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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사물 인터넷 환경에 도입 가능한 스마트 영

상 기기 구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영상 용도의 압축 센싱(CS: Com-

pressed Sensing) 기법에 대하여 매우 활발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압축 센싱은 Shannon/Nyquist 표

본화 정리를 만족하는 Nyquist rate보다 더 적은 수

의 표본화 주파수로 신호를 획득하더라도 그 신호가 

성긴(Sparse) 신호라는 기준 하에 샘플링을 가능하

게 하는 핵심 요소 기술이다[1]. 하지만, 2D 이미지 

장치에 적용 했을 때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복

원 처리와 랜덤 샘플링 연산자를 저장할 큰 메모리를 

요구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압축 센싱된 신호의 복원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압축 센싱(또는 복원)을 영상프레임 단위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영상프레임을 작은 단위 블

록으로 나눈 후, 블록 크기와 측정률에 따라 각 블록

들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블록기반 압축 센싱(BCS:

Block-based Compressed Sensing) 기술이 개발되

었다[2]. 블록 기반 압축 센싱은 프레임 기반 압축 

센싱에 비해 메모리 문제 및 복잡도가 현저히 낮다는 

장점 때문에 압축 센싱 및 복원을 구현하는데 많이 

스마트 영상 장비를 위한 BCS-SPL 복호화 기법의

효과적인 고속화 방안

류중선†, 김진수††

An Effective Fast Algorithm of BCS-SPL Decoding

Mechanism for Smart Imaging Devices

Jung-seon Ryu†, Jin-soo Kim††

ABSTRACT

Compressed sensing is a signal processing technique for efficiently acquiring and reconstructing in

an under-sampled (i.e., under Nyquist rate) representation. A block compressed sensing with projected

Landweber (BCS-SPL) framework is most widely known, but, it has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at

decoder side. In this paper, by introducing adaptive exit criteria instead of fixed exit criteria to SPL

framework, an effective fast algorithm i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can utilize efficiently the sparsity

property in DCT coefficients during the iterative thresholding proces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results in the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decoding time, while providing better

visual qualities than conventional algorithm.

Key words: Compressed Sensing, BCS-SPL, Fast BCS-SPL, Iterative Thresholding, Sparsity, DCT

※ Corresponding Author : Jin-soo Kim, Address: (34014)

Dongseodae-ro 125, Yuseong-gu, Daejeon, Korea, TEL

: +82-42-821-1147, FAX : +82-42-821-1595, E-mail :

jskim67@hanbat.ac.kr

Receipt date : Jan. 18, 2016, Approval date : Jan. 28, 2016
†Dept. of Multimedia Eng., Graduate School of Info. &
Comm.,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 qjsldvlrm@naver.com)

††Dept. of Info. & Comm. Eng., Hanbat National Uni-
versit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
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
tion(No. 2015R1D1A1A01059456)



201스마트 영상 장비를 위한 BCS-SPL 복호화 기법의 효과적인 고속화 방안

사용되고 있지만, 각 블록마다 다른 성김도(Sparsi-

ty)에 따라 복원 영상 블록별로 화질 열화 정도가 다

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복원 영상 블록 경계들 간에 

블록화 현상이 현저하게 보여 화질 열화와 같은 문제

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블록 기반 CS 복원을 사용

하면서도 동시에 복원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복

원 방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다. 물

론 블록화 현상의 발생원인과 제거방법은 전통적인 

블록 변환 압축방법에서 이미 오랫동안 다루어진 문

제이고, 당초의 BCS 기술과 결부되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SPL(Smoothed Projected Land-

weber) 기법이 추가로 적용된 BCS-SPL 방법이 개

발된 바 있다[3]. 이 BCS-SPL 방법을 사용하면, 기

존의 영상프레임기반 기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간단하고 빠르고 압축 센싱 및 복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압축 센싱 및 복원과정에 소요되는 저

장 공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블록 변환 

압축방법과는 다르게 블록의 성김도 정도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압축 센싱에서 발생하는 블

록화 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과 성질을 분석한 후 이

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BCS-SPL 기법을 변형 혹은 다른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그중 BCS-SPL 구조의 SPL 부분에서 희소

화 행렬을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뿐만 아

니라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DDWT

(Dual-Tree Discrete Wavelet Transform), CT(Con-

tourlet Transform) 등 여러 가지 변환을 가지고 실

험을 하였다. 그 결과, 변환을 DDWT나 CT로 바꿈

으로써 화질을 개선하는 시도가 있었다[3]. 그리고 

복원 이미지의 윤곽선 부분이나 텍스쳐가 많은 부분

에 대해서 WT를 이용한 적응적인 샘플링 기법을 적

용하거나 MH(Multi Hypothesis)를 결합해 화질 개

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4][5]. 또한, BCS-SPL 구조

에 DPCM(Differential Pulse-Code Modulation)과 

스칼라 양자화(Scalar Quantization)를 적용한 방법

이 있는데, 이 방식은 오직 고정된 예측방향에서 상

관관계가 높은 블록에 대해서만 효과적이라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6]. 자연 이미지(Natural Image)는 

다양한 방향의 공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하는 블록으로부터 다양한 방향의 후보들 사이

에서 예측방향을 선택함으로써 [6]의 문제점을 극복

하고자 시도하였다[7][8]. 더불어, 이웃하는 블록들 

사이에서 공간 상관관계는 블록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높게 나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작은 블록 사이

즈는 예측 성능 측면에서는 더 좋게 나오지만, 작은 

블록의 CS복원은 큰 블록의 CS복원보다 효율적이

지 않다. 이러한 두 개의 상충하는 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센싱할 때는 작은 블록 사이즈로, 복원 할 때

는 큰 블록 사이즈로 복원을 가능 하게하는 SMM

(Structural Measurement Matrix)에 대한 연구를 시

도하기도 하였다[9][10][11].

그런데, 기존의 영상 압축 센싱 기법에 대한 연구

는 주로 화질 개선이나 비트율 절감하는데 집중하였

다. 현재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BCS-

SPL 기법이 프레임단위 기법보다 메모리 문제와 계

산량을 감소시킨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반복

에 의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존의 

BCS-SPL 구조의 SPL 부분에서 IHT(Iterative Hard

Thresholding)를 사용하고 고정된 종료 기준을 사용

함으로써 화질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

질 개선이 되지 않거나 종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종료기준을 채우고 종료하는 문제점이 있다

[12].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BCS-SPL의 계산

량을 더 줄이기 위해 SPL 부분에서 IHT부분을 

IT(Iterative Thresholding)으로 바꾸고 성김도가 증

가하지 않고 작아지는 경우를 고려한 새로운 종료 

조건을 도입하여 연산량을 대폭 줄였고, 또한 종료기

준을 고정된 값이 아닌 적응적인 형태로 변형함으로

써 화질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블록 기반

의 압축 센싱 알고리즘인 BCS-SPL 기법의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고, 3장에서 BCS-SPL 알고리즘의 제

한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본 논문의 제안한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

한 실험 결과를 기존의 알고리즘과 객관적인 지표 

비교를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BCS-SPL 알고리즘의 개요 및 문제점
2.1 BCS-SPL 알고리즘
Fig. 1은 기존 BCS-SPL 구조의 전체적인 흐름도



20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2호(2016. 2)

를 나타내고, Fig. 2는 BCS-SPL 알고리즘에 대한 

Pseudo-code 구성을 나타낸다[3][11]. 먼저, 부호화 

부분에서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는 B

× B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측정률(subrate)에 의해 

정해진 크기의 측정행렬을 이용하여 샘플링된다. 입

력 이미지 X의 j번째 블록을 고 가정하자. 이 때,

입력 이미지는 raster-scan 방식으로 스캔되어진다.

그에 상응하는 는   와 같이 표현이 된다.

여기서, 는  ⌊

 ⌋ ×  크기의 직교 측

정 행렬이다. 전체 이미지 X에 랜덤 샘플링을 사용하

는 것보다 BCS를 사용하는 것이 몇 가지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측정 연산자 ΦB는 압축 

사이즈 때문에 편리하게 저장되고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장점은 부호화기에서 전체 이미지가 측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초기 측정치

는 의 작은 크기 때문에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복호화 부분에서는 압축된 신호 y가 들어오게 되

면 초기치 로 바꾸고 SPL구조를 정해진 종료 기

준을 만족시키기 전까지 Wiener 필터링, PL(Pro-

jected Landweber), IHT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여

기서, Wiener 필터는 공간 영역에서 신호 내 잡음과 

블록화 현상을 제거하고, PL 과정은 신호를 원 영상

으로 복원한다. 또한 IHT 과정은 복원되고 있는 영

상신호내의 잡음 정도를 변환 도메인에서 추정하고,

이 추정된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복원 영상 계수

들을 0으로 설정하여 복원 신호의 성김도를 증가시

킨다.

SPL을 pseudo-code로 자세히 보면, 복호화기에

서 부호화기로부터 처음 압축된 신호 y 값을 받게 

되면 초기값 은   로 얻어진다. 입력 값은 

  , ,  , ,  이다. 여기서, 는 센싱 행렬이고,

는 희소화 행렬이고, 는 고정된 상수이다. 번

째   은 번째  를 Wiener 필터링 한 다음 IHT

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때, Wiener 필터링은 3x3

크기를 가지고, 희소화 행렬 는 DCT 같은 변환을 

사용한다. ∙은 식 (1)과 같이 정의된

다.

    log (1)

여기서, 는 고정된 상수이고, 는 입력영상 사이

즈,  는 robust median estimator로 식(2)와 같이 

정의된다.

  






(2)

SPL의 종료 조건은          이고,

   

 ∥ ∥

이다.

2.2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Fig. 1와 같은 기존 BCS-SPL 알고

리즘[3]을 사용하면 기존의 영상프레임기반 기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간단하고 빠르고 압축 센

Fig. 1. BCS-SP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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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CS-SPL pseudo-code의 구성[3].



203스마트 영상 장비를 위한 BCS-SPL 복호화 기법의 효과적인 고속화 방안

싱 및 복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압축  센싱 및 복원

과정에 소요되는 저장 공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BCS-SPL 구조[3]를 직접 구현해보

면 복호화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SPL 종료조건을 정적인 값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경우에 종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반복횟

수만 채우고 빠져나오는 현상이 존재한다. 즉, SPL

의 종료기준을 너무 작게 하면 종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반복횟수만 채우고 종료되고, 종료기

준을 크게 하면 복원 이미지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

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계산량의 증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복원 이미지 품질저하

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IHT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복원되

고 있는 영상신호내의 잡음 정도를 변환 도메인에서 

추정하고, 이 추정된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복원 

영상 계수들을 0으로 설정하여 복원 신호의 성김도

를 증가시킨다. 즉, 성김도를 높임으로써 현저하게 

개선된 CS 복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부

터 성김도를 높게 하면 잡음이 아닌 이미지 복원에 

필요한 계수까지 제거할 가능성이 있어 복원을 위한 

정체되어있는 반복구간이 존재해 반복횟수가 증가

하게 된다. 이 또한 계산량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

에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3. 기존 BCS-SPL 알고리즘의 실험적 고찰 및 
제안한 고속화 방법

3.1 BCS-SPL 알고리즘의 복호화 알고리즘의 실험적 
관찰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BCS-SPL

[3] 방법을 실제 구현하였고, 기존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실험적 관찰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먼저, Fig. 3은 테스트 영상 Lenna (512 x 512

해상도) 영상을 직접 BCS-SPL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BCS-SPL의 복호화기에서 복호화 과정에서 반

복횟수에 따른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고정된 값의 종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정해

진 반복횟수인 200회를 채우고 빠져 나오는 경우를 

보여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복호화에 따른 계산량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또한, 1회부터 53회 정도

까지 계단식으로 PSNR의 변화가 발생되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IHT에 의해 생긴 

화질개선 정체구간으로 관찰된다. 이후에는 별 다른 

화질 개선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산을 수행하지만 

화질이 개선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3.2 실행시간 개선을 위한 제안된 BCS-SPL 복호화 
알고리즘
Fig. 4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BCS-SPL 복호

화기에서 IHT를 IT로 바꾸고 종료기준 1(Stopping

Criterion 1)과 종료기준 2(Stopping Criterion 2)를 

Fig. 3. Experimental observation of BCS-SPL algorithm.

Fig. 4.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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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추가해 효과적인 고속화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종료기준 1은 기존의 고정된 종료기준 값을 적응

적으로 바꿔주었고, 종료기준 2는 반복적인 문턱치 

적용(Iterative Thresholding)에 의해 현재 성김도가 

이전의 성김도보다 낮아진다면 종료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3.1절에서 언급한 관찰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BCS-SPL[3]에 대한 종료

기준을 적응적으로 적용한 실험 결과가 Fig. 5에 나

타내었다. Fig. 5를 보면 반복횟수 53회로 복원 이미

지를 출력하며, 자세히 보면 화질 개선과 더불어 정

체 구간이 존재한다. 이 또한 계산량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HT대신 IT를 사용하

였다. 그 결과, Fig. 6 (a)와 같이 반복 횟수 10회도 

안되어서 현저하게 개선된 화질을 복원되는 것이 관

찰된다. 하지만, 23회 정도에서 최대 PSNR을 보인 

후에 종료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PSNR이 점점 하락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IHT을 사용하면 

항상 성김도가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

으로 수행하여도 PSNR이 하락하는 이유가 없다. 하

지만, IT를 사용하면 Fig. 6 (b)처럼 높은 성김도를 

유지하다가 점차 성김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반복 횟수 23회 때 성김도 감소와 

PSNR을 비교하면 성김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PSNR

저하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 과정에서 현재 성김도가 이전 성김

도보다 낮아진다는 조건을 추가해 IT를 사용하더라

도 화질 저하 문제를 없애고 반복횟수 또한 현저히 

줄게 하였다. Fig 7. 제안하는 방식의 결과를 보여준다.

(a)

(b)

Fig. 6. Experimental observation of BCS-SPL algorithm. 
(a) BCS-SPL using IT (b) the number of trans-
form coefficients against iteration number.

Fig. 7. Experimental observation of the proposed BCS- 
SPL algorithm.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결과

먼저, 실험 환경은 블록 사이즈(block size)는 16,

측정율은 0.3, 센싱 행렬 은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

Fig. 5. Experimental observation of BCS-SPL algorithm 
with adaptive exit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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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Gaussian random matrix)를 사용하였고, 희소화 

행렬 은 DCT를 사용하였다. 테스트 영상은 8비트

(bit) 512x512 흑백영상으로 Fig. 8과 같이 순서대로 

Lenna, Barbara, Peppers, Mandrill, Golhill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기존의 BCS-SPL 방식[3]과 변형된 방

식[11], 그리고 제안하는 BCS-SPL 방식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각 영상에 대해서 총 5회 반복실험 후 

이를 평균화하여 최종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Fig. 9를 보면 왼쪽 그림이 기존의 BCS-SPL 방식

[3]이고 오른쪽 그림이 제안하는 BCS-SPL 방식이

다.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이미지 복원 

부분에 있어서 정체 구간 없이 빠르게 화질 개선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실험 결과의 고찰
Table 1은 기존의 대표적인 BCS-SPL[3] 방법, 변

형된 방법[11]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모의실

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기존의 대표적인 방식인 Mun[3]방식에 비해 

Barbara영상의 경우에 약 0.55dB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이고, Peppers영상의 경우에는 2.89dB 정도의 성

능 개선을 보인다. 그리고 Park[11]방법과는 Goldhill

영상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세한 화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인다.

Table 2는 복호화기의 연산량을 비교하기 위해 모

의실험에 사용된 반복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최대 1/5까지의 연산량

을 절감함을 알 수 있으며, Park[11]방식에 비해서도 

약 2/3정도의 반복횟수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Table 2는 기존 BCS-SPL[3] 방법과 제안하는 방

법의 반복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영상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압축 센싱 기술의 고속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연산량과 효율성이 우수한 기

법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BCS-SPL 알고리

즘의 계산적 복잡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고정

된 종료기준을 사용하는 대신 적응적으로 종료기준

(a) (b) (c) (d) (e)

Fig. 8. Test images. (a) Lenna (b) Barbara (c) Peppers (d) Mandrill (e) Goldhill.

Table 1. The PSNR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con-
ventional algorithms and the proposed algorithm.

Algorithm

Mun[3]

(dB)

Park[11]

(dB)

Proposed

(dB)

Lenna 30.61 30.72 30.74

Barbara 24.40 24.89 24.95

Peppers 27.12 29.97 30.01

Mandrill 21.96 22.30 22.31

Goldhill 28.82 29.06 29.04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terations 
among conventional algorithms and the pro-
posed algorithm

Algorithm

Mun[3]

(iteration

number)

Park[11]

(iteration

number)

Proposed

(iteration

number)

Lenna 131.6 31.8 21.2

Barbara 200 35.2 20

Peppers 200 34 21.8

Mandrill 145.4 25.4 19.6

Goldhill 147 29.6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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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9.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conventional algorithm[3] and the proposed algorithm for iteration 
number. (a) Lenna (b) Barbara (c) Peppers (d) Mandrill (e) Gold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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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종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반복 횟수

만 채우고 나오는 현상을 제거하였으며, IHT 사용시 

화질 개선 정체 구간이 많아 계산량이 증가하는 문제

에 대해서 IT로 대체하여 성김도 감소 조건을 추가하

여 반복 횟수 또한 현저히 감소시켰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기존의 대표적인 방식보다 화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고, 특히 복호화기의 반복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알고

리즘을 통해 BCS-SPL 기반의 알고리즘 실용화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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