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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군사 훈련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시뮬 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음원 일들을 주 수 별로 분리하고 각 역 별

로 필터링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 수 별 분리를 해 Wavelet 분석을 통하여 주 수를 단계별로 분리하고 변환하여 각 분리
된 주 수별 잡음제거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련 작도구를 구  한다.

ABSTRACT

  This thesis suggests method that How sound sources used to simulation that can be used to military training and education 

divide each frequency and each bandwidth filtering method. method for frequency dividing and denoising are suggested into 
Wavelet analysis. And We materialize authoring tool about filtering that design for wavelet job

1. 서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 함에 따라서 가상 실이라는 단어가 큰 이

슈가 되고 있다. 가상 실이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

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가상

으로 재 된 공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 실에는 오감  시각과 청각이 가장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청각을 통해 더욱 실감 있는 시뮬 이션

을 구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실에 들어갈 사운드 음향 기술  HRTF를 

사용한 기술의 경우 가청 주 수 역의 정보를 왜곡으로 제를 하

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을 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의 명료도

를 향상시키기 해 2~3 포만트(formant)에 해당하는 역의 에 지

를 1 포만트에 비해 크게 해주는 것이 주 수 스펙트럼의 비를 바

꾸는 것보다 더 효과 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1,2] 련 선명도 향

상 필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은 가청 주 수 역의 왜곡을 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wavelet 분석을 통해 더욱 세 하게 주 수 역

을 분리하고 필터링을 하여 시뮬 이션에 용이 될 음성 품질을 향

상 시키고 련 작도루를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wavelet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변환 단계별 이론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련된 분석 기법과 필터를 구 하기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 된 UI를 설명하고 

Wave 일을 입력하여 분석과 필터링된 결과를 확인한다. 4장에서

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논의한다.

2. Wavelet transform and denoising이란?

   

2.1 Wavelet transform

  웨이 릿 변환에서의 기 함수들은 원형 웨이 릿을 편이

(translation)  확장/수축(dilation)을 시킴으로서 만들어진다. 이에 

한 웨이 릿 기 함수들의 선형 결합은








 ∈ ≠ 

이다. 여기서 는 웨이 릿을 나타내고, a는 웨이 릿을 확장/수축 

시키는 스 일링 변수이고, b는 이동을 나타내는 편이변수이다. 어떤 

신호f(t)에 한 웨이 릿 변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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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 정의된다.  여기서 매개변수 a, b가 정수일 때 이산 웨이 릿 변환

이라고 하 다. 특히 a=2m, b=n2n 일 때 정규기 직교를 구성할 수 있

고, 기  함수는

 
  

 
 

가 된다.

  주어진 스 일링 함수의 평행이동과 척도변환을 이용해 생성한 

에 의해 생성한 벡터공간을 Vm이라하면 는 Vm-1

에서 Vm의 직교 보수 공간(Orthogonal complement space) Wm의 직교

기 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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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스 일링 함수 와 웨이 릿 함수 는

 


 

 


 

이다. 여기서 h0(n)  h1(n)는 스 일링 함수  웨이 릿의 필터계수

(filter coefficients)이다.[3]

2.2. Wavelet Deonising Theory

  

  Mallat 알고리즘을 기반의 웨이블릿 변환에 따르면, 신호 S(t)는 다음

과 같은 식으로 분해된다.

 








 ∈ 

그러면, 아래의 공식과 같이 신호가 분해된다.

 





 ∈ 
그 후, 신호 s(t)는 주 수가 2j 이면서 주 수가 2j와 2j+1사이에 있는 

H(t)의 부분인 L(t)로 분해가 됩니다. 일반 으로 유용한 신호는 주

와 주  계수부분인 Aj를, 잡음은 높은 주 수와 높은 주 수 계수

인 Dj를 가집니다. 유용한 주 수와 잡음은 웨이블릿 변환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즉, 스 일의 증가에 따라, 유용한 신호의 웨이

블릿 계수는 소음의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몇 번의 웨이블

릿 변환 이후, 잡음의 웨이블릿 변환 계수는 사라지거나, 매우 작아진

다. 그러면 유용한 신호의 계수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Wavelet 

denosing 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5, 6]

(그림 1) Wavelet denosing 순서도

3. 실험  UI 구성

3.1. 신호처리와 련된 실험

  잡음 처리를 한 신호 처리로써 실제 웨이블릿 변환을 거치고 잡

음 제거하는 과정을 필터로 제작하기 해 Matlab을 이용하여 먼  실

험에 착수하 다. 먼  임의의 신호에 잡음을 넣어 실험 표본을 만들

었다. 그림 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그림 2) 기 신호( )와 잡음 신호(아래)

  잡음이 들어간 신호를 웨이 릿 변환하고 각각의 분리된 주 수에 

따라 denoising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왔다.

(그림 3) Wavelet 변환 후 신호( )와 denoising이 이루어진 신호(하)

  

  denoising 후 원래의 신호로 다시 돌린 모습이 그림 4와 같이 결과

가 도출 되었다. 잡음이 있던 신호와 제거 후 사진을 비교하 다.

(그림 4) 잡음이 있던 신호( )와 제거 후 사진

  실험 결과에 해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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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필터  신호 처리를 한 UI 구성  설명 

  시뮬 이션 음향 구성을 해 그림 4와 같이 작도구 UI를 구  

하 다.

(그림 4) 작도구 UI구성

  UI 구성  메뉴 부분에 필터 부분이 존재하며 그 부분에서 필터링

을 하는 메뉴 창이 팝업 되어 신호처리를 하게 된다. 련 그림 5와 

같이 창이 하나가 더 사용된다. 

(그림 5) 해당 음원 주 수 편집 UI 구성

  해당 주 수 편집 부분에서는 편집이나 변환을 할 음원을 불러서 

변환을 하는 부분까지 가져오면서 해당 음원의 소음제거  더 나아

가 편집할 주 수를 편집하고 다시 돌아감으로서 음원을 편집하는 것

이 가능한 로그램을 구 할 수 있었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wavelet 변환을 이용한 필터 설계  잡음을 제거

하는 기본 형태를 설계해 UI로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선 

필터링 되고 다시 잡음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wavelet 변환이 

되어 3개 혹은 4개로 분리된 주 수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앞부분의 주 수들의 잡음은 제거가 되어 나오나, 뒤에 주요 몰려 

있는 역폭에서는 미비하게 잡음이 제거 되는 부분이 미비한 모습

을 보여서 실제로 다시 변환한 부분에서는 원곡하고의 약간의 차이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한 추가 filtering 작업에 한 

연구를 계속하면 더 효과 인 소음 제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망하

고 있다.

  한 UI부분에서는 주 수 역을 직  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간

에 따른 주 수의 진폭으로 하여 그래 를 보여 으로써 가시 인 

효과를 노렸으나, 추가 으로 푸리에 변환과 같은 다른 기법을 사용

하기 한 그래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우선 으로 가장 시 한 것은 이 UI작업은 실제 시뮬 이

션 하는 부분에 들어갈 음악 작도구로써 앞으로 다른 사업체와의 

통합 작업을 거치면서 실제로 시뮬 이션 효과에 어울리는 음원을 

추출하고 불러와서 편집한 것이 그 로 송되는 공동 모듈 개발이 

큰 연구과제로 남아 있기에 그 부분도 연구를 하면 사용자들이 

Open Market Place 환경에서 직  음원을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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