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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웨이블릿 축소기법은 웨이블릿 변환 계수의 분산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계값을 이용해서 원신호와 잡음신호 간의 

MSE(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도록 웨이블릿 변환된 계수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조변환 및 웨이블

릿 서브밴드의 전력을 이용해서 고주파 및 저주파 웨이블릿 밴드에 적용되는 새로운 경계값들을 제시하고, 이 값들과 

ST(soft-threshold) 연산자에 의해 영상신호에 부가된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VisuShrink방법 및 

[15]에서의 제시한 기법의 결과와 PSNR로 비교, 평가하고 이 기법의 실용성을 밝혔다. 

ABSTRACT

The wavelet shrinkage is a technique that reduces the wavelet coefficients to minimize the MSE(Mean Square Error) 

between the signal and the noisy signal by making use of the threshold determined by the variance of the wavelet 

coefficients. In this paper, by using the monotonic transform and the power of wavelet subbands, new thresholds 

applicable to the high and the low frequency wavelet bands are proposed, and the thresholds are applied to the ST(soft- 

threshold) technique to denoise on image signals with additive Gaussian noise. And the results of PSNR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the VisuShrink technique and those of [15]. The results shows the validity of th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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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각종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취득, 전송 및 처

리 과정에서 잡음이 부가되며,  잡음은 정보의 왜곡  및  

손실 등을 야기 시켜  전자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특히 최근의  UHDTV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얼

굴인식,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식 및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의   디지털방식의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들 신호의  잡음제거의 주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상잡음들을 제거를 위한 기존의  방법들은 저역 통과필

터, 중간값 필터 및 위너 필터 등이 연구되었으나 이 기법

들은 영상의 몽롱화가 많이 발생하거나 계산량이 많은 단

점이 있다[1-3]. 웨이블릿 계수축소에 의한 잡음제거는 비

선형 연산자와 웨이블릿 변환 계수의 분산값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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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최적 경계값을 이용해서 MSE(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도록 웨이블릿 변환된 계수를 축소하는 방법이

다. 이 기법은 다이나믹 범위가 큰 신호의 잡음제거에도 

양호한 잡음제거 특성을 보이며, 영상의 경계보존 특성도 

양호하다[4-6]. 이 과정에서 추정되는 경계값은 Bayes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경계값, Universal경계값 및 SURE (Stein's 

Unbiased Risked Estimate) 경계값 등이 있다[6-11]. 이러한 

경계값을 이용해서 잡음이 부가된 영상의 PSNR을 향상시

키기 위한 연구가 지금 까지 계속 되고 있다. 잡음제거 과

정에서 Universal 경계값을 사용하면 계산량이 작고 비교적 

잡음제거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다. 

Donoho는 Universal 경계값과 ST(soft-threshold)로 백색

잡음을 제거하는 VisuShrink(Visual Quality Shrink)기법을 제

시하였다[5,7]. 그러나 이 기법은 중간대역에서의 잡음제거 

또는 잡음전력이 작은 경우 잡음제거 효과가 낮다. 영상의 

잡음제거 후 일반적으로 신호 대 잡음 비는 증가하지만 잡

음제거 과정에서 영상의 왜곡, 및 링잉에 의한 잡음 등이 

발생된다[1-3]. 이로 인해서 영상 잡음전력이 작을 경우에

는 잡음제거에 의해서 PSNR이 감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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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주파수밴드별 영상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Simoncelli[12] 등은 GSM(Gaussian Scale Mixture) 및 

BLS( Bayes Least Square)를 이용하는 BLS-GSM 기법을 제

시하였다. 이 기법은 영상 잡음제거 후의 PSNR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매우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Blu 

등[13]은 SURE-LET(Stein's Unbiased Riske Estimate-Linear 

Expension of Threshold)기법을 그리고 최근의 Yang[14]등

은 TIDEF(translation invariant directional framelet transform)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들은 BLS-GSM 기법보다 계산

량은 작지만 영상 잡음제거 후의 PSNR은 BLS-GSM 기법과 

유사한 결과보였다. 그러나 SURE-LET기법은 잉여변환

(redundent transform) 및 LET를 이용하고 그리고 TIDEF기

법은 잉여변환, 방향성 및 Gabor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두 기법들은 여전히 계산량이 많다. 계산량이 작으면

서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음신호를 2레벨 

웨이블릿 변환한 후 단조변환 및 웨이블릿변환의 균일 고

주파 서브밴드들에서 추정된 전력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경

계값을 구하고, 이 경계값을 웨이블릿 축소기법에 적용해

서 영상 잡음을 제거하는 기법을 [15]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주파 밴드 그리고 특히 저주파밴드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단조 변환과 균일 저

주파 및 고주파 대역의 전력 그리고 이들 각 대역 전력의 

최소값들을 이용해서 각 대역별 경계값들을 구하고, 이 값

들을 직교 웨이블릿으로 변환된 16개의 균일 대역에서 최

저주파 대역을 제외한 15개 대역에 대해 웨이블릿 축소 기

법을 적용해서 각 대역의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하였다. 그

리고 그 결과를 VisuShrink방법 및 균일 고주파 서브밴드들

에서 추정된 전력의 최소값을 이용한 방법[15]의 잡음제거

한 결과와 PSNR로 비교, 평가하고 이 기법의 실용성을 밝

혔다. 

II. 웨이블릿 계수 축소기법의 잡음제거

  웨이블릿 변환 영역에서 ST 기법의 잡음제거는 경계값 

보다 크기가 작은  계수는 0으로 두고, 경계값 보다 큰 계

수들은 계수값에서 경계값을 뺀 값을 새로운 계수로 둔다. 

따라서 계수들의 크기가 감소된다. 

  공간영역에서 원신호 f와 잡음이 부가된 신호 f̃ 로 두

면

f ĩ=f i+σz i i= 0,1,⋯,n-1             (1)

이다. (단 f는 원신호 σ는 잡음의 표준 편차이고 z i는 

i.i.d변수이며 Ν(0,1) 분포이다.)

 식 (1)의 웨이블릿 변환은 

             (2)

이다. 여기서 정규직교 웨이블릿 변환하면 식 (2)에서 가우

시안 백색 잡음 z i은 웨이블릿 변환 영역에서 z i와 동일특

성의 가우시안 백색잡음 ω i가 된다. 식(2)로 부터 f i는 

f i= (W- 1
Ψ )(WΨf ĩ-σω i)                   (3)

이다. 일반적으로는 잡음신호의 σω i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

로 이 값을 추정해서 사용한다. σω i의 추정값 Τ로 두면 

식 (3)은 

f i≈(W- 1
Ψ )(WΨf ĩ-Τ)                    (4)

이다. 잡음제거는 식(4)에서 WΨf ĩ에서 추정잡음 Τ를 제거

한 후 웨이블릿 역변환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연산자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는 비선형 특성을 갖는 식(5)의 ST(soft threshold) 

연산자이다. 이 연산자에서 T는 경계값이다.

ηΤ(x)= { x-Τ x≥Τ
0 |x| <Τ
x+Τ x<-Τ

                 (5)

이 연산자에 사용되는 경계값은  Universal 경계값 및 

SURE 경계값 등이 있다. Universal 경계값 는

  

  log                        (6)

이다. SURE 경계값은 Stein’s unbiased risk estimator를 

이용해서 구한다[6-9].

III. 잡음편차 추정 

 

  ST 연산자를 이용해서 잡음을 제거하는 경우 잡음 추정

을 위해서 잡음편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

는 잡음편차가 거의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잡음편차의 추

정 과정이 필요하다. 

      

3.1. 중간값에 의한 편차 추정

  잡음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웨이블릿 변환 영역

의 최고주파 대역에서는 잡음편차 추정식은 식 (7)과 같다

[6,7].

                   (7) 

  여기서  웨이블릿 최고주파 대역 계수들의 절대값

의 중간값이다. 이 추정값은 웨이블릿 변환영역의 최고주

파 대역에서의 계수들은 신호 성분 보다 잡음에 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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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σ 5 10 20 30

잡음영상 34.18 28.11 22.11 18.58

Visurshrink 37.89 33.48 27.97 24.56

monotonic_pow 38.94 35.22 31.08 28.42

 proposed 39.49 35.38 31.11 28.51

표2. Pepper 영상의 PSNR 비교
Table 2.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pepper 

image. [dB] 

Cameraman/σ 5 10 20 30

잡음영상 34.17 28.12 22.11 18.60

Visurshrink 37.48 33.32 27.91 24.52

monotonic_pow 38.39 34.60 30.31 27.97

 proposed 38.98 34.82 30.58 27.85

표3. Cameraman 영상의 PSNR 비교 
Table 3.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Cameraman 

image. [dB] 

.

London/σ 5 10 20 30

잡음영상 34.32 28.12 22.11 18.59

Visurshrink 34.16 33.61 28.02 24.51

monotonic_pow 39.23 35.22 31.03 28.24

 proposed 40.09 35.75 31.23 28.44

표4. London 영상의 PSNR 비교
Table 4.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London 

image. [dB] 

Goldhill/σ 5 10 20 30

잡음영상 34.16 28.13 22.10 18.61

Visurshrink 36.58 33.07 27.83 24.49

monotonic_pow 37.81 34.12 30.13 27.70

 proposed 38.19 34.36 30.23 27.84

표5. Goldhill 영상의 PSNR 비교
Table 5.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Goldhill 

image. [dB] 

Boats /σ 5 10 20 30

잡음영상 34.14 28.12 22.11 18.57

Visurshrink 36.00 32.83 27.77 24.43

monotonic_pow 38.78 34.70 30.23 27.65

 proposed 39.01 34.84 30.47 27.86

표6. Boats 영상의 PSNR 비교
Table 6.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Boats 

image.[dB] 

Goldhill/σ 5 10 20 30

잡음영상 34.16 28.13 22.10 18.61

SURE_LET 36.58 33.20 30.17 28.61

BLS_GSM 36.98 33.36 30.28 28.69

proposed 38.19 34.36 30.23 27.84

표7. Goldhill 영상의 PSNR 비교
Table 7.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Goldhill 

image. [dB] 

Boats /σ 5 10 20 30

잡음영상 34.14 28.12 22.11 18.57

SURE_LET 37.13 33.53 30.22 28.39

BLS_GSM 36.98 33.58 30.37 28.54

proposed 39.01 34.84 30.47 27.86

표8. Boats 영상의 PSNR 비교
Table 8. The PSNR comparison of denoised Boats image. 

[dB] 

(a)원 영상 (b)잡음영상

(c)Visushrink 기법 잡음제거 (d) [15]기법의 잡음제거 영상

(e)제안기법의 잡음제거 영상

그림3. 잡음제거 결과 영상(골드힐,σ=20)
Fig.3. Denoised Goldhill images(σ=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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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 영상 (b)잡음영상

(c) Visushrink 기법 잡음제거 (d) [15]기법의 잡음제거 영상

(e) 제안기법의 잡음제거 영상

그림4. 잡음제거 결과 영상(보트,σ=10)
Fig.4. Denoised Boats images(σ=10)

 

 그림 3 및  4는 Goldhill 및 Boat 영상에 σ=20 및  10

인 가우시안 잡음을 각각 부가한 영상의 잡음 제거한 결과

이다. 그 여기서 (a)는 원 영상, (b)는 잡음이 부가된 영상, 

(c)는 Visushrink기법, (d)는 균일 고주파 서브밴드들에서 추

정된 전력의 최소값을 이용한 기법[15] 그리고 (e)는 이 논

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한 잡음제거의 결과 영상이다. 

여기서 Visushrink기법의 결과인 (c)영상에는 저주파 잡음

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영상신호의 실시간 가우시안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해서 단조 변환과 저주파 대역 및 고주파 대역의 

전력정보를 이용해서 직교 웨이블릿 변환된 16개의 균일 

대역의 각 대역별 경계값들을 구하고, 이 값들을 웨이블릿 

축소 기법에 적용해서 각 대역의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하

였으며, 그 결과를 VisuShrink방법 및 균일 고주파 서브밴

드들에서 추정된 전력의 최소값을 이용한 방법[15]의 잡음

제거한 결과와 PSNR로 비교, 평가 하고 이 기법의 실용성

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에 의한 잡음제거 결

과는 Visushrink 기법이나 균일 고주파 서브밴드 전력의 최

소값을 이용한 방법[15]의 결과보다 잡음레벨에 따라 약 

1-4dB의 PSNR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잡음제거 후의 영상

은 잡음영상보다 잡음레벨에 따라 약 4-10dB의 PSNR이 개

선되었다. 이 기법은 베이스 추정이나 잉여변환을 사용하

지 않으므로 BLS-GSM, SURE-LET 및 TIDEF 기법 보다 계

산량이 작지만 잡음제거 특성은 유사하다. 이 기법은 특히 

실시간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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