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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 획득 시 카메라 렌즈의 부정확한 초점이나 

카메라와 피사체간의 상대적 움직임에 인해 관측된 

영상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관

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관측된 영상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렇게 흐트러짐이나 잡음에 의해 왜곡

을 영상으로부터 원영상에 가까운 영상을 디블러링

하는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요구된다. 영상 디블러링

은 광학기계를 이용한 응용 전반에 필요한 기초기술

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1].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상 디블러링 문제는 

다음의 수학적 모델로 정의한다:

   (1)

위의 식에서 는 관측된 영상을, 는 흐트러짐 과

정을 표현하는 행렬을, 은 잡음이 발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는 영상 디블러링에서 구하고자 하는 원영

상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상복원의 잡음

모델로 정규 또는 포아송 잡음이 주로 사용되었다

[2,3]. 이 논문에서는 잡음모델로 잡음에 의해 왜곡되

기 전-후 데이터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임의 잡음

(random noise)을 고려하고자 한다. 임의 잡음은 영

상 데이터가 획득 또는 전송과정에서 불규칙한 진폭

과 불특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발생한다. 예를 들

어, 영상 데이터의 전송과정에서 일부 비트의 플립현

상은 임의 잡음의 일례로 영상의 특정 화소에서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형시킨다.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영상을 디블러링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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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디블러링하는 것이 더 정확한 영상 디블러링

을 보장한다’는 사실이다[4,5,6,7]. 구체적으로, [6]의 

결과는 중간값 필터(median filter)등을 이용하여 임

의 잡음을 억제한 데이터에 영상 디블러링 알고리즘

을 적용하는 것보다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영상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더 향상된 결과를 제공하며, 영상복원

의 정확도는 ‘임의 잡음에 오염된 데이터의 정확한 

판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의 잡음에 오염된 데이터의 정확

한 판정을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임의 잡음에 오염된 데이터의 판정을 위

해 판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feature)

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특징들이 임의 잡음에 오염

된 데이터를 판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판정방법을 학습시킨다. 이 학습 

과정 중에 사용할 훈련 데이터로 복원하고자 하는 

영상과 유사한 형태의 영상에 식 (1)의 흐트러짐 변

환을 적용한 후에 임의로 선택된 위치의 화소에 대해 

임의 잡음을 발생시킨 영상과 임의 잡음이 발생한 

화소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학습에 의해 결정된 임

의 잡음에 오염된 데이터의 판정방법을 관측된 영상

에 적용하여 임의 잡음에 오염되었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를 판정하고, 그 데이터만을 이용하

여 영상을 디블러링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골자이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우시안 흐

트러짐(gaussian blur) 또는 대각 흐트러짐(diagonal

blur) 함수와의 합성(convolution)에 의한 변형된 영

상이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 디블러링하는 

문제를 모의실험에서 다룰 것이다.

2. 방  법

이 논문에서는 식 (1)에서의 흐트러짐 과정을 표

현하는 행렬 는 어떤 점확산함수(point spread

function) 에 대한 합성(convolution)으로 정의되었

다고 가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 

  
  ∊  

  (2)

이 되는데, 식 (2)에서 는 원영상 가 정의되어 있는 

화소의 집합이고, 는 화소를 가리키는 인덱스이고 

    ≠이다. 흐트러진 영상 의 크기는 

원영상 의 크기와 점확산함수 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흐트러진 영상 의 화소 인덱스의 영역이  

      ≤    (3)

으로 정의되었고, 점확산함수 가 

  
≠  ≤ ≤   (4)

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원영상 의 화소 인덱스 의 

영역 는    

        ≤     (5)

로 정의된다. 즉, 에 속하는 화소 의 화소값 만이 

점확산함수 에 의해 영역 에서의 흐트러짐 영상 

에 영향을 준다[7].

Fig. 1은 크기가  ×인 원영상 가 크기가 

 ×인 대각 점확산함수 와 합성을 통해 크기가 

×인 흐트러진 영상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의 잡음에 대한 모델은 어떤 에 

대해,

    ∊  with 
 with  (6)

와 같이 화소 에서의 관측값 를 임의의 값 

 ∊ 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주어진 

영상의 가능한 화소값의 범위는 (가장 어두운 화

소의 값이 0이고 가장 밝은 화소의 값이 1이다)이라

고 가정하였다. 특별히, 식 (6)에서  ∊ 인 경우

에 해당하는 잡음을 소금-후추(salt-and-pepper) 잡

음이라고 한다.

Fig. 2(a)는  = 30%에 해당하는 임의 잡음이 Fig

1(b)의 흐트러진 영상 에 발생한 경우이고, Fig.

2(b)는 Fig. 2(a)에서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화소

에 임의 잡음 대신 소금-후추 잡음이 발생한 경우에 

(a) true image  (b) blurred image 

Fig. 1. (a) original image  of size 300X300, (b) blurred 

image  of size 280X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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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이 논문은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흐트러진 영

상으로부터 원영상을 디블러링하는 문제에 관한 것

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소

의 값이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되었는지 정확히 판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다. 그 근거

를 살펴보기 위해 Fig. 2(b)의 소금-후추 잡음에 의

해 오염된 흐트러진 영상으로부터 원영상을 디블러

링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Fig. 2(a)의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경우와는 

다르게 Fig. 2(b)의 소금-후추 잡음에 의해 오염된 경

우에는 잡음에 오염된 화소 를  = 0 또는 1인 경우를 

조사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이제, 잡음에 오염되

지 않은 화소들의 집합을 

  ∊≠ and ≠ (7)

라 하자. 소금-후추 잡음제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중간값 필터(median filter)를 적용하는 것이

다. Fig. 3(a)는 Fig. 2(b)에 다음의 중간값 필터를 

적용한 결과이다.

   ∊median′ ′ ∊ × ∩ ∊

(8)

여기서, × 는 화소 를 중심으로 갖는 ×

화소 집합과 의 교집합이다. Fig. 3(a)를 잡음에 오

염되기 전 영상 Fig. 1(b)와 비교하면 중간값 필터에 

의한 소금-후추 잡음이 상당히 잘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b)는 Fig. 3(a)의 영상에 Tikhonov

변분법[8,9]

  argmin   
  
 

 
   , (9)

의 정규방정식에 공액구배법(Conjugate Gradient

Method)[10]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식 (9)에서 

는 관측된 영상에 식 (8)의 중간값 필터를 적용

하여 얻은 영상을 의미한다). 원영상 Fig. 1(a)와 비

교해 볼 때, 몇 몇 부분에서 영상 디블러링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Fig. 4(a)의 소금-후추 잡음에 오염된 

화소를 제거한 영상 (제거된 화소의 값을 0으로 

표현하였다)에 Tikhonov 변분법의 정규방정식에 공

액구배법을 적용한 결과 Fig. 4(b)는 Fig. 3(b)에 비

해 더 원영상 Fig. 1(a)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바는 Fig. 4(b)를 얻는데 사용한 

Tikhonov 변분법은 

  argmin   
 

  
 

 
    (10)

으로, 식 (9)와 다른 점은 신뢰하지 않는 데이터는 

디블러링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금-후추 잡음에 의해 오염된 

(a) random noise (b) salt-and-pepper noise

Fig. 2. Observed images: (a) g corrupted by 30% ran-
dom noise, (b) g corrupted by 30% salt-and- 

pepper noise.

(a)  (b) CGM()

Fig. 3. Median filter based restoration. (a) , data 
obtained by median filtering, (b) CGM(), 

restored image by applying CGM on 

(a)  
(b) CGM( 

)

Fig. 4. Missing data ignorance based restoration. (a)

 
, data obtained by ignoring missing data, (b)

CGM( 
), restored image by applying CGM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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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트러진 영상으로부터 원영상을 디블러링하는 문

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데이터들을 정확히 판정할 수만 있다면 그러

한 데이터들을 제거한 영상으로부터 원영상을 상당

히 정확하게 디블러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

하여 임의 잡음에 오염된 데이터를 판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기계학습은 사용될 훈련 영상 는 복원하

고자 하는 원영상 와 유사한 형태의 영상을 선택하

고, 식 (2)의 점확산함수 와의 합성을 통해 계산된 

영상을 임의 잡음에 발생시켜 생성한다. 이 때, 임의 

잡음의 발생확률은 관측 영상 에서의 임의 잡음의 

발생확률과 비슷하게 하며, 임의 잡음이 발생한 화소 

에서의 라벨을   로 아닌 곳에서는   으로 

기록한 정보를 훈련 데이터의 결과변수로 사용할 것

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에서 사용할 특징을 설명

하기 위하여 다음을 정의하자.

×
   ×에서 위에서 화소 까지의 화

소행들로 이루어진 집합

×
   ×에서 아래에서 화소 까지의 

화소행들로 이루어진 집합

×
   ×에서 왼쪽에서 화소 까지의 

화소열들로 이루어진 집합

×
   ×에서 오른쪽에서 화소 까지의 

화소열들로 이루어진 집합

 화소 집합 에서의 의 중간값

 화소 집합 에서의 의 평균값

 

 화소 집합 의 원소 중에서  

인 화소의 수

위의 식에서, 는 화소 집합 에서의 잡음을 

제외한 화소값들의 평균에 대한 예측으로 사용되었

다. 또한, 위의 식에서 nbd는 neighborhood의 약자로 

사용한 것이고 n, s, w, e는 north, south, west, east

의 약자로 사용한 것으로, 수평방향으로 경계가 있는 

경우에 정중앙의 화소 가 위쪽(n) 또는 아래쪽(s)

경계에 속하는 경우와 수직방향으로 경계가 있는 경

우에 정중앙의 화소 가 왼쪽(w) 또는 오른쪽(e) 경

계에 속하는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훈련 영상 의 화소 에서의 값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reliables)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여러 

특징들을 사용할 수 있고, 특징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에서 훈련 데이터의 입력 변수    


에서 사용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max( 
 

)

 × 

 ×  (11)

 min   ×
  

 ×   

이 논문에서는 위의 특징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

택하였다. 예를 들어, 는 일반적인 영상의 데이터

값은 너무 밝지도 (1에서 떨어져 있음) 너무 어둡지

도 (0에서 떨어져 있음) 않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선

택되었다. 또한, 임의 잡음에 오염된 데이터는 주변 

데이터의 중간값과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관점으로  가 선택되었고, 는 해당 

데이터가 영상의 경계면(수평 또는 수직 경계면)에 

있을 가능성에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끝으로, 는 

근방의 데이터와 비슷한 값을 갖는 데이터는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경험에 기

초하여 선택하였다.

학습의 입력변수 에 대한 결과변수 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설 로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  

    exp


(12)

에 의해 정의되는 로지스틱 회귀를 고려하자[11]. 구

체적으로, 화소 ∊에서의 목적변수 의 관측이 

독립적으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로

그우도함수 

  log  (13)


∊ 

 log    log  

의 최대화시키는 를 구함으로써 입력변수 

  






에 대한 목적변수 를 선

택하는 학습을 결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식 (13)의 

로그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를 근사하는 방법으로 

경사 상승법(Gradient Ascent Method)[12]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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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nd 

(14)

위의 식에서 는 반복법의 속도를 조절하는 상

수이다.

Fig. 5(a)는 Fig. 2(a)에서 원영상을 디블러링하려

는 목적을 위해 계산한 훈련 영상이다. 여기서, 훈련 

영상의 수는 1개임을 유의하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블러링하고자 하는 영상과 비슷한 유형인 영

상을 선택한 후에 Fig. 1(b)에서 사용된  점확산함수

로 흐트러트린 영상에 임의 잡음을 같은 확률로 발생

시키고, 그 위치를 훈련 데이터의 결과변수  ∊

로 사용하였다. 식 (14)의 반복법을 100회 적용(충분

히 수렴된 결과를 얻기 위해 100회 반복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15)

이다. 이 결과를 입력 변수    
에 적

용하여  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는 베르누이 

분포 모델에 의해 입력 변수    
에 대

응하는 결과변수 가   (즉, 해당 화소의 값이 임

의 잡음에 의해 오염되었다)일 확률을 의미한다. 이

론적으로는   인 입력 변수 

   
에 대응하는 화소의 값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간주해야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렇게 하는 경우에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되었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그러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인 

를 선택하여 

   exp 

 exp≥
(16)

의 규칙으로 분류한다.

식 (16)에서의 계수 의 선택은 점확산함수와 주

어진 영상의 부드러움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넓은 영역에 펴지는 점확산함수에 의해 흐트러

진 영상이 관측된 경우에는 작은 를 선택하여 적은 

수의 화소값을 디블러링 과정에 사용하고도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반면에, 좁은 영역에 펴지는 점확산

함수에 의한 흐트러진 영상이 관측된 경우에는 큰 

계수 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화소값을 디블러링 과

정에 사용하여야만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또한, 부

드러운 영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나 그 

영향은 점확산함수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약하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논문의 모의실험에서는 

 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

의 67%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선택하고, 그렇

게 선택된 데이터에 식 (10)의 반복법을 적용하여 얻

은 결과이다. Fig. 5(b)의 결과는 임의 잡음에 오염된 

흐트러진 영상으로부터의 디블러링이 (임의 잡음의 

제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성공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이 논문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RSE 








 




   원영상,  디블러링한 영상

(17)

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 6(a)는 가우스 점확산함수를 사용한 모의실

험에 사용된 원영상으로, 영상의 크기는 ×이

(a) training image (b) restored image

Fig. 5. (a) training image, (b) restored image from data 

that are classified as reliables by using parame-

ters computed from (a).

(a) true image  (b)  : gaussian

Fig. 6. (a) true image , (b)  where  is the 

gaussian blurring transform and  is the 30% 

random nois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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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6(b)는 Fig. 6(a)를 크기가  ×인 가우스 

점확산함수와 합성하여 흐트러트린 영상에 30%의 

임의 잡음을 발생시킨 것이다. 식 (15)의 계수들을 

식 (16)에  과 함께 적용하여, 전체 화소의 63%

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하여 영상 디블러링

을 한 결과가 Fig. 7(a)의 결과이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임의 잡음의 

제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간값 필터를 적용한 

후에, 공액구배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하였다. 그 

결과가 Fig. 7(b)이다. 이 경우에 중간값 필터에 의해 

임의 잡음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데이터는 디블

러링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인 Fig. 7(a)에 비해 임의 잡음의 불충분한 제거

에 의한 오류가 확연하게 보인다.

Fig. 7(b)의 좋지 못한 결과는 중간값 필터에 의한 

임의 잡음제거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

다. 식 (8)의 중간값 필터는 소금-후추 잡음의 경우에

는 어떤 데이터가 잡음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잡음에 의한 데이터를 교체하는 도구

로 중간값 필터를 사용하였고, 잡음에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잡음 데이터를 교체하는 혜택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의 잡음의 제거에서는 

중간값 필터는 그러한 혜택을 가질 수 없다.

이제 대각 점확산함수가 사용된 실험을 다루어 보

도록 하자. Fig. 8(a)는 모사실험에 사용된 원영상으

로, 영상의 크기는  ×이다. Fig. 8(b)는 Fig.

8(a)를 크기가  ×인 대각  점확산함수와 합성하

여 흐트러트린 영상에 30%의 임의 잡음을 발생시킨 

것이다. 식 (19)의 계수들을 식 (20)에  과 함께 

적용하여, 전체 화소의 64%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로 사용하여 영상복원을 한 결과가 Fig. 9(a)의 결

과이다. 이에 반해, Fig. 9(b)는 중간값 필터를 적용한 

후에, 공액구배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한 것이다.

가우스 점확산함수가 사용되었던 모의실험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제안한 방법에 의한 한 결과 Fig. 9(a)

에 비해, 중간값 필터를 사용한 결과 Fig. 9(b)는 임의 

잡음의 불충분한 제거에 의한 오류가 확연하게 보인

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흐트러진 

영상으로부터 원영상을 디블러링하는 문제를 다루

었다. 제안된 방법은 잡음에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하도록 기계학습의 로지스틱 회귀방법을 이용

하고, 훈련 데이터는 복원하고자 하는 영상과 유사한 

형태의 영상을 의도적으로 흐트러트리고 임의 잡음

을 발생시켜 생성한다. 임의 잡음의 제거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중간값 필터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

(a) by proposed method (b) by median filtering

Fig. 7. Restored images from Fig. 6(b) (a) by proposed 

method(RSE = ) and (b) median filter based reli-

able data selection method(RSE = ).

(a) true image  (b)  : diagonal

Fig. 8. (a) true image , (b)  where  is the diag-

onal blurring transform and  is the 30% random 

noise generator.

(a) by proposed method (b) by median filtering

Fig. 9. Restored images from Fig. 8(b) (a) by proposed 

method(RSE = ) and (b) median filter based reli-

able data selection method(R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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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의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임의 잡음에 의해 오염된 흐트러진 

영상으로부터의 원영상을 디블러링하는 문제에 특

화된 방법으로 정규 또는 포아송 잡음 모델이 적합한 

문제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제안된 기계학습 

방법의 특징은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결

정되었다. 다양한 특징의 파악과 많은 훈련 영상을 

이용한 학습이 제안된 방법의 성능향상을 위해 요구

된다.

제안된 방법은 영상복원 문제에 기계학습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 흐트러짐을 

결정하는 점확산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

우에 원영상을 디블러링하는 문제에 기계학습 방법

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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