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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잡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신호의 분산을 측정하는 것은 잡음 제거에 중요한 요소를 맡고 있다.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위너 필터가 존재한다. 웨이블릿 기반의 위너 필터링은 저복잡성을 지닌 이미지 잡

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신호의 분산을 측정할 경우 어떤 모양의필터를 적용하여 측정하느냐에따라분산이 달라지

게 되므로 이미지의 잡음 제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위너 필터에 적용되는 필터를 기존의 정사각형 모양(square-shaped)과 제안하는 십자가 모양

(cross-shaped)을 각각 적용하여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1. 서론

이미지 잡음 제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정은 웨이블릿 계수

들은 가우시안 임의 변수(Gaussian random variables)와 독립적이라

는것이다. 잡음들은주로평균이 0인 정적독립가우시안변수들에의

해만들어진다. 그 이유는신호와잡음이모두가우시안이고신호는위

너 필터(Winer filter)에 의해 최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1].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가 가우시안 백색 잡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의해뭉개지는경우 위너필터를통해복원하는 것

을 설명할 것이다.

      (1)

위의 식에서  는 잡음에 의해 뭉개진 이미지의 웨이블릿 계수이

고  는 원래 이미지의 웨이블릿 계수이며  는 잡음의 웨이블릿

계수이다.

웨이블릿변환의직교성은만약잡음이 0의 평균을가지고 

의분

산으로 만들어졌으면 웨이블릿 기반의 잡음도 또한 0의 평균과 

의

분산을 가진다는 것을의미한다. 직교 웨이블릿 변환의비연관성 특징

으로 인해원본 이미지의 웨이블릿 계수또한 비연관성을 가진다고 가

정할 수 있다. 위의 가정들을 통하여 각각 계수들의 분산을 구하고 그

분산들을 위너 필터에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

잡음 제거 방법이다.

그림 1. 웨이블릿 변환으로 이미지 분해 과정. , 
,


, 

는 각각 approximation, 웨이블릿 세로 계수,
웨이블릿 가로 계수, 웨이블릿 대각 계수를 의미한다.

이 때, 기존의 웨이블릿 기반에서의 이미지 잡음 제거는 정사각형

모양(square-shaped)의 위너 필터로 웨이블릿 세로, 가로, 대각 계수

에만 적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십자가 모양(cross-shaped)의 위너

필터를 웨이블릿 세로, 가로, 대각 계수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기존의 알고리즘인 정사

각형 모양의 위너필터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소

개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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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표준편차 A B

Barbara

10 25.490 25.490

25 22.660 22.760

50 19.348 19.465

이미지 표준편차 A B

Lena

10 32.990 33.040

25 27.062 27.218

50 22.415 22.604

위에서 언급했듯이 웨이블릿 공간에서의 신호 성분들은 연관성이

없고, 잡음이신호와연관성이없는독립가우시안변수이기때문에위

너 필터의 아래의 식처럼 표현이 된다.

  =
 

 
 

 
(2)

      (3)

 와
 는 각각 위너 필터의 계수와 위너 필터를 통과한 후의

잡음이 제거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원래 신호와잡음간의 독립성을생각해보면원래신호의분산은다

음의 식처럼 표현할 수 있다.

 
   

  


(4)

기댓값  
 은  의주변값들로부터구할수있다. 통상적으

로 주변 값들로부터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과 같이  를 포함한

한변의길이가 2R+1인 정사각형모양의창 안에 있는주변값의평균

을 구하는 것이다.

  
  




  



    
 (5)

  

 
    (6)

위의 두 식으로 인해  
 은 다시 아래의 식처럼 정의된다.

 
    


(7)

위의 식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위너 필터의 계수  는

  

  


(8)

로 정의된다.

3. 제안하는 알고리즘

기존의 알고리즘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 안에 있는 모든 값의

평균을구함으로써위너필터를적용하게된다. 하지만주변의모든값

을 평균으로 취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필터는 기준점으로부터 상하좌

우 값만을 취하는 십자가 모양의 필터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이미지의 특성은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부터

좀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크기의 정사

각형 모양과 십자가 모양의 필터를 적용하였을 경우 정사각형 모양의

필터는 십자가 모양의 필터에 비해 좀 더 많은 주변 값을 이용하게되

므로 예측 오차가 십자가 모양에 비해 좀 더 커지게 된다[2].

위에서 언급한이유로인해본 논문에서는다음과 같은십자가 모양

의 위너 필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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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험을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이용하

였다. 실험에는 512 x 512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였고직교웨이블릿

변환을 위하여 Symmlet 8 필터를 이용하였으며 위너 필터의 사이즈

는 5 x 5로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정사각형 모양의 위너 필터를 이용한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과의 PSNR을 잡음의 표준편차가 10, 25, 50일 때를 비교하였다.

표 1. PSNR[dB] 비교

(A) 기존의 알고리즘, (B) 제안하는 알고리즘

표 1은 기존의정사각형모양의위너 필터를이용한잡음제거와 제

안하는십자가모양의위너필터를이용한잡음제거에따른 PSNR 결

과 값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한 값의 차이지만 제안하는 알고

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PSNR이 향상되었고 잡음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PSNR 차이도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a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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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 c ) ( d )

( c ) ( d )

그림 2. (a) 원본 Barbara 이미지, (b) 표준편차가 25
인 잡음이 낀 이미지, (c)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이미지, (d)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이미지

그림 3. (a) 원본 Lena 이미지, (b) 표준편차가 25인
잡음이 낀 이미지, (c)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이
미지, (d)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이미지

5. 결론

본 논문은 위너 필터를 적용할 시 기존의 정사각형 모양의 필터 대

신에 십자가 모양의 필터로 대체함으로서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Barbara 이미지

의 경우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PSNR이 최대 0.117dB 향상되었다는 것

을볼수 있고 Lena 이미지의경우기존의알고리즘보다최대 0.189dB

향상되었다는 것을볼 수있다. 또한 PSNR의 향상은 잡음의표준편차

가 커짐에 따라 상승폭이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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