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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nging and noise amplification are the most domi-

nant artifacts in image deconvolu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n-blind image deconvolution method 

with adaptive regularization that can reduce ringing 

and noise in the smoothed region and preserve im-

age details in the textured region simultaneously. 

For adaptive regularization, we use a reference im-

age that guides the regularization strength on the 

pixel of the blurred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ringing and noise are suppressed effi-

ciently, while preserving image details.

I. 서론 

사진을 촬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은 카메라와 피

사체간의 상 인 움직임으로 인한 상의 흔들림인

데, 상의 흔들림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될 수 있다.

  ⊗                 (1)

여기서 B는 흔들린 상, I는 원본 상, ⊗는 컨벌루

션 연산, K는  확산 함수(point spread function), N

은 잡음을 나타낸다. 흔들린 상 B로부터 원본 상 

I를 복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은 복원된 상 내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하는 물결(ringing) 상과 잡음 증

폭이다. 이러한 문제 은 상의 사  확률 분포

(image prior)를 이용한 정칙화(regularization)를 통해 

일 수 있지만, 흔들린 상을 복원 시 상의 사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 물결 상과 잡음 증폭을 일 

수 있지만, 상의 세 한 경계들이 뭉개지는 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 올바른 경계 정보를 제시해 

주는 참조 상을 생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의 각 

화소에 용되는 정칙화의 세기를 조 해서 경계 부분

은 최 한 보존하는 동시에 물결 상과 잡음 증폭은 

최소화하는 상 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II. 본론

2.1 참조 상 생성

상의 경계를 최 한 보존하면서 평탄한 역에서 

에 잘 띄는 물결 상과 잡음 증폭을 이기 해서는 

상 내 특성에 따라 정칙화를 응 으로 용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상의 올바른 경계 정보가 

필요한데, 흔들린 상에서는 올바른 경계 정보를 얻

기가 힘들다. 이에 우리는 하이퍼 라 라시안(Hyper 

Laplacian)을 이용한 빠른 상 복원 방법 [3]과 상 

잡음의 공간  랜덤 분포 모델 [2]을 결합한 다음의 식

을 이용하여 올바른 경계 정보를 제시해 주는 참조 

상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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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는 복원되는 상, ∂*는 n차 미분 필터, k(∂

*)는 미분 필터의 차수, f1 과 f2는 각각 수평과 수직 방

향으로의 1차 미분 필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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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  정칙화

생성된 참조 상을 바탕으로 응  정칙화를 수행한

다. 우선, 참조 상으로부터 경계 정보를 추출한다. 

참조 상의 화소 에 3×3 도우가 앙에 오도록 

치시킨 뒤, 도우와 f1, f2의 컨벌루션한 결과의 합을 

해당 화소의 경계 세기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참조 

상으로부터 경계 정보를 추출한 뒤,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응  정칙화를 수행한다.

흔들린 상의 복원을 해 우리는 사후 최  확률 

기법(maximum a posteriori)을 이용한다. Bayes 정리

에 의하면, 원본 상의 사후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4)

여기서 p(B|I)는 상 잡음의 공간  랜덤 분포 모델

을, p(I)는 heavy-tailed 분포를 이용한다. 이 게 정한 

사후 확률 분포와 참조 상으로부터 얻은 경계 정보, 

Eg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에 지 함수를 구한 뒤, 

이 함수를 최소로 하는 상 I
*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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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칙화의 세기를 결정하는 인자의 경우, 지수 함수 

항에 의해 상의 경계 정보에 따라 그 세기가 변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상의 경계 부분을 살리기 해

I*-F(I*)를 I*에 더해 주어 최종 으로 흔들린 상으

로부터 복원된 상을 얻는다. F는 양방향 필터링을 

의미한다. 

Ⅲ. 실험 결과

그림 1은 제안한 방법으로 흔들린 상을 복원한 결과

를 보여 다. 흔들린 상으로부터 Fergus의 알고리즘

[1]을 이용하여  확산 함수를 측한 뒤, 이를 이용

하여 상을 복원했다. 그림 1의 상은 664×489,  

확산 함수는 37×37의 크기를 갖는다. 

그림 2는 그림 1 상의 일부분을 확 한 것이다. 다

른 알고리즘들과 비교해 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평탄한 역에서 에 잘 띄는 잡음과 물결 상은 

이는 동시에, 복잡한 역에서의 세 한 부분은 잘 살

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촬  시 흔들린 상을 효과

으로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흔들린 상

(a) 흔들린 상과 확산함수 (b) Lucy-Richardson(LR) 방법

(c) Total variation(TV) 방법 (d) 제안한 방법

그림 1. 흔들린 상과 복원한 상

(a) LR 방법 (b) TV 방법 (c) 제안한 방법

그림 2. 복원한 상의 부분 확  상

의 실제 경계 정보를 제시해 주는 참조 상을 생성하

고 이로부터 각 화소에 작용하는 정칙화의 세기를 

응 으로 조 하여, 경계 역은 잘 보존하면서 물결 

상과 잡음은 효과 으로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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