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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효과적인 열화영상의 복원을 위해 쿼드트리 구조를 갖는 다중-스케일 블록 지역적 이진 패턴 기반의 영역검출기를 제시
하고, 이를 통한 구간적 잡음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구간적 잡음 제거 기법은 영상 내 전체 화소를 일정한 블록 단위의 영역으로 나
누어 화소의 변화량에 따라 검출을 수행하는 다중-스케일 블록 영역 검출기를 쿼드트리 형태로 제시하고 검출된 영역 특성에 맞게 영
상분석을 진행한다. 처리되는 영역들은 강한 변화량을 갖는 영역, 약한 변화량을 갖는 영역, 평탄한 영역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차례
로 주성분분석, 양방향 필터, 구조-텍스쳐 영상 분해의 기법들이 잡음제거를 위해 적용된다. 객관적 실험결과를 통하여 기존 알고리즘
들 보다 제안하는 구간적 잡음 제거 기법이 최대 신호-대-잡음비 측면에서 이득을 가지며, 주관적 화질 비교를 통해 세부정보들이 최
대한 보존되어 있음과 동시에 평탄한 영역에 대해서도 왜곡이 거의 없는 향상된 복원영상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iecewise image denoising with multi-scale block region detector based on quadtree structure for effective 
image restoration. Proposed piecewise image denoising method suggests multi-scale block region detector (MBRD) by dividing 
whole pixels of a noisy image into three part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trong variation region, weak variation region, and flat 
region. These regio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otal pixels variation between multi-scale blocks and are appli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local pixel grouping, bilateral filtering, and structure-preserving image decomposition operator called 
relative total variation.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is evaluated by Experimental results. we can observe that region 
detection results generated by the detector seems to be well classified alo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s. In addition, the 
piecewise image denoising provides the positive gain with regard to PSNR performance. In the visual evaluation, details and edges 
are preserved efficiently over the each region;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effectively reduces the noise and it proves that it 
improves the performance of denoising by the restor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region characteristics. 

Keyword : Image denoising, Region detect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tructure-texture image decomposition, 
Bilateral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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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잡음제거기법은왜곡된열화영상으로부터원신호를복

원하여 해당화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다. 다양한잡음제거기술들의성능판단기준은잡음이얼
마나 효율적으로 제거되면서, 세부특성이 보존되었는지에
따른다. 효과적인잡음제거를위해서는잡음특성이우선적
으로고려되어야하는데, 다중해상도 (Multiresolution) 잡음
제거 기법은 잡음 성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화영상을

복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비교적간
단하게수행가능하다[1]. 변환을통해분해된부대역단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고주파, 저주파 성분에 따라 처리기법
을다양하게 적용시킬수있어손실되는 원영상의 정보량

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허나해상도가높아짐에따라다중해상도기법이상으로

영상을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동영상 압축 표준에서는 영상 내 공간적 유사도

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일정크기의블록을 이용한처리

가 진행되며, 고해상도 화질을갖는영상의 압축을 위해서
는 가변적인 블록 크기를 지원하기도 한다[2]. 열화영상을
압축표준에서시행되는것처럼일정한블록으로나누어본

다면 고주파 특성을 띄는 블록뿐만 아니라 평탄한 블록들

도존재할것이다. 일정영역들이갖는특성에맞게영상분
석을진행한다면, 단순히 4 개의부대역으로나누었을때와
비교하여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잡음제거를 수행하
는알고리즘들[3,4]은영상내일정범위를정하고그안에서

상관도가 큰 블록들을 축적하여 가중치를 각기 다르게 얻

어낸 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를갖는다. 패치를
모아가중치를얻어내는 방법은화소간 상관도에따른이

점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유사한 블록을 찾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복잡도가 증가된다. 또한 처리되는 알고리즘이
동일하기때문에해당기법이반복되는패턴에서의잡음에

강하다면, 평탄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왜곡이 발
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위한 새

로운 방법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연구에서는
영상의세부 영역별 분석이 선행되며, 해당 블록의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구간적 (Piecewise) 잡음 제거
기법을제안하고자한다. 또한 잡음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
은 경우 발생될 수 있는 over-smoothing 왜곡의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잡음 추정방법 또한 제안하고자 한다.

Ⅱ. 기존의 영상 잡음제거 알고리즘

1. BayesShrink 

BayesShrink 는웨이블릿임계값추정과정중하나로가
우시안 특성을가지는웨이블릿 계수들의분포를 Bayesian 
방식에 입각하여, 해당 임계값을 결정하게 된다[5]. 열화영
상에서의 잡음과 원 신호를 서로 독립적으로 가정하면 분

산으로표현된임의의관측모형은 
  

   과같고, 

이때 
  는 열화 된 영상신호의 분산 값,   는 원신호의

분산 값, 그리고  는 잡음신호의 분산 값으로 대입시킬
수 있다. 위 관측모형의 임계 값 추정을 위한 분산 값  
의 계산은웨이블릿변환과정을통해얻어진   부대역
에 robust median estimator 를 적용하여 구한다[6].

 

 
 ∈ (1)

는 절대 평균 편차 (Mean Absolute 
Deviation, MAD) 로영역내웨이블릿계수절대치의중간

값으로 계산되며    가 zero-mean 이라면, 
  는 식 (2) 

와같이얻어지는데,    는 × 의크기를가지는 3 개

의 디테일 부대역들로 영역 성분에 따라 적응적인 임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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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한 
   

를관측모형에대입하여식 (3) 과같이원신호의표준편차
값인   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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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주파 부대역에따라 3 개의 임계값이 결정되며, 위
와같은과정으로 도출된임계값은소프트임계화 기법으

로 처리된다. 

2. 양방향 필터 (Bilateral filter)

Smoothing 필터에속하는 Gaussian 필터를 개선시켜 에
지성분이 보존되는 특징을 갖는 잡음제거 필터 중 하나이

다[7]. 일정 블록 내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화소의 주변
값들에 의한 가중 합을이용하며, 가중치는 화소간의 거리
와값에따라결정된다. 복원되는화소를   로, 영역내화
소   로, 이웃화소 영역을  로가정했을 때 Bilateral 
필터의 수식은 아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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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화소간거리에따른가중치의조정은매개변수   를통

하며, 해당 화소 값 차이에 따른 가중치의 조정은   로

관여하게 되는데, 잡음제거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경우

추정된 잡음 표준편차   값을   로 이용하기도 한다.   
는 정규화 상수를 의미한다.

3.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CA 는일정량의분포를가지는데이터내, 분산이가장
큰방향벡터인주성분을찾는것으로잡음제거를위해서는

복원하고자하는화소주변영역을설정하여기준화소가위

치한 블록과의 차이가 적은 블록을 축적하여 행렬을 생성

하는 LPG 방식을 취한다[8]. 획득한 열화영상 데이터 집합
  에서하나의행은찾아진블록의샘플벡터이며, 해당벡

터의 평균값  를 제하여 행렬   를 얻는다. 

  

   (7)

    (8)

  ,    (9)

    의공분산행렬   는식 (7) 을통해구해지며, 고
유값분해를진행하여정규직교한고유벡터행렬  , 고유
값을 대각원소로 가지는 대각행렬   를 얻는다. 이 때의
고유벡터는주성분벡터   로사용되며,   를곱하는것으

로 PCA 변환된   를 출력한다. 잡음제거는 Linear 
Minimum Mean Square-error Estimation 을 이용하여 가중
치를구하는형태로위너필터의계산방식과유사하게계산

된다[9]. 원영상과잡음간상관관계가없어독립적이며, 잡
음 평균이 0 인 정규분포 특성을 가진다면, 수식 (10) 과

같이   의 분산 값에서 잡음의 분산 값을 제하여 잡음이
없는 행렬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10)

 






(11)

      ,   
 (12)

  이를 통해 위너필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   를
얻어내며, 해당 가중치를 주성분분석 변환을 통해 얻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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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에 곱하고 다시 역변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잡음이 제

거된 영상 데이터 집합  을 획득한다. 역변환 시 주성분
벡터는정규직교성질을갖는고유벡터를사용하므로해당

역행렬을 전치행렬로 대신하여 계산한다. 

Ⅲ. 패턴 및 텍스쳐 검출

1. 다중-스케일 블록 지역적 이진패턴 (MB-LBP)

그림 1. MB-LBP 의 형태와 예시

Fig. 1. The MB-LBP operator and example
                         
영상 내 텍스쳐 (Texture) 분류를 위해 개발된 MB-LBP 

(Multi-scale Block LBP) 는얼굴검출혹은인식등의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0]. 전체영상에 대해 수행되며
×  블록 내 ×  블록마다 화소 값 평균을 저장하고, 
중앙블록을 기준으로 이웃하는 평균값들 간의 밝기 차를

통해이진패턴을얻어내는형태이다. 그림 1 을통해예를
들어보면중앙블록의평균값인 4 를기준으로큰평균값을
가지면 1, 나머지는 0 을 출력하여 비트로 표현하고 이를
시계방향으로읽어드려 01101001 의이진패턴을획득하게
된다. MB-LBP 는비교적큰텍스쳐정보도획득가능하며
영상의밝기변화에좀더무관하게추출할수있어, 반복되
는 패턴이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물체를 검출하

는 관점에서도 적합한 성능을 갖는다.

2. 상대 총 변동 (RTV) 을 이용한 영상 구조 추출

알고리즘

영상은 강한 에지 정보를 갖는 구조 (Structure) 와 반복

되는패턴이나작은화소변화를갖는텍스쳐 (Texture) 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은해당특성에따라영상분해를통
한 구조 추출 방식 (Structure-Texture Image Decomposi- 
tion) 을 통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RTV (Relative Total Variation) 를 이용한 구조 추출 알
고리즘의경우, 영상의 텍스쳐와 구조부분 특성에 따라 나
타나는 화소 변화량 차이를 영상분해 시 가중치로 사용한

다[11]. 변화량의 측정은일정윈도우내 화소 값으로부터 계
산되며, 식 (13) 에서보이듯영역내모든변동을축적하는
총 변동 (Total Variation, TV) 과 영역 내 고유 변동

(Inherent Variation, IV) 의 두 가지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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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윈도우  내 화소,   는 해당 영역의
중심화소를 의미하여   는   축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는가중치함수로화소간의거리에따라조

정된다.   축에대한형태도 동일하게진행되므로본논문
에서는   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였다.

 ╱ℒ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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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간략화 된 가중치는 원본영상에 위와 같이

적용된다.   와   는 입력 영상 , 결과 영상에   대한

벡터표현으로해당과정을반복수행할경우   의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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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결과값을넣어연산한다.   는스무딩정도를조

정하는매개변수, ℒ  는앞서최적화한가중치의행렬연산
표기로   와   는 Toeplitz 행렬형태로정의된각방향

에 대한 영상의 기울기 (gradient operators) 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수식들을 통해 얻어진 구조영상은 벽의

질감이나모자이크균열같이변동이적거나반복되는패턴

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어 나타난다. 

Ⅳ.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영상 내 영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
존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왜곡현상을 최소화

하고자, 원 영상을 일정크기의 구역으로 나누어 영역검출
을 수행하는 쿼드트리 구조 검출기를 제안하고, 영역별특
성에 맞게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구간적 잡음제거 기법을

제시한다.

1. 쿼드트리 기반의 다중 스케일 블록 영역 검출기

(MBRD)

제안하는알고리즘에서얻고자하는영역특성정보는해

당 블록 내 화소변화량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이진패턴정

보보다는이진화 과정에서얻어지는출력값을필요로한

다. 중심블록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웃블록의 출력이 0, 

1 로 계속변동되어나온다면해당블록은 화소 변화가다
양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허나 기존 MB-LBP 으로는
차이의 정도를 알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화량 획득에
유리하도록임의의문턱값을지정하여기준값과이웃블록

간의 절대치가 문턱값보다 큰경우 1 을 출력하고 작은경
우 0 을출력하여 이진화를 수행한다. 출력된 결과는 영역
내 1 이나온 횟수를   블록에 저장하는 데사용되며, 
그값이작을수록평탄한블록임을알수있다. 이를수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17)

    
,   ∼ (18)


 



 ,  ×  (19)

제안하는 블록의 크기는 영상압축 시 주로 사용되는 형

태를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앞서 언급된 조건에 따라

설계된검출기는그림 2 의형태를띄며, 각각의크기에따
라 검출된 블록정보를 시각적으로 출력해보면 그림 3 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검출결과에서 어두울수록저주파 성분을 갖는영역임을

의미하며, 검출기의 크기에 따라 영역의 구분이 확연히 달
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정확도와처리속도면에서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득의 최대화를 위해

쿼드트리형태를적용하여, 상위크기의검출기를우선적으

(a) MB-LBP

  

(b) Proposed 8x8 MBRD operator

  

(c) Proposed 16x16 MBRD operator

  

(d) Proposed 32x32 MBRD operator

그림 2. 블록 크기에 따라 제안된 MBRD 의 형태

Fig. 2. Proposed MBRD operator using different block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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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고 검출블록의 값이 0 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검출을 진행한다. 
그림 4 의 (c) 는실험영상의크기에맞게 2 단계의검출
기만 적용시킨 것으로 앞선 결과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

지며 좋은 검출 효율을 나타낸다. 

2. 구간적 잡음 제거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그림 5 를 따르며, 영상
특성 파악이 용이 하도록 고주파신호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BayesShrink 기법이 원 영상의 정보손실 최소화
를 위해 하드 임계화로 변경하여 처리된다. 또한 기존 ro-

bust median estimator 을 통해 추정된  값이 잡음생성
시 사용되는 표준편차 값보다 크게 예측되는 결과가 관

측되어, 아래와 같이 매개변수를 추가함으로서 해결하고
자 한다[15].

 

   
   ∈ (20)

웨이블릿 임계화를 거친 열화영상은 LPGPCA[8] 진행을
위한 데이터 집합생성에 활용되며, 원 신호의 보존을 위해
집합   로구해지는가중치를원영상에적용시키기는것
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21)

   
     (22)

(a) Original image

  

(b) Proposed 8x8 MBRD operator

  

(c) Proposed 16x16 MBRD operator

  

(d) Proposed 32x32 MBRD operator

그림 3. 블록 크기에 따른 영역검출 결과

Fig. 3. Detection results using different block size

(a) Proposed 16x16 MBRD operator

   

(b) Proposed 8x8 MBRD operator

   

(c) MBRD based on Quadtree structure

   그림 4. 고정된 형태의 MBRD 와 쿼드트리 구조를 적용한 경우의 영역검출 결과 비교

   Fig. 4. Comparison of the detection results between fixed MBRD and MBRD based on Quadtre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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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영상  에대해서도 PCA 를 진행하여주성분벡터

, 변환된 결과   를 얻으며,   는임계화 처리된 영상

  에 대한 PCA 변환 결과를 의미한다. 개선된 잡음제거

과정은   에가중치를곱하고입력영상의 PCA 변환과정

에서얻어지는고유벡터와평균치를이용해다시복원하는

것으로일차적으로영상전체에대해잡음이제거된결과를

얻는다.
이제까지 얻어진 영상을 이용하여 앞 절에서 설명한 영

역검출 과정이 진행되며, 0 부터 최대 12 의 값을 가지는
  를통해영역특성을분류할수있다. 영역은실험을
통해중간값인 6 을기준으로   값이 7 이상일때강
한변화량을갖는영역, 1 부터 6 일때약한변화량을갖는
영역, 0 일때평탄한영역으로지정하며각영역별검출결
과의 일부는 그림 6 과 같이 나타난다. 

     

    

(a)    (b)   ≤  (c)   

그림 6. RDB 값에 따라 분류된 영역검출 결과

Fig. 6. Region detection results for RDB values 

위 세 영역에 대한 잡음제거 과정은 다음의 알고리즘

을 따르며,  값은 일종의 가중치로 Blocking artifact 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잡음의 정도가 심할 수 록

1 에 가까운 값을 선택하여야 잡음제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Ⅴ. 실험 결과

4 장에서제안한부분들에따른출력결과의변화를관찰
하기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객관적 분석 자료로는

PSNR 값을 제시하고, 시각적인 판단 자료로 잡음제거 알
고리즘들을 통해 복원된 영상을 나열한다. 실험에 이용된
잡음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로 가정
하고, 모든 잡음제거 과정의 구현은 Matlab R2013a 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알고리즘에 따른 매개변수 설정은 논문에 기재된

최적화 수치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표 1 을 따른
다. 양방향 필터의   은 잡음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제

안된 알고리즘에서는 LPGPCA 를 통한 잡음제거 후 남아

있는 잡음 정도를 다시 추정하여 구한다[8].  와  

그림 5.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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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추정된 잡음의 정도  에 따라 결정되며, MBRD 는
×  의영상크기에맞춰 ×  에서분할을시작
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2 의결과를바탕으로 PSNR 의평균치를비교해보면
기반으로사용된알고리즘들보다작게는 +0.76dB 에서최
대 +2.35dB 만큼의 상승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득의

Input  
Image 　

Bayes
Shrink[6]

Bilateral
[7]

MRBF
[12]

NLM
[3]

NLFMT
[13]

LPGPCA1
[8]

LPGPCA2 
[8]

BLS-
GSM[14]

BM3D
[4] Proposed

Lena
10 33.25 33.57 34.08 34.45 34.51 35.40 35.66 35.23 35.88 35.60
20 30.15 29.76 31.36 31.81 31.85 31.30 32.31 32.25 32.98 32.48
30 28.51 27.43 29.77 29.98 29.98 28.68 30.32 30.39 31.25 30.47

Golden hill
10 31.22 32.23 32.01 32.27 32.57 33.38 33.32 33.18 33.66 33.52
20 28.51 28.86 29.23 29.44 29.77 29.82 30.07 30.18 30.70 30.24
30 27.15 26.86 27.97 27.77 28.13 27.50 28.24 28.51 29.12 28.39

Boats
10 31.44 32.13 32.35 32.32 32.57 33.59 33.53 33.46 33.89 33.69
20 28.25 28.48 29.20 29.31 29.57 29.76 30.07 30.32 30.79 30.23
30 26.44 26.31 27.40 27.51 27.79 27.23 27.89 28.39 28.98 28.19

Peppers
10 32.73 34.03 34.29 34.44 34.55 35.12 35.22 34.95 35.44 35.25
20 29.89 30.26 31.60 32.23 32.26 31.48 32.48 32.43 33.14 32.52
30 28.13 27.69 29.62 30.42 30.33 28.78 30.51 30.76 31.52 30.78

Couple
10 31.45 31.90 32.11 32.38 32.50 33.48 33.46 33.42 33.97 33.53
20 27.83 28.09 28.38 29.09 29.32 29.46 29.69 29.96 30.69 29.87
30 26.17 25.97 26.75 26.91 27.31 26.88 27.42 27.95 28.71 27.67

The man
10 30.62 32.46 32.38 32.53 32.66 33.56 33.57 33.54 33.94 33.72
20 27.74 28.79 29.28 29.35 29.67 29.68 29.93 30.14 30.56 30.12
30 26.56 26.66 27.89 27.69 28.01 27.35 28.02 28.32 28.80 28.24

Jet
10 33.16 33.91 35.11 34.02 33.80 35.47 35.99 35.83 36.16 35.79
20 29.60 29.64 31.16 31.20 31.21 31.20 32.35 32.42 32.83 32.48
30 27.74 27.28 29.04 29.34 29.27 28.49 30.06 30.15 30.90 30.47

Monarch
10 32.52 33.81 34.33 34.04 33.58 35.37 35.85 35.56 35.87 35.76
20 28.53 29.50 30.62 30.47 30.48 30.89 31.85 31.70 32.25 32.04
30 26.61 26.86 28.78 28.99 28.90 28.04 29.30 29.46 30.18 29.74

Average 　 29.34 29.69 30.61 30.75 30.86 30.91 31.55 31.60 32.18 31.70

표 2. 기존 잡음제거 기법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PSNR 성능 비교 (dB)
Table 2. PSNR results of conventional methods and proposed algorithm

표 1.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 내 매개변수 정보

Table 1. Test condition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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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가 가장 큰 영상의 경우 기존 알고리즘들 대비 약

+1.5dB 의 증가를 보인다.
그림 7 부터 8 까지의 결과영상들은 표 2 에서   이

20 일때에해당되는복원영상들로객관적수치에따른주
관적 화질 비교를 위해삽입되었다. 대체적으로평탄한영
역에 대해 왜곡 없이복원이수행되며, 세부정보들이 최대
한 보존되어 주관적 화질이 향상됨을 확인가능하다. 또한
영역별로 처리됨에도   값 덕분에 blocking artifact 가 발
생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PSNR 수치가가장높은 BM3D 알고리즘의경우제한하
는기법대비 +0.5dB 의상승치를가지지만그림 8 의주관
적 화질비교 영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량을

갖는하늘등의영역에서 복원 시구름의 형태가부자연스

럽거나화소값이변경되어나타나는왜곡현상이관측된다. 
제안된기법에서는이러한부분들이개선된결과가얻어졌

으며 영역별 처리를 통해 (c), (d) 영상의 좌측하단 지붕패
턴의 세부정보도 보다 양호하게 보존되었다. 
그림 9 는실제잡음영상에대한처리결과로야간촬영
시 저조도 환경으로 인해 영상전체에 발생된 잡음 대부분

이제거되어화질이향상된것을확인할수있다. 각칼라채
널마다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채널별 최적화된

설정을지정하거나매개변수를수정한다면보다높은잡음

제거 효율 및 주관적 화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Noisy image (b) Proposed (c) LPGPCA

  

(d) MRBF (e) BLS-GSM (f) NLFMT

그림 7. "Monarch" 영상에 대한 주관적 화질 비교

Fig. 7. Subjective result compared with previous methods on the “Monar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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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논문에서는기존잡음제거알고리즘의성능개선을통

해, 향상된복원영상을얻을수있는효율적인잡음제거수

행에 중점을 두고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영상 내
지역적특성을고려하지않아발생되는왜곡을최소화하기

위해 영역검출기 MBRD 를 제안하여 해당 검출결과를 보
임으로 그 효율성을 증명하였으며, 둘째로, 영역특성에 맞

(a) "Boats" result image using 
BM3D 

  
(b) "Boats" result image using 

Proposed

  
(c) "Golden hill" result image 

using BM3D

  
(d) "Golden hill" result image 

using Proposed

그림 8. BM3D 결과와의 주관적 화질 비교

Fig. 8. Subjective results compared with BM3D method

(a) Night and low-light image 

  

(b) Denoised result using proposed method

(c) Night and low-light image 

  

(d) Denoised result using proposed method

그림 9. 야간 및 저조도 영상에 대한 복원결과

Fig. 9. Subjective results in night and low-ligh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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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처리기법을채택한구간적잡음제거알고리즘의제안을

통해 각각의 기법들이 개별로 사용된 것보다 융합하여 사

용하였을때얼마만큼의이득이발생되는지분석해보았다. 
이러한 결과로볼 때제안된 기법은구간적처리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의 결합들로 보다 개선될 수 있으며, 
Multigrid 형태의 검출블록을사용한다면 영역특성에 맞게
검출되는정확도가 증가함에따른이득을 얻을 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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