를 용하여 블러를 효과

으로 제거하 기 때문이다. 

그림 7에 각각 코닥 5 상의 확 된 결과를 통해 제

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7(a)는 컬러 보간만을 수행한 블러된 컬러 상이다. 

상을 보면, 헬멧의 에지 경계 지역에서 에지를 가로지

르는 방향으로 컬러 보간이 수행되어, 컬러 보간 에러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b), (c) 에서 [11], [15]

으로 블러를 제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7 (b), (c)

에서 각선 에지 근처에서 컬러 보간 에러가 강조되는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블러된 컬러 상에

서 고해상도 컬러 상을 얻기 하여, 컬러 보간과 디

블러링을 독립 으로 수행하 기 때문이다. 컬러 보간 

과정에서 발생한 컬러 보간 에러는 디블러링 과정에서 

에지 성분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 강조 상

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컬러 보간과 

디블러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컬러 보간 에러 

강조 없이 효과 으로 에지 성분의 블러를 제거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표 1의 CPSNR결과에서, 일부 코

닥 상 5, 13, 19 에서 CPSNR 값이 제안하는 방법이 

[15]보다 낮지만, 제안된 방법의 성능이 기존 [15]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이다. 

한 디지털 이미징 장치로 촬 한 상에 해서도 

평가하 다. 50mm 즈를 사용하여,  거리에서 

12cm 뒤쪽에 물체를 치하여  거리 오차가 발생

하도록 물체를 촬 하 다. 객 으로 성능비교를 하

기 하여, 획득된 상에서 컬러 보간과 디블러링을 

(a) (b)

(c) (d)

그림 8. 실험 결과 (a) 블러된 컬러 상 (b) [11] (c) [15] 

(d) 제안하는 방법

Fig. 8. Resultant images (a) blurred image, (b) [11], (c) 

[15], (d) proposed method

수행하기 에 처리 방법을 수행하지 않았다. 각 기

존 알고리즘  제안하는 방법을 수행한 후, 인간의 시

각과 유사한 환경에서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AWB(auto white balancing)과 0.45를 갖는 gamma 

correction을 수행하 다. 그림 8에서, 각 방법으로 복원

한 결과 상을 확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8(a)를 보면 

문자의 가장 자리 부근에서 컬러 보간 에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b), (c)는 [11], [15] 방법을 이용하여 

고주  성분을 복원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컬러 보

간 에러가 디블러링 과정을 통해 강조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컬러 보간 과정에서 에지 

특성에 따른 디블러링 과정을 수행하여 컬러 보간 에러

가 강조되지 않으면서, 에지의 고주  성분을 복원 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과 결합된 

디블러링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보간 단

계와 역 결정 단계로 이루어진다. 보간 단계에서 수

직, 수평 방향으로 보간과 디블러링 과정을 동시에 수

행하 다. 역 결정 단계에서는 각 화소 치에서 국

부 역의 특성을 분류하고, 각 방향으로 보간된 값을 

에지 방향에 따라 융합한다. 특히 디블러링 성능을 향

상시키기 하여, 동 학에 근거한 블러 모델을 사

용하 고, 국부 역 특성과 컬러 보간 에러 발생 가능

성에 따라 디블러링 필터를 계산하 다. 이를 통하여 

컬러 보간 과정에서 역 응 으로 디블 을 수행하

(1841)



214 컬러 보간 에러 감소를 위한 에지 방향성 컬러 보간 방법과 결합된 디블러링 알고리즘 유두식 외

여, 컬러 보간 에러가 강조되는 상 없이 에지의 고주

 성분을 복원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

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함을 객 , 주  측면에서 

확인 하 다. 

REFERENCES

[1] B. E. Bayer, “Color imaging array,” U.S. Patent 

3 971 065, Jul. 1976.

[2] J. E. Adams and J. F. Hamilton, “Design of 

practical color filter array interpolation algorithm 

for digital cameras” Proc. of SPIE, Vol. 3028,  

pp. 117-125, Apr. 1997.

[3] S. C. Pei and I. K. Tam, “Effective color 

interpolation in ccd color filter arrays using 

signal correlation”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Vol. 13, No. 6, 

pp. 503-513, Jun. 2003.

[4] W. Lu and Y. P. Tan, “Color filter array 

demosaicking: new method and performance 

measures”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12, No. 10, pp. 1194-1210, Oct. 2003.

[5] 김창원, 유두식, 강문기, “잡음을 고려한 공간 응

 색상 보간”, 한 자공학회, 제47권 SP편 제2

호, pp. 86-94, 2010년 3월

[6] X. Wu and N. Zhang, “Primary-consistent soft 

decision color demosaicking for digital cameras 

(patent pending)”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13, No. 9, pp. 1263-1274, Sep. 2004.

[7] K. Hirakawa and T. Parks, “Adaptive 

homogeneity-directed demosaicing algorithm”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14, No. 12, 

pp. 2167-2178, Dec. 2005.

[8] L. Zhang and X. Wu, “Color demosaicking via 

directional linearminimum mean square-error 

estimation”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14, No. 12, pp. 2167-2178, Dec. 2005.

[9] K. H. Chung and Y. H. Chan, “Color 

demosaicing using variance of clor differences”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15, No. 10, 

pp. 2944-2955, Oct. 2006.

[10]C. Y. Tsai, and K. T. Song, 

“Heterogeneity-projection hard-decision color 

interpolation using spectral-spatial correlation”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16, No. 1, 

pp. 78-91, Jan. 2007.

[11] P. Vivirito, S. Battiato, S. Curti, M. L. Cascia, 

and R. Pirrone, “Restoration of out-of-focus 

images based on circle of confusion estimation” 

Proc. of SPIE, Vol. 4790, pp. 408-416, Nov. 2002.

[12]S. Wu, W. Lin, L. Jiang, W. Xiong, L. Chen, 

and S. H. Ong, “An objective out-of-focus blur 

measurement” Proc.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Signal Processing, pp. 334-338, 2005.

[13]M. Moghaddam, “A mathematical model to 

estimate out of focus blur” Proc.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mage and Signal Processing and 

Analysis ISPA 2007, pp. 278-281, 2007.

[14]R. Luo, H. Potlapalli, and D. Hislop, “Defocusing 

blur restoration in natural scene images for 

fractal analysis” Proc. IECON’ 9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lectorincs, Control, and 

Instrumentation, Vol. 3, pp. 1377-1381, 1993.

[15]T. Costello and W. Mikhael, “Optical system 

modeling for digital image restoration” Proc. 40th 

Midwest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Vol. 2, pp. 937-940, 1997.

[16] I. Raveh, D. Mendlovic, Z. Zalevsky, and A. W. 

Lohmann, “Digital method for defocus 

corrections: experimental results” Optical 

Engineering, Vol. 38, No. 10, pp. 1620-1626, Oct. 

1999.

[17] J. W. Goodman, “Introduction to Fourier Optics 

Third Edition” Roberts & Company, 2005.

[18]V. N. Mahajan, “Optical Imaging and 

Aberrations Part II Wave Diffraction Optics” 

SPIE, 2001.

[19]Q. Shan, J. Jia, and A. Agarwala, “High-quality 

motion deblurring from a single image” ACM 

Transations on Graphics (TOG), Vol. 27, No. 3,  

Aug. 2008.

[20]A. Savakis and H. Trussell, “On the accuracy of 

psf representation inimage restoration”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2, No. 2, pp. 

252-259, Apr. 1993.

[21]B. R. Hunt, “The application of constrained 

least-squares estimation to image restoration by 

digital computer” IEEE Trans. Computers, Vol. 

C-22, No. 9, pp. 805-812, Sep. 1973.



2013년 7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50 권 제 7 호 215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50, NO. 7, July 2013

 자 소 개

유 두 식(학생회원) 

2006년 연세 학교 기 자

공학과 학사 졸업.

2008년 연세 학교 기 자

공학과 석사 졸업.

2008년～연세 학교 기 자

공학과 박사과정

<주 심분야 : 컬러 보간, 디블러링, 상 보간>

송 기 선(학생회원)  

2009년 연세 학교 기 자

공학과 학사 졸업.

2009년～연세 학교 기 자

공학과 석박통합과정

<주 심분야 : 콘트라스트 향상, 

다이내믹 역 확장, 컬러 보간, 

디블러링>

강 문 기(정회원)-교신 자

1986년 서울 학교 자공학과

       학사 졸업.

1988년 서울 학교 자공학과

       석사 졸업.

1994년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 졸업.

1994년～1997년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1997년～1999년 연세 학교 기 자공학과 

        조교수.

1999년～2004년 연세 학교 기 자공학과 

        부교수.

2004년～연세 학교 기 자공학과 정교수.

<주 심분야 : 상복원, 해상도 상복원, 비

선형 필터링, 비디오 분석  처리, 부화소 단 의 

움직임 추정>

(184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