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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이미지 잡음 제거기(Image Denoiser)"는 입력 이미지를 영역들로 분할하고, 각 영역 내의 통계치를 추정한
다음, 이미지 형성의 확률적 모델을 이용하여 깨끗한(또는 잡음 제거된) 이미지를 추정함으로써 컬러 이미지들의
잡음을 제거하는 확률적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한 결과로 생기는
영역 경계들의 인위적인 샤프닝(artificial sharpening)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영역 간의 추정 블러(estimated
blur)가 이용된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들 간의 에지들을 샤프닝하는 것과, 다양
한 영역들 간의 최초의 블러링을 유지하면서 이미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영역들을 선택적으로 블러링 또
는 샤프닝하는 것(즉, "선택적 초점(selective focus)")을 포함한, 추가 목적들을 위하여 추정 블러가 이용된다.

대 표 도 - 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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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으로서,
컴퓨팅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복수의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piecewise smooth regions)로 분해하는 단계;
각 영역에 대한 저차원 통계 모델(low-dimensional statistical model)을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통계 모델들의 확률적 함수(probabilistic function)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추론하여 출력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이미지의 각 영역의 에지(edge)에서 국소적 블러(local blur)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국소적 블러들을 상기 출력 이미지의 대응 영역들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각 영역에 대한 저차원 통계 모델을 추정하는 상기 단계는 각 영역에 대하여 계산된 픽셀 통계치에 기초하고,
상기 픽셀 통계치는 잔여 픽셀 컬러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상관된 컬러 공분산 행렬(correlated color
covariance matrix) 및 아핀 변화하는(affinely varying) 평균 픽셀 컬러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을 수동으로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영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과 관련된 블러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차원 통계 모델은, 각 영역의 평균 픽셀 추정치에 더해질, 각 영역에 대한 잡음 제거된 잔여 픽셀값
(clean pixel residual)의 선험적 우도(posteriori likelihood)를 최대화함으로써 상기 입력 이미지의 잡음을
th

제거하는 0차 모델(0 -order model)인,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차원 통계 모델은, 각 영역에 대한 모델링된 픽셀 평균값들로부터의 픽셀 편차를 모델링하는 1차 마코프
랜덤 필드(MRF; Markov Random Field)의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상기 입력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1차 모
델(first-order model)인, 컴퓨터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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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캡처된 이미지들의 잡음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디지털 카메라로서,
입력 이미지를 캡처하여 저장하는 장치;
상기 저장된 입력 이미지를 평가하고 상기 입력 이미지를 복수의 개별(discrete) 영역들로 분해하는 장치 - 각
영역은 추정된 픽셀 컬러 통계치 및 픽셀 공간 통계치에 의해 정의됨 - ;
각 영역의 블러 양들을 추정하는 장치;
상기 추정된 픽셀 컬러 통계치 및 픽셀 공간 통계치의 함수로서 각 영역에 대한 저차원 통계 모델을 추정하는
장치;
상기 저차원 통계 모델들의 확률적 함수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추론하는 장치; 및
상기 추정된 블러 양들을 상기 입력 이미지의 상기 잡음 제거된 사본의 대응 영역들에 적용하는 장치
를 포함하는 디지털 카메라.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각 영역의 상기 블러 양들은, 인접 영역들의 에지들과 겹치는 미리 정해진 폭을 갖는 픽셀들의 스트립 내의 픽
셀들의 샘플들을 평가하고, 상기 샘플링된 픽셀들을 이용하여 픽셀들의 각 스트립을 모델링하기 위한 최적 블러
양을 추정함으로써 추정되는, 디지털 카메라.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각 영역의 상기 블러 양들은, 인접 영역들의 경계들을 따라 일련의 가상 블러들에 관하여 계산된 오차를 최소화
함으로써 추정되는, 디지털 카메라.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을 수동으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영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과 관련된 상기 추정된 블러 양들을, 상기 입력 이미지의 상기
잡음 제거된 사본의 대응 영역들에 적용하기 전에, 수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카메라.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저차원 통계 모델은 이미지 형성의 0차 베이지안 확률적 생성적 모델(Bayesian probabilistic generative
model)인, 디지털 카메라.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저차원 통계 모델은 이미지 형성의 1차 베이지안 확률적 생성적 모델인, 디지털 카메라.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각 영역을 정의하기 위한 상기 픽셀 컬러 통계치는, 각 영역에 대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평균 픽셀 컬러를 가
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임의의 나머지 잔여 픽셀들의 상관된 컬러 공분산 행렬을 추정함으로써 추정되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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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카메라.
청구항 15
이미지의 잡음을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들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들은,
입력 이미지를 복수의 개별 영역들로 분해하는 명령어 - 각 영역은 추정된 픽셀 컬러 통계치 및 픽셀 공간 통계
치에 의해 정의됨 - ;
상기 추정된 픽셀 컬러 통계치 및 픽셀 공간 통계치의 함수로서 각 영역에 대한 저차원 통계 모델을 추정하는
명령어; 및
상기 저차원 통계 모델들의 확률적 함수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추론하는 명령어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인접 영역들의 픽셀 특성을 검사함으로써 각 개별 영역에 대응하는 블러 양들을 추정하는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블러 양들을 상기 입력 이미지의 상기 잡음 제거된 사본의 대응 영역들에 적용하는 명령어를 더 포
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영역들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 선택가능한 블러 양들을 조정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를 복수의 개별 영역들로 분해하는 명령어는 이미지 전체를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의 세트를 식별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컬러 통계치를 추정하는 명령어는 각 영역에 대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평균 픽셀
컬러를 가정하고 상기 입력 이미지에 관하여 각 영역에 대한 임의의 나머지 잔여 픽셀들의 상관된 컬러 공분산
행렬을 추정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이미지 잡음 제거(image denoising)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잡음성 이미지들(noisy images)의 추정 영
역들 간의 에지들에서 추정 영역들 및 추정 블러들(estimated blurs)의 확률적 함수(probabilistic function)
로서 잡음 제거된 컬러 이미지들을 추정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이미지 잡음 제거는 이미지 처리에서 공통의 문제이다.

이미지 잡음 제거에 대한 초기 접근법들은 종종 가우시

안 이미지(Gaussian image)에 대한 최적 필터링(위너(Wiener) 필터링 등) 및 미디언(median) 필터링 등의 잡음
처리 및 발견적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수의 현대식 잡음 제거 방식들은 픽셀 근방(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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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s) 상에서 직접 또는 잡음성 이미지의 필터링된 버전들 상에서 정의되는 통계 모델들을 이용한다.
어느 경우에서든, 종래의 잡음 제거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내의 불필요한 잡음을 억제하면서 이미지 내의
의미 있는 에지들을 보존하려고 한다.
[0003]

유감스럽게도, 종래의 잡음 제거 방식들은 통상적으로 인간 관찰자들에 의해 인지되는 물체들의 구분적으로 평
활한 성질(piecewise smooth nature)을 적절히 캡처하지 못한다.

이미지 잡음의 인지는 마스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즉, 고도로 텍스처형(highly textured) (높은 분산(high variance)) 영역들에서보다 평활하게 그늘진
(smoothly shaded) 영역들에서 더 많이 잡음이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화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ISO 등급으로 설정된 디지털 카메라에서 큰 이득으로부터 생기는 컬러 잡음을 아주 불쾌하게 느낀다.

왜

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균일하게 채색된 물체일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인위적인 고주파수 채색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방성 확산(anisotropic diffusion) 및 바이래터럴 필터링(bilateral filtering) 등의 기

법들에서 일어나기 쉬운 선명도(sharpness)의 인위적인 증가는 명암도 에지들(intensity edges)에서의 자연스러
운 부드러움을 파괴하여 잡음 제거된 이미지들에서 "만화 같은"(또는 줄무늬 모양의(banded)) 외양을 초래할 수
있다.
[0004]

예를 들면, 다수의 종래의 잡음 제거 방식들은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웨이블릿(wavelet)을 이용한
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멀티스케일 지향 서브밴드들(multiscale oriented subbands)로 분해될 때, 종
종 고도로 커토틱한 주변 분포들(kurtotic marginal distributions)이 관찰된다(통상적으로 낮은 커토시스
(kurtosis)를 갖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주변 분포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커토시스를 갖도록 주변 분포를 보

강하기 위하여, 웨이블릿 기반 기법들은 통상적으로 고진폭의 웨이블릿 계수 값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저진폭의
웨이블릿 계수 값들을 억제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종종 "코어링(coring)"이라 부른다.
[0005]

하나의 그러한 코어링 기법은 웨이블릿들의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가 상관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동
작한다.

결합 웨이블릿 계수들(joint wavelet coefficients)은 상이한 방위(orientations) 및 스케일의 서브

밴드들의 범위에 걸쳐서 작은 근방에서 동시에 추리된다.

잡음 제거를 위한 통상적인 결합 분포는 입력 이미지

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생성하는 가우시안 스케일 모델(Gaussian scale model; GSM)이다.
[0006]

유감스럽게도, 웨이블릿 기반 잡음 제거 방식들은 종종 잡음 제거된 이미지에 어떤 "링잉 현상(ringing
artifacts)"을 도입한다.

환언하면, 그러한 방식들은 잡음 제거된 이미지에 추가 에지들 또는 구조들을 도입하

는 경향이 있다.
[0007]

다른 유형의 종래의 잡음 제거 방식은 잡음 제거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단순 가우시안 필터링(simple
Gaussian filtering)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가우시안 필터링은 일반적으로 2차 선형 부분 미분 방

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DE)에 의해 표현된 등방성 열 확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에 상당한
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잡음 제거된 이미지들 내의 에지들은 블러링되기(blurred) 쉽다.

관련된 종래의 잡

음 제거 기법들은 잡음 제거된 이미지에서 에지들을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방성 확산"을 이용한다.

유감

스럽게도, 이방성 확산에 기초한 잡음 제거 방식들은 이미지를 과도하게 블러링(over-blur)하거나 영역 경계들
(에지들)을 인위적으로 샤프닝(sharp)하는 경향이 있다.
[0008]

관련된 잡음 제거 방식들은 주변 분포들로부터 이미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이전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동작한다.
그러한 방식들은 때때로 입력 이미지의 잡음 제거 또는 복구를 위해 베이지안 추론(Bayesian inference)을 이용
한다.

결과의 PDE는 이방성 확산과 정성적으로 유사하지만 학습된 이전 모델들에 기초한다.

유감스럽게도, 마

코프 연쇄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기법 등의 종래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그러한 이전 모
델들(즉, 깁스(Gibbs) 분포)을 학습하는 것은 계산상 비효율적이기 쉽다.

더욱이, 이들 방법들은 이방성 확산

의 결점들, 즉, 이따금씩의 과도한 블러링(과도한 스무딩(over-smoothing)) 및 에지/영역 경계 샤프닝
(sharpening)의 일부를 공유한다.
[0009]

가우시안 필터링의 대안적인 적응은 공간 및 범위 거리의 양쪽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에지들을 보존하기 위해 바
이래터럴 필터링이라 불리는 기법을 이용한다.

바이래터럴 필터링 기법은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특

히 컬러 이미지들에 대하여 HDR(high dynamic-range) 이미지들을 복구하는 데 널리 채택되어왔다.
도, 그러한 방식들은 이미지들 내의 얼룩 잡음(speckle noise)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

또한, 가우시안

필터링 및 이방성 필터링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이래터럴 필터링 기반 잡음 제거 방식들도 때때로 잡음 제거된
이미지들 내의 에지들을 과도하게 스무딩(over-smooth)하거나 과도하게 샤프닝(over-sharpen)한다.
[0010]

그 밖의 잡음 제거 기법들은 이미지 잡음 제거를 제공하기 위해 정적인 씬(static scene)의 복수의 이미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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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들을 이용한다.

그러한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입력 이미지들로부터 픽셀 평균들을 추정하여 씬

과 카메라 양쪽 모두가 정적인 출력 이미지에서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동작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비국소

적(non-local)" 잡음 제거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
다.

그러나, 개별 이미지들이 충분한 수의 반복 패턴을 갖는 경우에, 관련된 기법들은 시간적 픽셀 평균들을

공간적 픽셀 평균들의 함수로서 근사화(approximate)하도록 동작한다.

특히, 단일 이미지 내에 충분히 유사한

패턴들이 있는 한, "쿼리 패치(query patch)"와 유사한 패턴들이 식별될 수 있고, 이 패턴들은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진정한 픽셀 값들을 추정하기 위한 평균 또는 기타 통계치를 판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들

비국소적 방법들은 다수의 반복된 패턴들을 포함하는 텍스처 같은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잘 작용하지만, 다수의
반복 패턴들이 없는 이미지들에서는 실패한다.

더욱이, 그러한 방법들은 다른 종래의 잡음 제거 방식들과 비교

하여 계산상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0011]

[개요]

[0012]

이 개요는 아래 상세한 설명에서 더 설명되는 개념들 중 선택된 것을 간략한 형태로 소개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개요는 청구된 내용의 중요한 특징들 또는 필수적인 특징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청구된 내용의 범
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서 이용되기 위한 것도 아니다.

[0013]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Image Denoiser)"는, 잡음성 이미지들의 추정 영역들의 확률적 함수로서
개별 컬러 이미지들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한다.

[0014]

일반적으로,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입력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입력 이미지의 대략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
간의 경계들을 식별함으로써 동작을 개시한다.

환언하면,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상기 입력 이미지를 복수의 구

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로 분해(decompose) 또는 분할(segment)하도록 작용한다.
[0015]

다음으로,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각각의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에 대하여 저차원 통계 모델을 추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에 대한 통계 모델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각 영역에 대하여 선형적으
로 변화하는 평균 컬러를 가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임의의 나머지 잔여들의 상관된 컬러 공분산 행렬
(correlated color covariance matrix)을 추정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0016]

그 후 이미지 잡음 제어기는 옵션으로 각 영역 간의 에지들에서 국소적 블러(local blur)를 추정한다.
블러의 양을 추정하는 목적은 영역들 간의 에지 샤프닝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국소적

일 실시예에서, 국소적

블러의 추정은 영역들 간의 경계들을 따라 미리 정해진 폭의 스트립들을 샘플링하고 상기 경계의 양쪽을 따라
이들 스트립들 내의 컬러 차이들을 분석하여 국소적 블러링을 추정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는, 국소적 블러의 추정은 각 영역 간의 경계를 따라 일련의 가상 블러들(hypothetical blurs)에 관하여 계산
오차를 최소화하는 검색 기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최저 계산 오차를 갖는 가상 블러가 각 영역 경

계에 대하여 최적 블러(best blur)로서 선택된다.
[0017]

그 후 각 영역에 대한 통계 모델들을 일반적으로 합성하여 최초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생성하는 것에 의
해 각 영역에 대하여 계산된 통계 모델의 확률적 함수로서 입력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이 추정된다.

[0018]

또한, 이들 통계 모델들의 단순 합성은 영역 경계들의 인위적인 샤프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 실시예
에서는, 추정 블러들을 적용하여 각각의 합성 영역들 간의 경계들을 블러링한다.

이들 추정 블러들을 합성 이

미지에 적용하는 것은 잡음 제거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되고, 잡음 제거된 이미지의 다양한 영역들 간의
블러는 최초 잡음성 이미지의 블러와 근사하다.
[0019]

상기 개요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컬러 이미지들의 잡음을 제거하는 고유한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방금 설명한 이익들 외에, 다음에 오는 상세한 설명을 첨부 도면들과 함께 이해하였

을 때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다른 이점들이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9]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서는,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
는 특정 실시예들이 예시로서 도시되어 있는 첨부 도면들을 참조한다.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도 있고 구조적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0030]

1.0 예시적인 운영 환경:

[0031]

도 1, 도 2, 및 도 3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다양한 실시예들 및 요소들이 구현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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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컴퓨팅 환경의 다양한 예들을 도시한다.
[0032]

예를 들면, 도 1은 일반적인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적

합한 컴퓨팅 환경의 일례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용도 또는 기능성의 범위에 관해 어떤 제한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팅 환경(100)은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중 임의의 하나 또는 그 컴포

넌트들의 임의의 조합과 관련하여 어떤 의존성 또는 요구사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0033]

본 발명은 많은 기타 범용 또는 특수 목적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에서 동작할 수 있다.

본 발명과 함

께 사용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로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
퓨터, 핸드-헬드, 랩톱 또는 모바일 컴퓨터, 휴대폰 및 PDA 등의 통신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
로세서 기반 시스템, 셋톱 박스, 프로그램가능한 가전제품,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기
시스템들이나 장치들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0034]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마이크 어레이(198)의 컴포넌트들을 포함한 하드웨어 모듈들과 조합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와 관련하여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

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개체, 컴포넌트, 데이터 구
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원격 처리 장치들에 의해 태스크가 수

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과 관련하여,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0035]

컴퓨터(110)의 컴포넌트들은 처리 장치(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 컴
포넌트들을 처리 장치(120)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121)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장치 버스 및 각종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이용하는 로컬 버스를 비롯한 몇몇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

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로컬 버스, 그리고 메자닌 버스(Mezzanine bus)로도 알
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0036]

컴퓨터(110)는 통상적으로 각종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매체는

그 어떤 것이든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
체, 이동식 및 비이동식 매체를 포함한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

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이동식 및 비이동식 매체를 포함한다.
[0037]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PROM, EP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
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으로 반송파(carrier

wave) 또는 기타 전송 메커니즘(transport mechanism)과 같은 피변조 데이터 신호(modulated data signal)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 등을 구현하고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
를 포함한다.

"피변조 데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그 신호의 특성들 중 하나 이

상을 설정 또는 변경시킨 신호를 의미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배선 접속(direct-

wired connection)과 같은 유선 매체, 그리고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
다.
[0038]

상술한 것들 중 임의의 것들의 조합들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ROM(read only memory)(131) 및 RAM(random access memory)(132)과 같은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 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110) 내의 구성요소들 사

이의 정보 전송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133)은 통상적으로 ROM(131)에 저장되
어 있다.

RAM(132)은 통상적으로 처리 장치(120)가 즉시 액세스 할 수 있고 및/또는 현재 동작시키고 있는 데

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예로서, 도 1은 운영 체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를 도시하고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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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

컴퓨터(110)는 또한 기타 이동식/비이동식,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단지 예로서, 도 1

은 비이동식,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입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이동식, 비휘
발성 자기 디스크(15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입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 ROM 또는 기타 광
매체 등의 이동식, 비휘발성 광 디스크(156)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입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를 도
시한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이동식/비이동식,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로

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상(solid state) RAM, 고상 ROM 등
이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통상적으로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비이

동식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 디스크 드라이
브(155)는 통상적으로 인터페이스(150)와 같은 이동식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0040]

위에서 설명되고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브들 및 이들과 관련된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110)에 대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운영 체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들 컴포넌트들은 운영 체제(1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와 동일할 수도 있고 또는 그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에 유의한다.

여기서 운영 체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

이터(147)에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다른 사본(copy)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다.

사용자는 키보드(162) 및 일반적으로 마우스, 트랙볼(trackball), 또는 터치 패드로 불리는 포인팅 장치

(161)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명령 및 정보를 컴퓨터(110)에 입력할 수 있다.
[0041]

다른 입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로는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라디오 수신기, 및 텔레비전
또는 브로드캐스트 비디오 수신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및 기타 입력 장치는 종종 시스템 버스(121)에

결합된 유선 또는 무선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해 처리 장치(120)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
TM

트, USB(universal serial bus), IEEE 1394 인터페이스, 블루투스(Bluetooth ) 무선 인터페이스, IEEE 802.11
무선 인터페이스 등의 다른 종래의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도 있다.

또한, 컴퓨터(110)는

마이크 또는 마이크 어레이(198) 등의 음성 또는 오디오 입력 장치는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199)를 통하여
접속된 확성기(197) 또는 기타 음향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199)도 병렬, 직렬,

USB, IEEE 1394, 블루투스 등의 유선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0042]

모니터(191)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비디오 인터페이스(190)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
(121)에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91) 외에, 컴퓨터는 프린터(196) 등의 기타 주변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들은 출력 주변장치 인터페이스(195)를 통해 접속될 수 있다.
[0043]

또한, 컴퓨터(110)는, 입력 장치로서, 이미지들(193)의 시퀀스를 캡처할 수 있는 카메라(192)(디지털/전자 스틸
또는 비디오 카메라, 또는 필름/사진 스캐너 등)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단 하나의 카메라(192)만 도시되

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복수의 카메라들이 컴퓨터(110)에 대한 입력 장치들로서 포함될 수 있다.

복수의 카

메라들의 이용은 이미지의 복수의 뷰(view)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캡처하거나, 3차원 또는 깊이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또는 씬의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캡처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메라(192)로부

터의 이미지들(193)은, 예를 들면, USB, IEEE 1934, 블루투스, IEEE 802.11 등을 포함한, 종래의 유선 또는 무
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적절한 카메라 인터페이스(194)를 통하여 컴퓨터(110)에 입력된다.

이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고, 그에 의해 이미지들(193)은 RAM(132), 또는 컴퓨터(110)와 관련된 그 밖의 전술
한 데이터 저장 장치들 중 임의의 것에 전송되어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192)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전술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 이전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
(110)에 입력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0044]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화된 환
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기

타 통상의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컴퓨터(110)와 관련하여 상술한 구성요소들의 다수 또는 전부
를 포함하지만, 도 1에는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 도시되었다.

도 1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으로는 LAN(local

area network)(171) 및 WAN(wide area network)(173)이 있지만, 기타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전사적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0045]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해 LAN(171)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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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통상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WAN(173)을 통해 통신을

설정하기 위한 모뎀(172)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

서, 컴퓨터(110) 또는 그의 일부와 관련하여 기술된 프로그램 모듈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도 1은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85)이 메모리 장치(181)에 있는 것으로 도시하고 있지만 이에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이 컴퓨터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기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0046]

도 2에 관련하여, 이 도면은 디지털 카메라에 연결된 간략화된 컴퓨팅 장치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시스템도를 보
여준다.

그러한 컴퓨팅 장치는 통상적으로 통신 인터페이스와 조합하여 적어도 얼마간의 최소한도의 계산 능력

을 갖는 장치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발명과 함께 이용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간략화된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로는, 핸드헬드, 랩톱 또는 모바일 컴퓨터, 휴대폰 및 PDA 등의 통신 장치 등
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0047]

도 2에서 파선 또는 대시 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임의의 박스들은 여기에서 설명되는 간략화된 컴퓨팅 장치의
대안 실시예들을 나타내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이들 대안 실시예들 중 임의의 것 또는 전부가 이 명세서의 전
반에 걸쳐서 설명되는 다른 대안 실시예들과 조합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0048]

최소한, 컴퓨팅 장치가 "이미지 잡음 제거기"(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됨)를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는, 컴퓨팅 장치(200)는 얼마간의 최소한도의 계산 능력 및 디지털 카메라(290) 또는 기타 이미지 입력 소스
를 접속하기 위한 유선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240)를 구비해야만 한다.

[0049]

특히, 도 2가 도시하는 바와 같이, 컴퓨팅 장치(200)의 계산 능력은 일반적으로 처리 장치(들)(210)(도 1에 관
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처리 장치(120)와 대략 유사함), 및 시스템 메모리(220)에 의해 예시된다.

도 1의 일반

적인 컴퓨팅 장치의 처리 장치(들)(120)와는 대조적으로, 도 2에 도시된 처리 장치(들)는, 위에서 설명된, PC형
컴퓨터 등의 범용 프로세서 장치라기보다는 DSP, VLISW 프로세서, 또는 기타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의 특수화된
(및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0050]

게다가, 도 2의 간략화된 컴퓨팅 장치(200)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들(240)(도 1에 관련하여 설명
한 입력 장치들과 유사함)에 대한 접속 등의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2의 간략화된 컴퓨팅 장

치는 또한 예를 들면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280) 등의, 하나 이상의 출력 장치들(250)(도 1에 관련하여 설명한
출력 장치들과 유사함)과 같은 다른 옵션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도 2의 간략화된 컴퓨

팅 장치는 또한 각각 이동식 및/또는 비이동식의 저장 장치(260 및 270)(도 1에 관련하여 설명한 저장 장치들과
유사함)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51]

마지막으로, 도 3에 관련하여, 이 도면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해, 통합된 컴퓨팅
(340) 및 I/O 능력들(345)을 갖는 디지털 카메라(300)를 도시하는 일반적인 시스템도이다.

그러한 카메라(30

0)는 LCD 화면 등의 일체형 디스플레이 장치(310)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52]

일반적으로, 숙련된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 카메라는 이동식(325) 또는 비이동식(33
0)일 수 있는 카메라 메모리(320) 외에, 위에서 설명한 것들과 같은 컴포넌트들(예컨대, I/O, 컴퓨팅, 및 디스
플레이)을 포함한다.

그러한 카메라는 또한 렌즈(305) 및 하나 이상의 컨트롤(315)의 세트를 포함한다.

또한,

도 2에 관련하여 설명한 간략화된 컴퓨팅 장치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의 컴퓨팅 능력(340)은, 도 1에 관
련하여 위에서 설명된, PC형 컴퓨터 등의 범용 프로세서 장치라기보다는 DSP, VLISW 프로세서, 또는 기타 마이
크로컨트롤러 등의 저비용의 특수화된 프로세서들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들 컴포넌트들은 독립 실행형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 조합하여 사용된다.

이 실시예는 이미지들이 캡처되자마자, 또는 캡처된 이미지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카메라 자체 내에서 이미지들의 잡음이 제거될 수 있게
한다.
[0053]

지금까지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 설명의 나머지 부분은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모듈들 및 프로세스들에 대한 설명에 바쳐질 것이다.

[0054]

2.0 서론:

[0055]

전형적인 이미지들은 종종 인간 관찰자들에 의해 인지되는 복수의 대체로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로
구성된다.

또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시 영역들 내의 컬러 변화성 및 텍스처의 양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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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다른 재료들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다른 영역들보다는 매우 다른 통계치를 가질 것

[0056]

같다.

이들 영역들 간의 경계들은 일반적으로 선명하거나 흐릿할 수 있는 가시 에지들(visible edges)을 형성

한다.

블러의 양도 공간적으로 이방성이기 쉽다.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베이지안 모델(generative Bayesian model)을
적용함으로써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다양한 영역들 간의 추정 블러와 조합하여
그 다양한 영역들의 구분적으로 평활한 성질을 확률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입력 이미지의 확률적 설명은 입

력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0057]

2.1 시스템 개관:

[0058]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컬러 이미지들의 잡음을 제거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일반적으로 입력 이미지를 대략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

들로 분할하고, 각 영역 내의 통계치들을 추정한 다음, 이미지 형성의 확률적 모델을 이용하여 깨끗한(또는 잡
음 제거된) 이미지를 추정함으로써 동작한다.
[0059]

일 실시예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한 결과로 생기는 영역 경계들의 인위적인 샤프닝(artificial
sharpening)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영역

간의

추정

블러(estimated

blur)가

이용된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들 간의 에지들을 샤프닝하는 것과, 다양한 영역들 간의 최초의 블러
링을 유지하면서 이미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영역들을 선택적으로 블러링 또는 샤프닝하는 것(즉, "선
택적 초점(selective focus)")을 포함한, 추가 목적들을 위하여 추정 블러가 이용된다.
[0060]

2.2 시스템 아키텍처 개관:

[0061]

위에서 요약된 프로세스들은 도 4의 시스템도에 의해 예시된다.

특히, 도 4의 시스템도는 여기서 설명되는 이

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들 간의 상호 관계를 예시한다.

도 4에서 파선 또는 대시 선

으로 나타내어진 임의의 박스들 및 박스들 간의 상호 접속들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대안 실
시예들을 나타내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이들 대안 실시예들 중 임의의 것 또는 전부가 이 명세서의 전반에 걸
쳐서 설명되는 다른 대안 실시예들과 조합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0062]

일반적으로, 도 4가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400) 등을 통하여 캡
처될 수 있는 녹화된 이미지(405)를 이미지 분해 모듈(410)에 제공하는 것으로 동작을 시작한다.

이미지 분해

모듈(410)은 입력된 이미지(405)를 복수의 대략 구분적으로 평활한 영역들(415)로 분해하도록 동작한다.
[0063]

그 후 통계 추정 모듈(420)이 그 이미지 영역들(415)을 평가하고 입력 이미지의 잡음성 픽셀들에 픽셀 평균값
함수를 피팅(fitting)함으로써 각 영역에 대하여 픽셀 통계치(425)를 추정한다.

그 후 잔여 픽셀 값들(즉, 입

력 이미지의 각 영역에 평균값 함수를 피팅한 후에 남은 잡음성 픽셀들)로부터 각 영역에 대하여 공분산 행렬이
추정된다.

이들 영역 픽셀 통계치들은, 함께, 각 영역 내의 이미지 픽셀들을 기술한다.

이미지 영역들(415)

각각의 통계 모델에 대해서는 섹션 3.4.2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0064]

그 후, 일 실시예에서는, 영역 에지 블러 추정 모듈(430)이 입력 영역들(415) 각각의 경계들을 평가하여 최초
입력 이미지(405)의 영역들 간의 최초 블러(435)를 추정한다.

블러 추정에 대해서는 섹션 3.5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0065]

그 후, 출력 이미지 추정 모듈(440)이 각각의 영역(415)을 정의하는 추정 통계치를 평가하고 잡음 제거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한 픽셀 통계치의 평균 추정치에 더해질 깨끗한 잔여 이미지의 선험적 우
도(posteriori likelihood)를 최대화함으로써 잡음 제거된 출력 이미지(445)를 구성한다.

섹션 3.4.3 및

3.4.4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이한 차수의 저차원 확률 모델들이 영역 픽셀 통계치(425)로부터 출력 이미지
를 추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0066]

그 후, 다른 실시예에서는, 출력 이미지에서의 임의의 에지 블러링이 최초 이미지 영역들(415)에 대하여 추정된
에지 블러링에 대응하도록 출력 이미지의 에지들을 블러링하기 위해 옵션으로 계산된 블러 추정들(435)이 블러
적용 모듈(450)에 의해 이용된다.

이들 블러 추정들을 출력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은, 임의의 에지들의 블러가

최초 이미지의 그것과 근사한, 잡음 제거된 이미지(445)를 생성하는 데 도움된다.
[0067]

관련 실시예에서는, 영역 에지들 또는 영역들 자체의 블러를 조정하기 위해 블러 조정 모듈(455)이 이용된다.
블러 조정은 자동으로 달성되거나, 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들 또는 영역들을 지정하
고 그와 함께 상기 선택된 에지들 또는 영역들에 적용될 블러링 또는 샤프닝의 원하는 양을 지정하도록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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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달성된다.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블러 조정은 모션 블러 감소, 선택적

초점의 시뮬레이션, 및 출력 이미지의 특정 영역들 또는 에지들의 초해상도 또는 샤프닝 등의 각종의 응용들을
가능하게 한다.

블러 조정 및 관련 실시예들에 대해서는 섹션 3.5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0068]

3.0 동작 개관:

[0069]

상술한 프로그램 모듈들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된다.

위에서 요약된 바

와 같이, 이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컬러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다음의 섹션들

은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동작, 및 섹션 2에서 설명된 프로그램 모듈들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들에 대
한 상세 설명을 제공한다.
[0070]

3.1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동작 상세:

[0071]

다음의 단락들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구체적인 동작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다

음의 단락들은 입력 이미지들에 관한 일반적인 가정들; 후속되는 이미지의 확률적 잡음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 입력 이미지의 영역 기반 통계 모델링의 함수로서 확률적 이미지 잡음 제거; 및 잡
음 제거된 출력 이미지의 외양을 조정하기 위한 블러 조정 및 블러 추정의 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0072]

다음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잡음 제거 동작을 위한 외부 컴퓨팅 장치에 잡음성 입력 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되는 프로세스들은, 위에서 섹션 1.0에서 도 3에 관

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 등이 컬러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일체형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포
함하는 것과 같이,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컴퓨팅 능력이 이미지 캡처 장치 자체에 일체화된 실시예들에도
적용된다.
[0073]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도 5(a) 내지 (l)은 이미지 분할, 잡음, 및 복구에 대한 다양한 예들
을 예시한다.

예를 들면, 도 5(a)는 최초 입력 이미지로부터의 상세를 예시한다.

역 픽셀 평균을 예시한다.

도 5(c)는 추정된 아핀(affine) 영역 픽셀 평균을 예시한다.

역 공분산들을 예시한다(스케일링된 제1 주 방향이 도시되어 있다).
된 최초 입력 이미지를 예시한다.

도 5(d)는 추정된 영

도 5(e)는 도 5(d)의 공분산들 상에 투사

도 5(f)는 도 5(a)의 최초 입력 이미지의 잡음성 버전을 예시한다.

(g)는 도 5(f)의 잡음성 이미지의 추정된 아핀 영역 픽셀 평균을 예시한다.
셀 평균을 예시한다.

도 5(b)는 추정된 일정한 영

도 5

도 5(h)는 블러링된 아핀 영역 픽
th

도 5(i)는 도 5(f)의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0차 확률적 모델(0 -order

probabilistic model)을 이용한 효과를 예시한다.
률적 모델을 이용한 효과를 예시한다.

도 5(j)는 도 5(f)의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1차 확

마지막으로, 도 5(k) 및 (l)은 도 5(f)의 잡음성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종래의 잡음 제거 기법들(각각, 바이래터럴 필터링 및 웨이블릿 코어링)을 이용한 결과를 예시한다.
[0074]

3.2 입력 이미지:

[0075]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임의의 컬러 이미지들을 처리하여 확률적으로 그 이미지들의 잡음을
제거한다.

이들 이미지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미리 녹화되거나, 임의의 종래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스캐너를 통하여, 또는 외부 컴퓨팅 장치와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비디오 스트림 피드를 통
하여, 그리고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확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0076]

3.3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의 도출:

[0077]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형성 모델의 생성적 베이지안 모델이 이미지 잡음 제거 응용들에서 이용되는 데 효과적
으로 동작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잡음의 인지는 마스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즉, 도 5(f)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고도로 텍스처형(highly textured) (높은 분산(high variance)) 영역들에서보다 평활하
게 그늘진(smoothly shaded) 영역들에서 더 많이 잡음이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화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ISO 등급으로 설정된 디지털 카메라에서 큰 이득으로부터 생기는 컬러 잡음을 아주 불쾌하게 느
낀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 5(f)에 예시된 바와 같이 균일하게 채색된 물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인위적인 고

주파수 채색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방성 확산(anisotropic diffusion) 및 바이래터럴 필터링

(bilateral filtering) 등의 종래의 기법들에서 일어나는 선명도(sharpness)의 인위적인 증가는 명암도 에지들
(intensity edges)에서의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파괴하여 "만화 같은"(또는 줄무늬 모양의(banded)) 외양을 초
래할 수 있다.
[0078]

여기서 설명되는 컬러 이미지 잡음 제거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베이지안 모델에 기초하고,
그것은 다음의 몇 개의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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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9]

1. 영역 생성;

[0080]

2. 영역별 채색된(per-region colored) 마코프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 MRF) 샘플링;

[0081]

3. 영역 블러링;

[0082]

4. 영역 분해; 및

[0083]

5. 잡음 추가.

[0084]

전술한 단계들 각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시예들을 제공하는, 다음의 단락들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 후, 이미지 형성의 확률적 생성적 모델에

관하여 설명된 개념들을 이용한 실제 이미지의 잡음 제거에 대하여 설명한다.
[0085]

3.3.1 영역 기반 이미지 샘플링:

[0086]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겹치는 불규칙한 형상의 영역들의 세트,
order)로 합성함으로써 생성된다.

여기서,

을 뒤에서 앞으로의 순서(back-to-front

은 다음 수학식으로 표현된다.

수학식 1
[0087]
[0088]

여기서 각 영역은 관련된 지지 마스크(support mask)
러 폭

[0089]

, 컬러 통계치

, 및 옵션인 블

을 갖는다. (이들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많은 이미지들에 있어서, 근방 영역들은 그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상관된 통계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음영에서만 상이한 영역들(즉 주름 에지(crease edge) 또는 강한 그림자(strong shadow))은 유사한 컬러
공분산들을 갖는다.

또한, 근방 영역들은 종종 유사한 블러 폭을 갖는다.

성의 생성적 모델을 정의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통계치 간의 어떤 상관 관계도 무시될 것이다.

그러한 영역 상관 관계는 이미지 형

그러나, 다음의 단락들에서의 설명을 위하여, 근방 영역들의

그러한 영역 상관 관계를 평가하지 않고도 양호한 이미지 잡음

제거 결과가 성취된다.
[0090]

3.3.2 채색된 텍스처 샘플링:

[0091]

각 영역 내에서의 컬러 이미지 형성 프로세스는 상관된 가우시안 마코프 랜덤 필드(Gaussian Markov Random
Field; GMRF) 모델이다.

각 영역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아핀) 평균 컬러를 갖는다.

영역 내에서의 평활한

음영 변화(smooth shading variations)를 모델링하기 위해 다음 수학식이 이용된다.

수학식 2
[0092]
[0093]

도 5(b) 내지 5(c)는 도 5(a)의 샘플 입력 이미지에 대한 복구된 영역별 평균 컬러들(일정한 및 선형적으로 변
화하는)을 보여준다.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평균은 일반적으로 기초가 되는 평활한 음영 변화를 일정한 평균이

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잘 모델링한다.
[0094]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는 1차 MRF,

이고, 그 에너지(음의 대수 우도(negative log-likelihood))는 다음

수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3
[0095]
[0096]

여기서

은 컬러 공분산 행렬이고

은 MRF 평활도(smoothness)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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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

및

는 1차 전진 유한 차분(forward finite differences)을 이용하여 평가된다.

수학식 4

[0097]
[0098]

이러한 타입의 1차 가우시안 MRF들(1차 차분에 기초한 2차 에너지들(quadratic energies))은 숙련된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광 흐름(optic flow), 표면 보간(surface interpolation), 및 인페인팅(inpainting) 등의 응
용들에서 이용되어왔다.

[0099]

상관된 컬러 공분산 행렬의 이용은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일단 국소적 평균들

이 제거되면, 잔여들은 통상적으로 주 컬러 공분산 방향을 따른 1차원 변화에 의해 매우 잘 근사화된다.
5(d)는 그의 표준 편차에 의해 스케일링된, 각 영역에 대한 주 공분산 방향(컬러)을 보여준다.

도 5(e)는 최초

컬러 이미지 잔여가 이 방향으로 투사된 다음 다시 평균에 추가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과들은 대개 최초 이미지와 구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도

그 결

이것은 국소적 공분산 구조의 지향성(oriented nature)을 모델링
또한, 각 영역에 대하여 상이한 컬러 통계치를 이용하는 것도 생성

적 모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0100]

1차 평활도 행렬

는 각 영역 내의 텍스처의 주파수 특성을 제어한다.

과 동일한 방향을 따라 변화한다고, 즉
identity matrix),

만일 공간적 상관 관계가 컬러 공분산

이라고, 또는 평활도 행렬이 스케일링된 항등 행렬(scaled

이라고 가정하면, 위에서 설명한 GMRF는 3개의 각각의 컬러 공분산 행렬 방향을

따라 셰이핑된 가우시안 잡음(shaped Gaussian noise)으로 축소된다.
[0101]

푸리에

분석을

이용하여

이들
의

(straightforward).
행렬이

여기서,

각각의

방향을

크기를

갖는다는

는 컬러 공분산 행렬

따른
것을

주파수
보여주는

스펙트럼이
것은

간단하다

의 주 방향을 따른 고유값(eigenvalue)(분산)이고,

와 같은 형상인지 또는 백색(white)인지에 따라

또는

이다.

따라서, 이미지 통계

치는 컬러에서만 상관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각 영역에 대하여 상이한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비균질적
(inhomogeneous)이기도 하다.
[0102]

그 후 다음 수학식 5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평균
함으로써 최종 영역별 이미지 텍스처

와 채색된 잔여

를 더

가 구성된다.

수학식 5
[0103]
[0104]

1차 MRF의 선택은 얼마간 임의적이지만, 그것은 섹션 3.4에서 설명되는 매우 효율적인 추정(추론) 알고리즘으로
귀착된다.

물론, 숙련된 당업자에게는, 이미지 통계가 실제로는 가우시안이 아니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공간 이미지 도함수들은 고도로 커토틱한(highly kurtotic)(꼬리가 긴(long-tailed)) 분포를 나타내는 경
향이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을 정의할 때, 이들 비-가우시안(non-Gaussian) 효과

들이 영역 경계들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지 복구 또는 잡음 제거 알고리즘에서 이용하

기 위한 간략화된 생성적 모델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에서 설명된다.

이러한 간략화된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위하여 아래

그러나, 숙련된 당업자라면 각 영역 내에서 보다 정교한 통계 모델들을 이용하는 것이 잠재적

으로 보다 나은 잡음 제거 결과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한 모델들은 단지 영역 경계들에서만이

아니라, 영역의 전반에 걸쳐서 비-가우시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되는 이

미지 잡음 제거기는, 영역 경계들에서 비-가우시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는, 아래 설명되는 간략화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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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사용에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0105]

3.3.3 블러 영역 및 범위:

[0106]

일단 주어진 영역에 대한 채색된 텍스처 이미지가 생성되면, 그것은 영역 지지 마스크
그 후 옵션으로 그 폭(표준 편차)이

와 곱해지고

인 가우시안을 이용해 블러링된다.

수학식 6

[0107]
[0108]

여기서,

는 폭

의 가우시안 회선 커널(Gaussian convolution kernel)이다.

이 옵션인 블러링은

광학에서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 및 불완전(imperfections) 등의 효과들을 모델링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블러링된 컬러(RGB) 및 소프트 알파(A) 이미지들

및

은 그 후

전술한 합성 단계로 넘겨진다.
[0109]

블러링은 각 텍스처형 영역의 주파수 특성을(따라서 그의 인지되는 평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유의한다.
러나, 설명을 위하여, 다음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명시적인 모델링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음의 설명에서는, 블러링이 단지 소프트 마스크 이미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한 추정된 평활도 및 공분산은 진정한 영역 통계의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다.

그

대신에, 다

그러므로 각 영역에 대

그러나, 블러링된 영역들을 샤프

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가정은 최종 잡음 제거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
적으로 (1차 MRF) 추정 알고리즘이 더욱 단순해진다.

그러나, 숙련된 당업자라면, 특정 영역들을 샤프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각 텍스처형 영역의 주파수 특성들에 대한 전술한 블러링의 효과들이 모델링될 수 있다
는 것을 알 것이다.
[0110]

일 실시예에서,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은 영역 지지 마스크

의 범위가 표준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잡음성 이미지로부터 바로 추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낙관적인 가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아래에서 설명되는 처리 단계들 중 일부가 부정확한 이미지 분할(예컨대, 우발적인 영역 분할)을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0111]

3.3.4 합성:

[0112]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별 마스킹된 영역들이 전통적인 오버 합성 연산자(over
compositing operator)를 이용하여 함께 합성되어, 결과적으로 최종의 깨끗한 이미지

를 생성한다.

(부

분) 합성 이미지는 다음 수학식과 같이 재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7
[0113]
[0114]

여기서

이고

이다.

와 미리 곱해져 있으므로, 이것들은 수학식 7에서

영역들

는 이미 마스크들

항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0115]

3.3.5 잡음성 이미지의 합성:

[0116]

샘플링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최종 단계는 합성 이미지에 잡음을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균일한

잡음(uniform noise), 상관된 잡음(correlated noise), 명암도 의존 잡음(intensity-dependent noise) 등의,
임의의 원하는 잡음 모델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스트된 실시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잡음성 관찰 입

력 이미지(noisy observed input image)를 얻기 위해 균일한 가우시안 잡음이 합성 이미지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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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0117]
[0118]

여기서

은 측정 잡음 공분산으로, 이것은 일 실시예에서 컬러 채널들에 걸쳐서 상관되지 않는 것으로, 즉
인 것으로 가정된다.

최초의 깨끗한 이미지

가 주어졌을 때 관찰 이미지

의 음의 대수 우도는

다음과 같이 단순한 2차 방정식(quadratic)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9
[0119]
[0120]

3.4 베이지안 이미지 잡음 제거:

[0121]

이미지의 확률적 생성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된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이 주어졌을 때, 다음의 단락들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생성적 모델의 확률적 함수로서 기존의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

으로,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먼저 이미지를 영역들로 분할하고, 각 영역 내의 통계치를 추정한 다음, 전술한 생
성적 모델로부터 도출된 저차원 확률적 모델을 이용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추정함으로써 주어진 영역들 내에서
픽셀 값들의 잡음을 제거하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위에서 섹션 3.3에서 생성적 모델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된 단계들과 유사한 일련의 단계들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단계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0122]

1. 섹션 3.4.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미지를 일련의 영역들로 분할한다.

[0123]

2. 각 영역 내에서, 섹션 3.4.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 영역의 통계치를 추정한다.

[0124]

3. 영역별 통계치를 이용하여 저차원 모델에 관하여 각 영역 내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추정한다.
섹션 3.4.4는 각각 0차 및 1차 모델들을 설명한다.

섹션 3.4.3 및

그러나, 증가된 계산 비용을 들여, 보다 높은 차수의 모델

이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0125]

4. 옵션으로 각 경계에 대한 블러 폭을 추정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전역적인 최적화(global optimization)를
수행하기 전에 평균 추정들을 블러링한다(섹션 3.5).

[0126]

3.4.1 이미지 분할:

[0127]

이미지를 영역들로 분할 또는 분해하기 위해 픽셀 컬러들이 이용된다.

유사하게 채색된 픽셀들을 함께 그룹화

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영역들 내에서 정확한 통계치가 계산될 수 있도록 영역들의 사이즈를 제어하는 것도 요
망된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평균 이동(mean shift) 또는 그래프 기반 이미지 분할(graph-based image

segmentation) 방법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종래의 분할 기법들 중 어떤 것이라도 이용될 수 있다.
[0128]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테스트된 실시예에서는, 픽셀들을 영역들로 그룹화하기 위해 종래의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방법이 이용된다.
어진다.

각 세그먼트는 평균 컬러 및 공간 범위(spatial extent)에 의해 나타내

테스트된 실시예에서, 공간 범위는 세그먼트의 형상이 볼록 형상 쪽으로 치우치고 모든 세그먼트들이

유사한 사이즈를 갖도록 계산된다.
[0129]

숙련된 당업자라면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가 이미지 분할을 위해 전술한 K-평균 군집화 방법을 이
용하는 것에 제한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특히, 컬러와 에지 큐(edge cues) 양쪽 모두를 결합

하는 등에 의해, 확실한 상세 및 경계 검출을 성취하는 종래의 분할 기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이 초기 이미지
분할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0130]

3.4.2 컬러 통계 추정:

[0131]

일단 이미지가 분할 또는 분해되면, 각 영역 내에서 나머지 잔여들의 공분산 행렬의 추정과 함께 아핀 변화하는
평균 컬러(affinely varying mean color)가 추정된다.

[0132]

이 평균 이미지 추정은 간단하다.

각 영역 내에서 수학식 2의 평균값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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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픽셀들
[0133]

에 피팅된다.

그 후 잔여 픽셀 값들
추정된다.

그러나, 이 행렬은 잡음성 잔여들

이미지 잡음 공분산

의 합이다.

의 외적(outer product)으로부터 컬러 공분산 행렬

이

로부터 추정되므로, 그것은 실제로 진정한 공분산

과

그러므로 영역 컬러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수학식 10
[0134]
[0135]

이들 추정의 확률적 성질(stochastic nature) 때문에, 추정된
아닐 수도 있다.

은 때때로 양의 정부호(positive definite)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음의 매우 작은 고유값들은 단순히 0.0001 등의 값으로

설정된다.
[0136]

영역별 평활도 행렬(per-region smoothness matrix)
수 있다.

여기서

을 추정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사한 접근법이 이용될

은 다음 수학식으로 표현된다.

수학식 11
[0137]
[0138]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추정 문제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잡음 제거기의 테스트된 실시예에서,

그러므로, 이미지

은 모든 영역들에 걸쳐서 단 하나의 상수 값으로 설정되고, 그 값은 다

수의 테스트 이미지들 상에서 합당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실험적으로 선택된다.
[0139]

3.4.3 0차 모델

[0140]

일 실시예에서는,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0차 모델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일단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영역 통계치가 추정되면, 최종의 깨끗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평균 추정
여
[0141]

의 선험적 우도를 최대화함으로써 잔여 이미지

에 더해질, 깨끗한 잔

의 잡음이 제거된다.

구체적으로, 선험적 우도를 최대화하는 것은 사전 에너지인 수학식 3과 측정 에너지인 수학식 9의 합을 최소화
하는 것에 상당하고, 수학식 9는 다음과 같이 영역 잔여(region residual)의 식으로서 재작성될 수 있다.

수학식 12
[0142]
[0143]

이것은 평균 이미지의 추정치가, 근사치일 뿐인 진정한 평균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0144]

만일 MRF의 0차 항만 사용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특별히 단순한 형식을 갖는다.

수학식 13
[0145]
[0146]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잔여 추정에 대한 단순한 폐형식 해(closed form solution)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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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4
[0147]
[0148]

스캐일링된

항등(scaled

identity)

에

대하여,

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용이하다.

컬러

여기서

공분산

행렬에서

각

주

방향을

는 i번째 방향으로의 분산이다.

따른

감쇠가

정성적으로, 이 분

산은 0을 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비우세 방향(non-dominent direction)이 낮은 분산을 갖거나, 영역이 택스처
형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해진 잔여는 점진적으로 더 감쇠된다.
[0149]

0차 모델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일례가 도 5(i)에 도시되어 있다.
소된 반면 이미지 상세는 여전히 보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지는 않다.

도 5(i)에서는 컬러 잡음은 현저히 감

그러나, 잡음 제거된 이미지는 완벽히 평활하

왜냐하면 0차 모델은 단순히 잡음을 감쇠시켰을 뿐이기 때문이다.

[0150]

3.4.4 1차 모델

[0151]

관련 실시예에서는,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1차 모델이 이용된다.

특히, 영역 내에서 1차 모델을 적용

하기 위하여, 수학식 3에서 예시된 완전한 1차 모델이 수학식 12의 측정 모델과 조합하여 이용된다.
과로 생기는 에너지가 켤레 기울기 하강(conjugate gradient descent)을 이용하여 최소화된다.

그 후 결

이 프로세스는

이상적인 해에 적당히 가깝게 시작하므로, 전역적인 추론은 단순 로컬 이완(local relaxation) 프로세스이고 적
당히 빠르다(큰 오류 전파가 없다).
[0152]

실제로는, 각 영역 내의 평활화된 잔여에 대하여 별도로 해를 구하기보다는, 영역 잔여들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해가 구해지고 잔여들이 아니라 최종 이미지에 평활도(공간 도함수)가 적용되는 전역적인 최적화 프로세스가 평
가된다.

이것은 심(seam)들에서의 아핀 평균 모델들(affine mean models) 간의 불일치(mismatches)로 인한 가

시적인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0153]

그러나,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에지들(영역 경계들 및 내부 에지들) 근처의 평활도에 관하여 더욱 개
량(refine)된다.

직관적으로, 각 픽셀에 대한 가중치(평활도)는 경계 명암도에 반비례해야 한다.

다 큰 가중치는 보다 큰 평활화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

그러므로, 테스트된 실시예에서는, 평활도 행렬을 추정

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되는 발견적 방법이 이용된다.
[0154]

특히, 기초가 되는 잡음이 없는 이미지의 경계 에너지를 캡처하기 위해 방위적으로 신장된(orientationally
elongated) 가보(Gabor) 사인 및 코사인 필터들이 이용된다.
에 걸친 합이다.
이용된다.
서는

[0155]

및

그 후 가중치 행렬

경계 에너지는 모든 방위 및 사인/코사인 위상들

의 로컬 값에 에너지를 매핑하기 위해 비선형 함수가

테스트된 실시예에서는, 실험 목적으로

및

의 값들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여기

에 대한 원하는 어떤 값이라도 선택될 수 있다.

1차 모델을 이용한 잡음 제거 결과의 예가 도 5(j)에 도시되어 있다.

0차 모델의 잡음 제거 결과(도 5(i))와

비교하여, 그 결과는 훨씬 더 평활한 반면 상세들은 잘 보존된다.
[0156]

3.5 경계 잡음 제거:

[0157]

각 영역이 그 자체의 평균 및 공분산 추정치를 갖는 경우, 그 영역들의 에지들은 샤프닝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일 실시예에서는, 최초 이미지의 영역들 간의 최초 블러를 추정함으로써 잡음 제거 후에 에지의 최초 평
활도가 보존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선 각 영역 경계를 따라 블러의 양을 국소적으로 추정한 다음, 그 경

계들을 따라 잡음 제거된 이미지를 평활화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프로세스는 여기서 설명되는 잡음 제거 기법

들을 적용할 때 에지 샤프닝의 최대 소스에 대처한다.
[0158]

3.5.1 블러 폭 추정

[0159]

영역 경계들을 따른 블러 폭 추정은 다수의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는,

DOG(Difference-of-Gaussian)의 제로 크로싱(zero-crossing)을 추정하여 영역 경계들의 서브픽셀 위치를 계산
함으로써 블러의 양이 추정된다.

그 후 인접 영역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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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립이 샘플링된다.

테스트된 실시예에서는, ±5 픽셀들의 폭이 이용되었다.

한 픽셀들이 있는 한, 스트립의 정확한 폭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한다.

블러를 추정하기 위한 충분

이 프로필 이미지는 미지의 왼쪽

및 오른쪽 컬러들을 갖는 스텝 프로필(step profile) 이미지를 블러링한 결과라고 가정한다.
채널들에 대하여 블러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컬러

그 후 잘 알려진 LM(Levenberg-Marquardt) 기법을 이용하여 블

러 및 왼쪽 및 오른쪽 컬러들이 구해진다.
[0160]

다른 실시예에서는, 영역 경계를 따른 최초 블러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 검색 기법이 이용된다.
예에서는,

의 스텝으로

에서

까지 가상의 블러들(hypothesized blurs)

블러링된 이미지
정되었고,

는 2.5로 설정되었고,

될 수 있다.
다.

가 계산된다.

그 후

의 세트의 각각에 대하여,

테스트된 실시예에서,

은 0으로 설

그러나, 여기서는 원하는 어떤 값이라도 이용

이도록 오차 이미지(error image)

그 후 각 경계 곡선

는다.

는 0.25로 설정되었다.

특히, 이 실시

가 대략 5회 정도로, 여러 번 영역들

에 대한 최적의 블러

또는

는

및

가 계산된

내로 팽창되어 마스크

를 얻

상에서의 최소 집계 오차(minimum aggregate error)
에 대응한다.

[0161]

3.5.2 잡음 제거된 이미지에의 블러 폭 적용:

[0162]

어느 경우이든, 일단 블러가 추정되면, 에지 영역들 내의 픽셀들은 최초 이미지의 최초 블러링과 일치(match)하
도록 블러링된다.

예를 들면, 위에 설명된 검색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전이 영역 내의 블러,
및

는

를

가 계산되는 경우,

로 단순 대체함으로써 원 상태로 된다.

이것은

내의 블러의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고,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진실이 아니지만, 양

호한 결과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영역별

추정치가 전역적으로 평활화된

추정치로

대체되고 위에서 설명된 전역적인 1차 MRF에서 이용되어 최종 잡음 제거된 이미지를 얻는다.
[0163]

3.5.3 추정 블러들의 그 밖의 용도:

[0164]

최초 영역 경계 블러들을 추정하는 한 가지 이점은 추정된 경계 블러들이 각 개별 영역과 관련된 블러들을 추론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영역 블러들을 경계 블러들의 함수로서 추론하는 것은 블

러들을 추론하는 조합 할당 문제의 해를 구함으로써 달성된다.
[0165]

경계 및 영역 블러들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한 지식은 다수의 추가 이미징 효과가 잡음 제거된 이미지
에 적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이들 블러 추정들은 모션 블러를 감소시키

고, 선택적 초점을 시뮬레이션하고, 출력 이미지의 (특히 영역 경계들에서의) 초해상도 증진을 수행하는 데 이
용된다.
[0166]

예를 들면, 일단 상이한 영역들 간의 모든 경계 픽셀마다 블러 함수 매개 변수(가우시안 함수의 시그마)가 계산
되면, 이 매개 변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용이하게 변경된다.
모든 블러 매개 변수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한 하나의 효과는 일정한 인수(factor)로

그러한 일정한 감소는 예지들을 샤프닝하고 이미지를 초해상도화

극한에서, 블러는 더욱 줄무늬 모양의 또는 만화 같은 효과를 위해 모두 0으로 설정될 수

있다.
[0167]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미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의 수동 선택을 허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
게 제시된다.

이미지 처리의 제1 단계로서 이미지가 분해되고 다양한 영역들이 식별되므로, 사용자에게 단순한

포인트 앤 클릭(point and click) 기법을 통하여 또는 다양한 이미지 영역들의 목록으로부터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영역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프로세스이다.

그 후 이미지의 특정 영역들의 선택적인 블러링 또

는 선택적인 샤프닝을 각각 제공하기 위해 개별 영역들, 또는 개별 영역 경계들과 관련된 블러가 위로 또는 아
래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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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8]

관련 실시예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특정 영역들의 선택적 초점이 달성된다.

예를 들

면, 큰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로 캡처된 이미지에서는, 이미지의 대부분이 초점에 있을 것이다(다양한 영
역들에서 블러링이 거의 없음).

그러나, 위에서 설명된 수동 영역 선택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초점에

유지할 영역(이미지의 전경 영역 등)을 선택하는 한편, 배경은 인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이것은 예
를 들면 예술적인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배경 물체들과 관련된 영역들을 선택하여 그 영

역들에 대한 블러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선택되지 않은 물체들의 블러

는 그냥 두거나 감소시켜 배경 물체들에 대하여 그 영역들의 화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는

다른 종류의 특수 효과를 위하여 블러 매개 변수들의 공간 분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0169]

또한,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이들 블러 조정 기법들은 이미지들이 처음에 잡음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된 효과를 내기 위해 이미지들에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고, 위에서 설명된 단계들이 이미지에 적용된다.

이 경우, 잡음 제거 단계를 제외하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이미지가 영역들로 분해되고, 영역

블러 추정이 행해지고, 그 후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지의 다양한 블러들의 선택적 조정에 의해 이미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들이 수정되어, 원하는 이미징 효과를 내게 된다.
[0170]

4.0 이미지 잡음 제거기 동작:

[0171]

도 4에 관련하여 그리고 위에서 섹션 3에서 제공된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위에서 설명된 프로세스들은 도 6의
일반적인 동작 순서도에 의해 요약된다.

도 6은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동작 순서도를 도시하고 있다.
[0172]

특히, 도 6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이미지 잡음 제거기는 녹화된 이미지(600)를 복수의 이미지 영역들(610)로
분해(605)하는 것으로 동작을 시작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분해 단계(605)는, 예를 들면, 평균 이동, 그래

프 기반 또는 군집화(clustering) 기반 이미지 분할 방법 등의 종래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평균 컬러
및 공간 범위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세그먼트들로 분해한다.
[0173]

그 후 이미지의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영역에 대한 영역 픽셀 통계치(620)를 추정한다(615).

상술

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이들 영역 픽셀 통계치(620)는 입력 이미지(600)의 추정컨대 잡음성인 픽셀들에
픽셀 평균값 함수를 피팅(fitting)함으로써 추정된다.

그 후 잔여 픽셀 값들(즉, 입력 이미지의 각 영역에 평

균값 함수를 피팅한 후에 남은 잡음성 픽셀들)로부터 각 영역에 대하여 공분산 행렬이 추정된다.

이들 영역 픽

셀 통계치(620)는, 함께, 각 영역 내의 이미지 픽셀들을 기술한다.
[0174]

그 후 이미지 형성의 생성적 모델로부터 도출된 저차원 확률적 모델을 이용하여 영역 픽셀 통계치(620)로부터
최초 이미지(600)의 잡음 제거된 사본(630)을 추정한다(625).

[0175]

일 실시예에서는, 이미지 영역들(610)의 평가로부터 계산된(635) 영역 블러 추정들(640)을 적용(645)함으로써
잡음 제거된 출력 이미지(630)의 화질을 더 높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초 추정된 블러들(640)을 출력 이미

지(60)에 적용할 경우 출력 이미지의 영역 기반 확률적 추정의 결과로 생기는 에지들의 인위적인 샤프닝이 감소
되는 경향이 있다.
[0176]

관련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출력 이미지(630)(또는 최초 이미지(600))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들을 수동
으로 선택(655)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650)가 제공된다.

그러한 영역들의 선택(655)은 최초 입력 이미지

(600) 또는 출력 이미지(630) 상의 포인트들을 선택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왜냐하면 분해

된 입력 이미지의 영역들(610)의 공간 범위들은 최초 이미지 또는 출력 이미지에 동일하게 매핑할 것이기 때문
이다.

일단 선택(655)되면, 사용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원하는 이미징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특정 영역들 또는

영역 경계들과 관련된 블러들을 개별적으로 조정(600)(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들의 전역적인 조정(600)도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이미지 전체와 관련된 블러

그 후 조정된 블러들(660)이 출력 이미지(630)에(또는

원한다면 최초 이미지(600)에) 적용된다(645).
[0177]

마지막으로, 도 7 및 도 8은 잡음 제거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여기서 설명된 잡음 제거 기법들을 잡음
성 이미지에 적용한 효과들을 도시하고 있다.
지를 도시하고 있다.

특히, 도 7은 낮은 광에서 캡처된 타고 있는 촛불의 잡음성 이미

도 8은 상술한 바와 같이 1차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잡음 제거기에 의한 처리 후의 도 7

의 잡음성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도시하고 있다.
[0178]

이미지 잡음 제거기에 대한 전술한 설명은 예시와 설명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또는 본 발명을 개시된 바로 형태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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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또한, 전술한 대안 실시예들의 어떤 것이든 또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임의로 조합하여 이미지

잡음 제거기의 추가적인 혼성 실시예들을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가 아

니라, 여기에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0]

이 특허 파일은 컬러로 작성된 적어도 하나의 도면을 포함한다.

컬러 도면(들)과 함께 이 특허 사본들은 필요

한 요금의 지불과 함께 요청 시에 특허상표청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한 특징들, 양태들, 및 이

점들은 다음의 설명, 부가된 청구항들, 및 첨부 도면들에 관련하여 더 잘 이해될 것이다.
[0021]

도 1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범용 컴퓨팅 장치를
도시하는 일반적인 시스템도이다.

[0022]

도 2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이미지 입력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간략화된 컴퓨팅 및 I/O 능력들을 갖는 일반적인 컴퓨팅 장치를 도시하는 일반적인 시스템도이다.

[0023]

도 3은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컴퓨팅 능력들을 갖는 디지털 카메라를 도시하는 일반적인 시
스템도이다.

[0024]

도 4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를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그램 모듈들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아키텍처 시스템도
를 도시한다.

[0025]

도 5(a) 내지 5(l)은 이미지 잡음 제거 동작들의 다양한 단계들 및 방법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도시
한다.

[0026]

도 6은 이미지들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 순서도를 도시한다.

[0027]

도 7은 (낮은 광에서 캡처된) 잡음성 이미지를 도시한다.

[0028]

도 8은 여기서 설명되는 이미지 잡음 제거기에 의한 처리 후의 도 7의 잡음성 이미지의 잡음 제거된 사본을 도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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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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