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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필터와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균일 모션 디블러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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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ho 등의 균일 모션 블러 제거 알고리듬은 영상 내 외곽선 영역을 선명하게 복원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 장의 정지 영상에서 발생하는 블러 (Blur)현상을 블러된 계단형 신호를 뚜렷한 외곽선으로 복원해주
는 쇼크 필터 (Shock filter)와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하는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하여
선명한 영상을 복원하고 이 영상으로부터 균일 모션 (Uniform motion) 블러를 측정하여 영상 내 블러 현상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알고
리듬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쇼크 필터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선명한 영상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알고리듬의 단
점을 개선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기존 알고리듬에 비해 객관적 및 주관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복원 성능을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uniform motion blur removing algorithm of Cho et al. has the problem that the edge region of the image cannot be 
restored clearly. We propose the effective algorithm to overcome this problem by using shock filter that reconstructs a blurred step 
signal into a sharp edge,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that learns by extracting features from the image. Then uniform 
motion blur kernel is estimated from the latent sharp image to remove blur in the image. The proposed algorithm improved the 
disadvantages of the conventional algorithm by reconstructing the latent sharp image using shock filter and CNN.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excellent reconstruction performance in objective and 
subjective image quality than the convention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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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 블러 (Blur) 현상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을 촬영할 때 발생하며 영상 열화 (Degradation)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영상 블러의 원인은 가우시안 블러

(Gaussian blur)[1], 디포커스 블러 (Defocus blur)[1], 모션 블

러 (Motion blur)[2]등 다양하다. 가우시안 블러는 온도, 풍
속, 노출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대기의 난류에 의해

발생하며, 영상의 잡음 (Noise)과 디테일 (Detail) 감소의 원

인이 된다. 이로 인한 영상의 블러 현상은 가우시안 함수

(식 (1))와 선명한 영상의 컨볼루션 (Convolution) 결과이

다.

 



∙






 

 

(1)

여기서 와 는 각각 수평축 및 수직축에서의 거리를 의

미하고, 는 가우시안 분포 (Distribution)의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값으로 블러의 정도를 결정한다.
디포커스 블러는 아웃포커스 (Out of focus)로 인한 렌즈

의 수차 (Aberration)에 의해 발생한다. 모션 블러는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발생한다. 저조도 환경에서는

빛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의 노출 시간이 길

어지고, 카메라의 센서가 흔들려 모션 블러가 발생하게 된

다. 영상 블러의 주된 원인은 아웃포커싱 (Out-focusing), 
물체의 움직임 및 카메라의 흔들림이 있다. 이 중에서 카메

라의 흔들림은 모션 블러에 포함된다. 정지 영상 및 동영상

을 촬영할 때 블러 현상이 발생한다면 재촬영을 통해 영상

을 얻으면 된다. 하지만 생방송과 같이 특정 순간은 재촬영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디블러링 (Deblurring) 기술을 이

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영상 블러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디블러링 기법은 크게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 (Non-blind deconvolution)[3]과 블

라인드 디컨볼루션 (Blind deconvolution)[2]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은 블러 커널 (Blur kernel)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은

블러 커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은 블러된 영상만을 이용하여 블러 커널과 선명

한 영상을 모두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

다. 예를 들어, 단일 영상에 대한 블러 현상을 제거하기 위

한 디블러링 기법은 블러 커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에 해당된다. 또한 블러된 영

상의 형태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모션 디블러링은 블러의 종류에 따라 비균일 (Non- 
uniform) 모션 디블러링 기법[4]과 균일 (Uniform) 모션 디

블러링 기법[5]으로 나누어 진다. 비균일 모션 블러는 각각

의 픽셀 (Pixel)이 다른 형태로 블러된 것을 의미하고,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6].

 


  (2)

여기서 는 블러가 있는 영상, 은 블러가 없는 선명한

영상, 은 잡음을 × 크기의 벡터로 표현한 것이다. 

는 영상 의 2차원 변환을 생성하는 × 크기의 변환 행

렬로, 카메라의 노출 기간 동안 시간 에서 카메라 움직임

의 평면 내 평행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는 카메라의 전체

노출 시간 중에서 시간 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가중치의 합은 1이다. 즉, ∑ 로 표현할 수 있다[6].
균일 모션 블러는 영상의 모든 픽셀이 동일하게 블러된

것이다. 균일 모션 블러로 인한 영상의 열화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2].

 ∗ (3)

여기서 는 블러된 영상, 는 블러 커널, 는 블러가 없

는 선명한 영상, 은 잡음, ∗는 컨볼루션 연산을 의미한다.
비균일 모션 디블러링 기법은 복잡한 모델과 많은 계산

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균일 모션 디블러링 기법

을 이용한다. 균일 모션 디블러링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지만 블러된 영상은 이미 많은 정보가손실되어 적

은 정보로부터 선명한 영상으로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러를 선형

모션으로 가정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이러한 방법

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블러 제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제한된 블러가 아닌 복잡한 형

태의 블러를 제거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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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gus 등[2]은 모션 블러가 없는 자연 영상의 통계적 특성

을 이용하여 블러를 제거하였고 Shan 등[7]은 Fergus 등이

제시한 알고리듬의 통계적 모델을 단순화하는 블러 제거

기법을 제안하였다. Cho와 Lee[5]는 외곽선 예측 기법을 통

해 선명한 영상을 복원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빠르게 블러

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Xu 와 Jia[8]는 에지 예측

단계에서 크기가작은피사체를 제외하는마스크를 사용하

여피사체가 블러 커널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발생하는 성

능 저하를 개선하였다. Krishnan 등[9]은 영상의 정규화와

블러가 영상의 고주파 성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상호작용

을근본적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Cho 등[10]은 외곽선을 분석하여 카메라의 흔들림을 추

정하고 블러 커널을 측정하여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을 제

시하였다.
균일 모션 블러에서 기존의 디블러링 알고리듬[10]은 외곽

선을 선명하게 복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균일 모션 블러 영

상에 쇼크 필터 (Shock filter)와 합성곱 신경망 (Convolu- 
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여 기존의 알고리듬

보다 블러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원 영상과 같이 복

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알고리듬

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쇼크

필터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균일 모션 디블러링 알고

리듬을 설명한다. 또한 4장에서 기존의 알고리듬과 제안하

는 알고리듬의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알고리듬

그림 1은 Cho 등[10]에 의해 제안된 알고리듬을 나타낸다. 
이 알고리듬은 외곽선 분석을 통하여 카메라의 흔들림을

추정하고 블러 커널을 측정하여 영상을 복원한다. 먼저입

력 영상으로부터 외곽선 영역을 검출한 후에 이를 이용하

여 블러 커널을 추정하고 선명한 영상을 예측한다. 또한 블

러 커널을 재측정 하기 전에는 양방향 필터 (Bilateral fil-
ter)[11]를 수행하여 링잉아티팩트 (Ringing artifact) 및 잡음

을 제거하여 블러 커널 측정의 성능을 크게향상시킨다. 최
종적으로 추정한 블러 커널과 입력 영상을 이용하여 균일

모션 블러 현상이 제거된 영상을 얻는다. Cho 등의 알고리

듬은작은 크기의 블러 커널에 의해 블러된 영상도잘복원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곽선을 선명하게 복원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기존의 알고리듬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conventional algorithm

Ⅲ. 제안하는 알고리듬

3절에서는 쇼크 필터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균일

모션 블러 제거 기법에 대한 방식을 자세하게설명한다. 기
존의 알고리듬은 외곽선을 선명하게 복원하지 못한다는 단

점이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된 알고

리듬은 블러된 영상에 쇼크 필터를 적용하여 외곽선을 뚜

렷하게 하였고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하는 합성곱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듬 순서도
Fig 2. Flow chart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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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하여 선명한 외곽선이 복구된 영상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측정한 블러 커널과입력영상을 EPLL 기법에

적용하여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1. 쇼크 필터

쇼크 필터를 이용하여 블러된 영상으로부터강한윤곽선

(Strong edge)을 얻는다. 그림 3은 쇼크 필터의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쇼크 필터는 블러된 계단형 신호 (Step signal)를
뚜렷한 외곽선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필터이다. 쇼
크 필터링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12]. 

   ∆║∇║ (4)

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영상을 의미하고 ∆ 및 ∇

는 각각 의 라플라시안 (Laplacian)과 그래디언트 (Gradi- 
ent)를 나타낸다. ║․ ║은 L2-norm을 의미한다.

(a) (b)

그림 3. 쇼크 필터: (a) 블러된 신호, (b) 블러된 신호에 쇼크 필터를 처리한
결과
Fig 3. Shock filtering: (a) Blurred signal (b) Shock filtering of blurred 
signal

 

2. 합성곱 신경망

다음으로 선명한 외곽선이 복구된 영상을 얻기 위해 쇼

크 필터를 이용하여 외곽선 영역이 선명하게 복구된 영상

을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한다. 선명하게 복구된 영상을 얻

기 위한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내며

입력층, 출력층 및 8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닉
층의 활성화 함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13]를 사

용하였다. 각 층의 커널 (Kernel)의 크기는 처음 두 층은

128, 나머지 여섯 층은 64 및 출력층은 1을 사용하였다. 
Loss 함수는 평균제곱오차 함수를 이용하였다 (식 (5)). op-
timizer는 adam-optimizer (Adaptive moment estimation 
optimizer)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학습률 (Learning rate)
은 0.00001이다.

  


  



║ 
′║ (5)

여기서 ,  및 
′는 각각 합성곱 신경망의 연산, 블러된

영상 및 원 영상을 나타낸다. 은 배치 (Batch)의 크기를

나타내고, ║․ ║은 L2-norm을 의미한다. 
신경망의 학습에는 Pascal VOC 2012 데이터세트[14]를 이

용하였다. 40개의 영상에 8 종류의 블러 커널을 합성하여 블

러된 영상을 얻어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원 영상을 정

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5는 Pascal VOC 2012 데이터

세트의 1개 영상에대한원본영상과 8종류의 블러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영상을 원래 크기로 학습 시키면 신경망의

가중치 개수가증가하여 모델의 복잡도가증가한다. 따라서

입력데이터에서 임의로 40,000개의 64×64 픽셀 크기의패

치 (Patch)를 추출하여 신경망의입력으로 사용하였으며 정

답 데이터에서는 상응하는 패치를 추출해서 신경망의 정답

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6은 학습에 사용된데이터세트인입

력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정답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제안된 알고리듬의 신경망 구성
Fig 4. Neural network architecture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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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 (a) 입력 데이터, (b) 정답 데이터
Fig 6. Dataset used for learning: (a) Input data (b) label data

3. 블러 커널 측정

블러 커널 측정 단계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연산을 통해

얻은 선명한 영상과 입력 영상을 통해 블러 커널을 측정한

다. 블러 커널을 측정하기 위해 식 (6)을 이용한다[15].

arg


min

∥   ∥

(6)

여기서 는 블러 커널, 는 미분 필터 (Derivative filters), 
은선명한영상및 는 블러된영상을나타낸다. ║․ ║은

L2-norm을 의미한다. 블러 커널 는 51×51 고정된 크기를

사용하였다. 블러 커널은 모든 픽셀 값에 대하여 양수 값을

나타내며 각 픽셀에서의 값을 모두 더하면 1이 된다[15].

4.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

마지막으로 블러 커널 측정 단계에서 측정한 블러 커널

(a)

(b)

             그림 5. Pascal VOC 2012 데이터 세트의 예: (a) 원본 영상, (b) 8종류의 커널로 블러시킨 영상
Fig 5. Example of the Pascal VOC 2012 datasets: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by 8 kinds ker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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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블러된 영상으로부터 블러가 제거된 영상으로

복원한다. 이 과정은 논블라인드 디컨볼루션에 해당되며

블러된 영상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선명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EPLL (Expected Patch Log Likeli- 
hood)[16]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2). EPLL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정보가손실된 영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정보

가손실된 영상에 가깝게유지하면서 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전 확률을 라고 가정했을 때의 영상 x에 대한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 (7)). 

x 


log Px (7)

여기서 P는 영상의 모든 오버랩핑 패치 (Overlapping 

patches) 중에서 번째패치를 추출하는 행렬 (Matrix)을 의

미하고, log Px는 사전 확률이 라고 가정했을 때 번

째 패치의 우도 (Likelihood)를 나타낸다[16].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3.30 GHz의 CPU (Intel® Core™ i5- 
2500), 11 GHz의 GPU (GTX-1080 Ti)가 장착된 Window 
10 64 bit의 PC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딥러닝프레임

워크는텐서플로우 (Tensorflow) 및 Matlab R2017a를 이용

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의 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30,000회 진행되었다.
기존 알고리듬과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Sun 등[17]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Lighthouse, Building, Field, Bedroom, Cockpit, Desert, 
Temple 및 Warehouse 총 8장의 실험영상에 대하여 객관적

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모두 수행하였다. 8종류의 영상

에 대한 블러된 영상은 학습에 사용된데이터 세트와 같이

원본 영상에 블러 커널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원 영상을

Ground Truth로 사용하였다.

1. 객관적 화질 평가

기존 알고리듬과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객관적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평가 지표인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과 SSIM (Structural SIMilarity)[18]을 사용하였다. 
PSNR은 영상처리 분야에서 화질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

용하는 지표로 신호의최대 전력에 대한 잡음의 전력을 의

미한다. 이것은 손실이 발생한 영상과 원본 영상의 차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며 식 (8)을 이용한다.

 × log




(8)

여기서 는 해당 영상이 가질수 있는 픽셀의최댓값

을 의미하고, 는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 error)
를 나타낸다. 

PSNR의 단위는 dB이며 측정 시 사용하는 평균 제곱오

차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9)

여기서 , , 는 각각 영상의높이, 너비, 채널을 의미

하며 는 원본 영상을 는 손실이 발생한 영상을 나타낸

다.
표 1은 각각의 영상에 대하여 기존 알고리듬과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PSNR을 측정한 결과이다. 8종류 영상 모두 제

안하는 알고리듬이 기존의 알고리듬보다높은 값이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Bedroom

Sequence Width×   
Height

Input image Conventional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Lighthouse 924×668 31.02 31.77 32.77

Building 924×616 22.68 24.08 25.46

Field 924×668 30.89 31.34 31.62

Bedroom 924×583 28.38 29.13 32.58

Cockpit 924×583 23.30 23.34 25.10

Desert 924×583 28.33 28.60 30.06

Temple 924×632 26.67 26.67 29.03

Warehouse 924×581 22.28 23.67 25.13

표 1. 기존의 알고리듬과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PSNR (dB)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SNR (dB) for proposed and convention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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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3.45 dB의최대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표
1). 이 영상은 다른 비교 영상에 비해 외곽선과 같이밝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영상에서 제안하는 알고리듬 성

능이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SSIM은 두 영상의 시각적인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하는 지표로 기존의 지표에 영상의휘도, 명암비, 구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의품질을 평가하며 식 (10)을 이

용한다.

 
 


 


  

(10)

여기서  , 는 원본 영상과손실이 발생한 영상의 평균

을 
 , 

는 원본 영상과손실이 발생한 영상의 분산을, 

는 원본 영상과 손실이 발생한 영상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과 는 식 (1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and    (11)

여기서 은 영상의 동적 영역 (Dynamic range)을 의미하

고 , 는 각각 0.01과 0.03의 값을 가지는 상수이다.

표 2는 각각의 영상에 대하여 기존의 알고리듬과 제안하

는 알고리듬의 SSIM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8종
류 영상 모두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Warehouse 영상에서

Sequence Width×   
Height

Input image Conventional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Lighthouse 924×668 0.83 0.91 0.93

Building 924×616 0.68 0.77 0.80

Field 924×668 0.74 0.79 0.82

Bedroom 924×583 0.82 0.89 0.93

Cockpit 924×583 0.62 0.69 0.73

Desert 924×583 0.77 0.84 0.86

Temple 924×632 0.71 0.75 0.79

Warehouse 924×581 0.58 0.69 0.74

표 2. 기존의 알고리듬과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SSIM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SSIM for proposed and conventional algorithm

 

0.05의최대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표 2). 이 영상은

다른 비교 영상에 비해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영상에서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2. 주관적 화질 평가

쇼크 필터의 성능 비교를 위해 합성곱 신경망만을 이용

하여 블러를 제거한 것과 쇼크 필터를 추가로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그림 7을 통해 보여준다. 그림 7(a)는 Light- 
house 에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선명한 외곽선을 복구

한 영상을 통해 블러를 제거한 결과이며그림 7(b)는 Light- 
house에 쇼크 필터와 합성곱 신경망을 모두 이용한 결과이

다. 결과를살펴보면 쇼크 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상이 쇼크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외곽선을 선명하게 잘 복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7. 영상 부분 확대 비교: Lighthouse. (a) 쇼크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b) 쇼크 필터를 적용한 결과
Fig 7. Comparison of locally extension image: Lighthouse. (a) Result 
image without shock filter (b) Result image using shock filter

기존의 알고리듬과 제안된 알고리듬을 주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그림 8-11은 Lighthouse, Building, Field 및
Bedroom 4종류의 영상에 대하여 디블러링 영상의 주관적

인 화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상 내부의 특정 부분을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2-15는 Cockpit, Desert, Temple 및 Warehouse 4개
의 영상의 전체적인 주관적 화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8-15(a)는 원본 영상을, 그림 8-15(b)는 블러된 영상, 그림

8-15(c)는 기존 알고리듬에 의해 출력된 결과를, 그림

8-15(d)는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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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듬은 외곽선을 선명하게 복원하지 못하였지만 제안하

는 알고리듬은 외곽선을 선명하게 잘 복원하여 우수한 블

러 제거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

는 알고리듬은 기존 알고리듬보다 주관적 화질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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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영상 부분 확대 비교: Lighthouse.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8. Comparison of locally extension image: Lighthouse.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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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영상 부분 확대 비교: Building.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9. Comparison of locally extension image: Building.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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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영상 부분 확대 비교: Field.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10. Comparison of locally extension image: Field.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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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영상 부분 확대 비교: Bedroom.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11. Comparison of locally extension image: Bedroom.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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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쇼크 필터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균일 모션 블러 현상을 제거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PSNR과 SSIM 수치를 비교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우수한

블러 제거 성능을 나타내었다. 객관적 평가에 따르면 외곽

선과 같은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은 영상에서 제안된 알고

리듬이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수치가높게 측정되어 우수한

블러 제거 성능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평가에서는 제안된

알고리듬은 8종류의 실험 영상에서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우수한 외곽선 추출 성능을 이용함으로써 우수한 블러 제

거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알고리듬

은 원본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영상 내 외곽선 성분을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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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주관적 화질 비교: Cockpit.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12. Subjective comparison: Cockpit.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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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주관적 화질 비교: Desert.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13. Subjective comparison: Desert.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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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주관적 화질 비교: Temple.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14. Subjective comparison: Temple.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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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주관적 화질 비교: Warehouse. (a) 원본 영상, (b) 블러된 영상, (c) Cho et al. [10] 방식, (d)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15. Subjective comparison: Warehouse. (a) Groundtruth image (b) blurred image (c) Cho et al. [10] (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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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알고리

듬에 영상의 외곽선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추가하고 영상의 특징을 잘 추출하는 신경망 구조로 학습

하여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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