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웨이블릿 변환 이론은 처음 소개된 후 영상 인
식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다중 해상도
(Multi-Resolution) 표현과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
다.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는 시각적인 화질
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압축 효율에 있어서도 
크게 효율을 떨어뜨린다.[1] 일반적으로 노이즈는 
영상에서 고주파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상 정
보에서의 고주파 성분은 가장 기본적인 압축 코덱
인 JPEG에서 DCT의 에너지 집중 특성을 크게 저
하시킨다. 기존 영상의 노이즈 제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2] 노이즈의 특성에 따
라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은 상이하게 다르고,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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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에 따라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필터링을 이용한 웨이블릿 변
환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Mallat Tree방식의 웨
이블릿 변환을 응용한다. 웨이블릿 영역에서 에너
지 집중도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노이즈영
상에서는 일반영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웨이블릿 
영역이 나타난다. 이 고주파영역을 검출하고 제거
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Ⅱ. 다중 필터링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필터링 방법은 다음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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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기반의 영상의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 Mallat Tree 방식의 
웨이블릿 변환을 응용한다. 먼저, 다중 필터링 방법을 제시한다. 웨이블릿 영역에서 각 부대역의 에너지
를 고려하여 웨이블릿 변환의 에너지 집중 특성을 극대화 시킨다. 노이즈 영상에 제안한 다중 필터링을 
적용한다. 일반 영상에서 나올 수 없는 에너지 부대역을 찾고 이를 제거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wavelet - based image noise reduction algorithm. We develop wavelet 
transform of existing Mallat Tree method. First, we propose a multiple filtering method. Maximizes the 
energy concentration characteristic of the wavelet transform considering the energy of each subband in the 
wavelet domain. We apply the proposed multiple filtering to the noise image. Finds energy subbands that 
can not be seen in normal images and removes them to remov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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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다중 필터링 방법 (a) 부대역 구조 (b) 에

너지 분포.
Fig 1. Multiple filtering Method (a) Sub band 
Structure (b) Energy Distribution.

웨이블릿 변환의 에너지 집중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 필터링 방법을 제
안한다. 먼저 1 Level DWT를 진행하여 영상을 4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이후, 가장 에너지가 높은 
부대역을 검출하여 DWT를 반복 진행한다.

Ⅲ.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다음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이즈 제
거 알고리즘이다.

그림 2. 영상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Fig 2. Image Noise Reduction Algorithm

 먼저 2장에서 제시한 다중 필터링 방법을 통해 
영상을 분해한다. 웨이블릿 영역에서 일반 영상에
서 나올 수 없는 고주파 영역을 일반 영상 수준 
레벨로 낮춘다. 이후 역 변환을 거쳐 노이즈가 제
거 된 영상을 획득한다. 

Ⅳ.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512×512 Lena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된 정지영상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 1은 일반 
영상과 노이즈 영상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낸다. 

표 1. 노이즈 영상과 일반영상의 에너지 차이

부대역 LL LH HL HH
일반영상    

노이즈영상        

다중 필터링 이후 일반 Lena 영상과는 다르게 LH, 
HL, HH 구간에 높은 에너지가 발견되었다. 다음 
구간의 에너지를 일반 영상 레벨정도로 낮추어 복
원 하였다.

(a) (b)

그림 3. 노이즈 제거 결과 (a) 노이즈 영상, (b) 
노이즈 제거영상.
Fig3. Result of Noise Reduction (a) Noise 
Image, (b) Noise Reduction Imag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필터링을 이용한 노이즈 제
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대역의 에너지 레벨을 일반영상 수준으로 
내린 결과 노이즈가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다중 필
터링 방법은 에너지 집중도가 기존 Mallat Tree에 
비해 높다. 이는 노이즈 제거뿐만 아니라 압축에 
있어서도 좋은 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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