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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디지털 방사선 영상 개선을 위한 웨이블릿 영역에서의 위너필터 설계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영상 시스템을 통하여 영상을 획득할 때 언제나 시스템

특성과 잡음에 의하여 왜곡된 영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사람들

이 보고자 원하는 영상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한다. 작은 종양, 골수 이상, 암 조

직 등의 병변 조직은 깨끗한 영상에서도 구분하기 힘들지만, 시스템 특성에 의하

여 흐려지고 잡음이 첨가된 영상에서는 더욱 더 구별하기 힘들다.

이러한 원치 않는 특성을 줄이기 위하여 Chen은 차원 분열 신호의 복원을 위하

여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다해상도 위너 필터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hen이 제안한 1D 신호 복원을 위한 다해상도 위너 필터를 2D 신호, 즉 영상 신

호에 대한 복원을 위한 다해상도 위너 필터 뱅크 시스템으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비소거 웨이블릿(Undecimated Wavelet)을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인

위너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와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웨이블릿

필터 종류는 Haar, Daubechies, Symlet, Biorthogonal, 그리고 Coiflet이며, 이 모든

필터들에 대하여 각각의 웨이블릿 레벨에 대하여, 시스템 임펄스 응답과 잡음 전

력의 특성에 따라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첨가된 잡음 전력이 20-35 dB일

때, 기존의 위너필터에 비하여 약 0.5dB-6dB 정도의 SNR 향상을 보였다. 또한 팬

텀영상(Phantom Image)을 이용하여 대조도를 비교한 결과, 대조도는 약

0.1LP/mm 정도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영상 복원(Image Restoration), 위너 필터(Wiener Filter), 시스템 임

펄스 응답(System Impulse Response), Noise, Point Spread

Function, 비소거 웨이블릿(Undecimated Wavelet), Multi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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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디지털 방사선 (Digital Radiography : DR) 영상 시스템에서 영상의 화질을 높

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큰 대조도와 낮은

대조도의 미세한 변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미세한 병변의 변화를 잘 볼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대조도 강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조도 강화 방법으

로 낮은 주파수 대역은 억제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강화시켜 영상을 잘 보이도

록 하는 Unsharp Masking 방법이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영상 처리 방법은 주파

수 성질만을 이용하여 영상처리를 하게 되어 공간적 특성을 이용할 수 없다.

Vuylsteke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스케일 방법 중 라플라시안 피

라미드 변환 (Laplacian Pyramid Transform)을 이용하여 대조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 또한 Coifman은 신호를 이동시켜 웨이블릿 변환 (Wavelet

Transform)한 변환 계수와 이동시키지 않은 데이터를 변환하여 얻은 변환계수들

을 평균화하는 하는 방법을, 그리고 Donoho는 신호를 TI 표로 변환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3].

그러나,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잡음에 의하여 열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디지

털 방사선 시스템 임펄스 응답에 의한 왜곡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잡음제거 혹은

대조도 강화 방법 중 하나만을 적용해서는 영상이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 디지털

영상에서 영상의 열화현상과 잡음에 의한 왜곡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영상 재

건 방법으로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4]. 첫 번째 방법은 원 영상과 복원된 영상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확률적 복원방법으로 잡음을 정상적(stationary)로 가정할 경

우 위너필터가 최적인 필터가 된다[5]. 두 번째 방법은 Lagrangian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재건하는 방법이다[6]. 세 번째 방법은 반복적 복원방법이다. 이

방법은 임의의 제약으로 잡음의 정도를 조절하고, 매 반복 시, 복원을 결정하는 매

개변수를 갱신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7]. 마지막 방법은 회기적

복원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복적 방법보다 메모리를 적게 필요로 한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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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위너필터[5]는 디지털 영상 복원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영역에서 위너필터를 적용하

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웨이블릿이라고 하면 각 레벨에 따라 크기가 줄어드

는 소거 웨이블릿 (decimated Wavelet)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소거 웨이블릿 변환

은 각 레벨마다 크기가 반으로 감소하여 각각의 레벨에서 동일한 위너필터를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Shensa가 제안한

비소거(undecimated) 웨이블릿 방법을 제안하였다[9]. 이 방법에서는 각 레벨에서

의 웨이블릿 계수들의 수가 같으므로 동일한 위너 필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Chen은 이러한 비소거 웨이블릿 영역에서 위너필터를 이용한 다중 스케일 위너필

터 뱅크 방법을 1/f fractal 신호에 대하여 제안하였다[10].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Chen이 제시한 방법을 이차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디지털 방사선 영상에서의 잡음과 시스템 특성에 의한 열화현상을 제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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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2 장에서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을 획득할 때의 과정, 즉 열화현상과 잡음이 더해

지는 과정에 대하여 시스템 모델링하여 도식 및 수식으로 설명을 하고, 흐려진 신

호를 웨이블릿 변환 영역에서 원 신호로 복원하는 과정을 수식적으로 증명하고

위너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2.1절에서는 디지털 방사선 영

상 획득 과정을 시스템 모델링하고 수식적으로 가정 및 표기한다. 그리고 2.2절에

서는 다해상도 변환 중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에 대하여, 연속 웨이

블릿 변환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 중 소거

웨이블릿 변환 (decimated Wavelet Transform)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 (undecimated Wavelet Transform)에 대하여 설

명한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흐려진 영상을 웨이블릿 변환한 경우에 대하여 수식

적으로 전개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위너필터 수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식

을 전개한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각 웨이블릿 영역에서 위너필터를 적용하여 원

영상의 웨이블릿 계수로 복원되는 최적화된 수식을 찾아본다. 단, 위에서 설명한

모든 수식은 잡음과 영상은 비상관 (uncorrelated)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전개한다.

2.1 디지털 방사선 영상 획득 과정

이번 2.1절에서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이 획득될 때 일어나는 영상의 변형에 대

하여 먼저 도식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이에 대하여 수식적으로 전

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X-ray 장비를 통하여 이미지를 얻을 때, 빛의 특성 혹은

환경적인 요소 등에 의하여 시스템 특성에 의한 열화현상과 잡음첨가가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흐린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도식

적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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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디지털 방사선 영상 획득 시 시스템 모델링.

위 그림은 디지털 방사선 영상 획득 과정에 대하여 모델링하였다. 원 영상

(Original Image)은 으로 표기한다. 또한 시스템 임펄스 응답(System

Impulse Response)은 , 또한 잡음(Noise)은 으로 표기한다. 즉, 위

의 그림과 같이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열화되고 잡음이 첨가된다. 위의 그림에서

시스템 임펄스 응답은 여러 가지 연산이 될 수 있다. 즉, 컨벌루션(convolution)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linear 혹은 non-linear 연산이 더 첨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특성은 컨벌루션 연산만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잡음에 대한 연산은 덧셈으로 혹은 곱셈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잡음은 첨가되는 것 즉, 더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식을 전개한다.

즉, 위의 그림에 의한 시스템 모델링에 의하면, 디지털 방사선 영상 은

원영상 에 디지털 방사선 영상 시스템 임펄스 응답 이 컨벌루션 된

후, 잡음 이 더해져 얻어지게 된다. 즉, 신호가 연속(continuous)일 때, 획

득된 신호는 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1)

위 수식 (1)에서  는 해당 신호가 연속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상 신호는 샘

플링 된 이산신호이다. 따라서 수식 (1)을 이산 신호로 수식을 변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수식 (2)에서 은 해당 신호가 이산 신호임을 의미한다. 즉, 왜곡된 영상을 수식

(2)와 같이 시스템 임펄스 특성에 의한 컨벌루션, 그리고 잡음의 첨가로 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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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해상도 변환

다해상도 변환은 하나의 영상에 대하여 주파수 영역을 여러 대역으로 분리함으

로써 공간 영역 특성과 주파수 영역 특성을 모두 갖는 대역별 형태로 분리하는

변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해상도 변환으로서 대표적으로 피라미드 변환

(Pyramidal Transform)과 웨이블릿 변환 (Wavelet Transform)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중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한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변환 중에

서도 비소거 웨이블릿을 사용한다.

이러한 웨이블릿 변환은 크게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으로

나뉜다. 본 절에서는 먼저 2.2.1절에서 1D 신호에 대하여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2.2.2절에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에 대한 수식이나 연속 웨이블릿의 특성 및 이산

웨이블릿 특성을 알아보고 2.2.3절에서 2D 신호인 디지털 영상 신호에 대하여 적

용한 2D 소거 웨이블릿 변환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후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

소거 웨이블릿 변환에 대하여 알아본다.

2.2.1 연속 웨이블릿 변환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다해상도 변환들과 같이 웨이블릿 변환은 공간 영

역의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주파수 영역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신호처리, 혹은 영

상처리에서 영상의 잡음 제거 및 대조도 강화 등 얻고자 하는 신호 혹은 영상을

얻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2,3,10].

이러한 웨이블릿 변환은 Morlet과 Grossman이 1984년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수학적으로 정립되었다. 그 후 Meyer과 Mallet이 직교 기저(orthogonal basis) 웨

이블릿과 다중 해상도 분석(Multi-resolution analysis)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면서

고속 웨이블릿 변환(fast wavelet transform)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Daubechies가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옹골받침(compactly supported)을

갖는 정규직교(orthonormal) 웨이블릿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현재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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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let과 Grossman에 의해 정의된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수식 (3)과 같다.



 


 (3)

위 수식에서 는 신호, 는 스케일 인자(scale parameter)이고, 는 이동 인

자(shifting parameter), 는 웨이블릿을 의미한다. 이 수식에서 웨이블릿 변환

의 가장 큰 특징은 미리 정의된 를 를 사용하여 팽창시키거나 축소시키고,

시간영역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를 통해 웨이블릿을 이동한다. 이와 같이 크기가

변하고 임의의 시간에 위치한 웨이블릿을 원래 신호에 곱해서 각 와 에 맞는

웨이블릿 값  를 구한다. 이  는 스케일이 달라진 웨이블릿 와

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웨이블릿과 신호가 동일할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웨이블릿 변환의 스케일과 이동을 보여준다.

그림 2.2 웨이블릿 변환의 스케일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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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변환은 주어진 웨이블릿 함수를 팽창 또는 수축시켜 신호와 비교하므

로 분석 영역이 시간-주파수 축에 대하여 유연하다. 시간-주파수 해석방법 중 하

나인 국소 푸리에 변환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 windowed fourier

transform)과 비교하여 웨이블릿 해석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국소 푸리에 변환은

식 (4)와 같이 기본적으로 푸리에 변환에 시간에 대해 정보가 잇는 창문함수를 곱

하여 구하게 된다.

   (4)

위 수식에서 는 신호, 는 주파수, 는 시간 영역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며,

는 창문함수(window function)를 나타낸다. 국소 푸리에 변환은 일정한 크기

의 창문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심 주파수 영역 내에서 일정한 주파수 해상도를 갖

는다. 따라서 시간 영역에서의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은 폭을 가지는 창문

함수를 쓰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상도가 나빠지고, 반대로 큰 창문함수를

쓰게 되면 시간영역에서의 해상도가 나빠진다. 이에 반해 웨이블릿은 주어진 웨이

블릿 함수를 팽창 또는 수축시켜 신호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분석영역이 시간-주

파수에 대하여 유연하다. 다음 그림은 국소 푸리에 변환과 웨이블릿 변환의 시간-

주파수 분석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국소 푸리에 변환과 웨이블릿 변환의 시간-주파수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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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웨이블릿의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웨이블릿의

종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 직교 웨이블릿을 생성시키기 위한 웨이블릿의 생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웨이블릿은 다음 수식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케일 함수(scaling function)

를 팽창 방정식(dilation equation)을 이용하여 선택된 함수를 스케일링하고 평행

이동시켜서 얻는다.

 
 (5)

위 수식에서 는 스케일 함수, 는 생성된 웨이블릿이고, 는 스케일

인자, 는 이동 인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은 속도의 향상을

위해 스케일과 이동 인자를 2의 배수가 되도록 하여 변환한다.

2.2.2 이산 웨이블릿 변환 (Discrete wavelet transform)

이산 웨이블릿 변환은 부 웨이블릿(father wavelet), 와 모 웨이블릿(mother

wavelet), 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는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한다.










 (6)

위 수식에서 는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의 계수이고, 를 결정하

면 그에 따라 가 결정된다. 는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7)

위 수식에서 는 고역통과필터(high pass filter)의 계수이고, 여기에서

 로 정의하고, 이때 은 홀수이다. 를 만큼 팽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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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변위(transposition)시킨 것을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8)

주어진 함수 를 제곱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에 의한 의 웨이

블릿 변환 계수 는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다음 함수로 정의된다.


∞

∞

 (9)

이를 이용하여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레벨에서 레벨로의 분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레벨의 흐린 영역 는 다음 수식과 같이 레벨의 를 고주파 통과필터

에 통과시켜 구한다.




  (10)

2. 레벨의 세부 영역 는 다음 수식과 같이 레벨의  를 고주파 통과필

터 에 통과시켜 구한다.




  (11)

반대로 레벨에서 레벨로의 합성은 다음 수식과 같다.

 





 (12)

이산 웨이블릿 변환의 분해와 합성을 합쳐놓은 전체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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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단계 이산 웨이블릿 변환의 분해와 합성.

위 그림에서 사용된  과 은 각각 고대역 통과 필터, 저대역 통과 필

터, 즉 와 를 나타낸다. 이때 신호를 분해하는 과정에 , 를 이용

하는 웨이블릿 시스템을 직교 웨이블릿 시스템(orthogonal wavelet system)이라고

하고, 분해 과정에 , 를 필터 뱅크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쌍 직교 웨

이블릿 시스템 (biorthogonal wavelet system)이라고 한다.

2.2.3 2D 영상신호에 대한 웨이블릿 변환

이전까지는 1D 신호를 웨이블릿 변환하였을 때에 대한 수식이다. 이번 절부터

는 2D 영상신호를 적용한다. 즉, 2D 영상신호는 이산신호이므로 이산신호에 대한

웨이블릿을 적용하여 2D로 확장한다. 그리고 이번 장은 2.1절의 디지털 방사선 영

상의 개념을 이용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는 흐려진 영상을

의미하고, 는 원영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웨이블릿이라고 하면

소거 웨이블릿을 의미하는데, 2.2.3.1절에서는 이러한 소거 웨이블릿에 대한 수식

및 적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2.2.3.2절에서는 소거 웨이블릿과 비소거 웨이블

릿의 이동불변성에 대하여 논하고 비소거 웨이블릿에 대하여 수식적으로 설명하

고 적용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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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소거 웨이블릿 변환

2D 영역의 웨이블릿 변환은 수식의 복잡함 때문에 고주파를  , 저주파

를  로 표기하는데, 이때, 은 웨이블릿 레벨을 의미하고, 는 이 신

호가 웨이블릿 영역(Wavelet Domain)임을 의미한다. 또한 왜곡된 영상에 대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잡음과 시스템 임펄스응답

에 의한 열화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원영상에 대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한 경우에

는  로 표기한다.

영상 신호에 대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게 되면, 세로(Column) 성분, 가로

(Row) 성분에 대하여 각각 따로 변환을 하여 각각을 고주파, 저주파 성분으로 나

누게 되어 4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즉, × 크기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

에 대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하게 되면, 저주파 성분, 수평 성분, 수직 성분,

그리고 대각 성분으로 영상을 분할한다. 즉, 가로, 세로성분 모두 저주파 필터를

적용한 저주파 성분, 세로성분은 고주파, 가로성분은 저주파인 수평성분, 세로성분

은 저주파, 가로성분은 고주파인 수직성분, 가로, 세로성분 모두 고주파 필터를 적

용한 대각선 영역을 의미한다. 즉,  레벨의 저주파 성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

l 저주파 성분 :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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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식에서 는 스케일링 함수 (scaling function)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수

식(4)에서 는 스케일링 상수 (scaling coefficient)이다. 위의 수식들과 마찬가지로 웨

이블릿  번째 레벨의 고주파 성분에 해당하는 수평, 수직, 대각 성분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 고주파 성분 :


 



 




  

 

 
 , (where,   ) (15)


    ,

 ,

 ,

 




 
  (16)

위의 수식 (15), (16)에서 은 웨이블릿 함수 (wavelet function)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은 웨이블릿 상수(wavelet coefficient)를 의미한다. 직교 웨이블릿

(orthogonal wavelet)의 경우, 이 웨이블릿 상수는 스케일링 상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17)

또한 위의 수식 (15)에서 는 , , 혹은 인데, 이때 는 수평성분을 의미하고,

는 수직성분을, 는 대각성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벨은 이 웨이블릿 첫 레벨을

의미하고, 은 마지막 레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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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때, 웨이블릿 역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8)

위의 웨이블릿 과정은 모두 소거 웨이블릿을 의미한다. 즉, 소거 웨이블릿 변환

은 변환을 하는 레벨이 진행됨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2D 영상신호에 대한 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분석 및 복원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5 2D 소거 웨이블릿 변환 : (a) 웨이블릿 분석 (b) 웨이블릿 복원.

위의 그림은 1 레벨 웨이블릿 변환만을 표현하였다. 웨이블릿 변환 레벨이 더 진

행될 경우, 그림 2.5에서 저주파 성분에 대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계속 진행하게 되

고, 또한 반대로 복원 과정을 레벨 수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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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D 소거 웨이블릿 4레벨 변환의 결과 영상.

이제까지 설명된 웨이블릿 변환은 레벨에 따라 크기가 줄어든 웨이블릿 변환 즉,

소거 웨이블릿 변환 (decimated Wavelet Transform)이다. 위의 그림 2.6은 소거

웨이블릿 변환을 4 레벨 수행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위의 그림을 통해 볼 수 있

듯이, 소거 웨이블릿은 레벨이 점점 올라갈수록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거 웨이블릿 변환은 레벨이 계속 진행될수록 원래 신호 크기보다 반

정도로 크기가 줄어든다. 즉, 웨이블릿 변환을 하지 않은 원래 영상의 크기가

×일 때 haar 웨이블릿 변환을 할 경우 1 레벨의 각 성분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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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2 레벨의 각 성분들은 ×가 된다. 따라서 원래의 영상의 크기가

×일 경우, 소거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할 경우, 레벨의 수에 상관없이 원래

의 영상 크기인 ×이 된다.

2.2.3.2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

위에서 설명된 소거 웨이블릿 변환은 이동 불변하지 않다. 이제부터 소거 웨이블

릿의 이동불변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수식 전개를 하려고 한다. 다음

수식에서 은 원영상 에 대하여 축으로 만큼, 축으로 만큼의

이동이 있는 영상을 의미한다. 수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으로 표현

한다. 그러므로 이 수식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 된다. 이와

같이 이동이 있는 영상 을 소거 웨이블릿 변환을 하게 되면, 즉 수식 (13)에 적

용시켜 수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을 얻게 된다.

  







   









    









    

  
 

≠    (19)

위의 수식 (19)를 통하여 소거 웨이블릿 변환은 이동불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상 에 대하여 축으로 만큼, 축으로 만큼의 이동이 있

을 때, 웨이블릿 축으로 만큼, 축으로 만큼의 이동이 발생한다. 즉, 이동불

변하지 않다. 이때 소거 웨이블릿 변환 방식에서 와 를  ,  로 교체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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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하지만 위 수식 (20)은 소거 웨이블릿의 축으로  만큼, 그리고 축으로

 만큼의 이동이 있을 때 수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동불변성

을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동불변성은  영상에 대하여 축으로 만

큼, 축으로 만큼의 이동이 있는 영상에 대한 웨이블릿 변환의 결과는 

영상 그 자체에 대하여 웨이블릿 변환하였을 때, 웨이블릿 영역에서 축으로 만

큼 축으로 만큼 이동된 위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너 필터 뱅크 방법에서는 이러한 소거 웨이블릿이 아니

라,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은 이동불변

성을 만족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비소거 웨이블릿의 수식에 대한 소개

후 설명하려 한다.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과 소거 웨이블릿 변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웨이블릿

분석 도중, 다운 샘플링(down-sampling)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소거 웨이블릿

(decimated Wavelet)의 decimation은 다운 샘플링을 의미하는데, 비소거 되었다는

것은 신호가 웨이블릿 분석 도중, 다운 샘플링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

이를 확인해보고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저주

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으로 각각을 표현할 수 있다.

l 저주파 성분 :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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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주파 성분 (수평(H), 수직(V), 대각(D)) :






 

 


  



 
 ,    (23)

 
    ,

 

 

 




 
  (24)

위 수식에서 ()는 비소거 (undecimated)됨을 의미한다. 즉 다운 샘플링을 하지

않은 비소거 웨이블릿 계수임을 의미한다. 위의 비소거 웨이블릿 수식 (21), (22),

(23), 그리고 (24)를 소거 웨이블릿 수식 (13), (14), (15), 그리고 (16)과 비교하여

보면, 레벨 에 따른 다운 샘플링 과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수식에 대하여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이동불변성을 체크해보기 위해, 원

영상 에 대하여 축으로 만큼, 축으로 만큼의 이동이 있는 영상 

에 대하여 이를 비소거 웨이블릿 수식 (23)에 적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5)

이 수식으로부터 비소거 웨이블릿은 이동불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분석 및 복원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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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D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 : (a) 웨이블릿 분석 (b) 웨이블릿 복원.

위 그림을 보면, 웨이블릿 분석 과정 중에는 다운 샘플링을 하지 않지만, 복원 과정

에는 다운 샘플링 후 업 샘플링(up-sampling)을 하여 역변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 후, 각 레벨에서의 웨이블릿 계수는 원래의

영상과 같은 크기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2.5와 마찬가지로 위 그림도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1 레벨 과정만을 설명을 하였다. 소거 웨이블릿과 마찬가지로 레벨을 더

진행하는 경우, 저주파 성분에 대하여만 계속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을 위 도식과

같이 계속 진행한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과정 중, 웨이블

릿 4 레벨 변환 후의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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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D 비소거 웨이블릿 4레벨 변환의 결과 영상.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할 경우, 웨이블릿 변환

레벨이 점점 진행을 해도 그 크기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변환하지

않은 원래의 영상의 크기가 ×일 경우, 위의 그림 2.8과 같이 4 레벨 비소

거 웨이블릿 변환이 진행된 경우, 영상의 크기가 ×가 된다. 그림 2.6의

소거 웨이블릿 변환 결과 영상과 비교하면 영상의 크기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메

모리가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계산 속도가 많이 느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20 -

2.3 디지털 방사선 영상의 다해상도 변환

이번 절에서는 왜곡된 디지털 방사선 영상 신호를 다해상도 변환 중 웨이블릿

변환으로, 특별히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으로 변환하였을 때, 열화 현상과 잡음이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식 (2)에서 표기된 모든 신호, 즉 원영상 , 왜곡된 영상 , 그리

고 잡음 과 시스템 특성 은 웨이블릿 변환에서 0 레벨 신호로 나

타낼 수 있다. 이 신호를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 상수로 표현을 하면, 그림 2.7에서

 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기법에 의하면 왜곡된 영상 은 의

웨이블릿 0 레벨 변환 계수라는 의미로,  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수식 (2)는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되지 않은 웨이블릿 0 레벨 계수로 표기하

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6)

또한 의  레벨 비소거 웨이블릿 저주파 및 고주파 변환 계수, 즉

 과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식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왜곡된 영상 에 대한 1 레벨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은

 




 

이다. 그리고 2 레벨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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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레벨까지 계속 변환을 진행하면,

   




      






 
 



        
 

 

           (27)

이 된다. 위 수식은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레벨 저주파 성분을 의미한다. 위의

수식과 마찬가지로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의  레벨 고주파 성분에 대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28)

위의 수식에서 왜곡된 영상 에 대한 0레벨 신호인    는

수식 (26)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수식 (26)과 수식 (28)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식이

도출된다.









 
 





      
  

  

       











   
      

   

   

        
            






   
    

   

   

       
           







 

 

 ∘
   

  (29)

여기에서 ∘는 이산 컨벌루션 (discrete convolution) 연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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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해상도 위너 필터 뱅크 (Multiscale Wiener Filter Bank)

이번 절에는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에서의 위너필터 뱅크에 대하여 수식적으로 유

도하고 각각의 웨이블릿 영역에서 적용된 위너필터에 대하여 복원하는 과정까지를 설

명한다. 먼저, 2.4.2절에서는 각각의 비소거 웨이블릿 영역에서 위너필터를 적용하기

위해 각 레벨의 웨이블릿 수식을 전개해본다. 그리고 2.4.2절에서는 웨이블릿 변환된

다해상도 영역에서의 위너필터링 과정에 대하여 수식적으로 위너필터를 유도해본다.

그리고 2.4.3절에서는 웨이블릿 변환 영역에서 적용되는 전체 위너필터 뱅크 과정을

정리해본다.

2.4.1  레벨 웨이블릿 계수의 오차값 추정에 의한 최적화

2.3절에서는 왜곡된 영상 의  레벨 웨이블릿 신호 
가 시스

템 특성 과 잡음 의  레벨 웨이블릿 신호 
 , 그리고

원영상 의  레벨 웨이블릿 신호 
 로 수식을 전개해본다.  레

벨 웨이블릿 신호에 대한 복원 필터가 이라고 할 때, 왜곡된 영상의 웨이블릿

신호 
가 영상 복원 필터 에 적용된 결과를 

 이라고 할

때, 
 과 

 의 오차 
 를 최소화함으로써 최적화

된 복원 필터 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9  레벨 웨이블릿 계수의 위너 필터 뱅크에 의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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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2.9를 보면, 흐려진 영상의 각 웨이블릿 계수, 
은 다해상도

위너필터, 을 통하여 원래 이미지의 웨이블릿 계수, 
 에 근접

한 계수, 
 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은 근사치를 의미한다. 위너 필터

에 의하여, 
 와 원래 이미지의 웨이블릿 계수, 

 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복원을 하게 된다. 단, 여기에서 
 을  만큼 다운 샘플

링하게 되면, 
 이 된다. 즉, 복원과정에서 다운 샘플링 즉, 소거

(decimation) 과정을 통하여 소거 웨이블릿 크기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2.4.2 웨이블릿 영역에서의 위너필터링

이전 부분까지 가장 큰 주안점은 각각의 웨이블릿 레벨에 따라서 
 을


 으로 근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흐려진 영상의 웨이블릿 변환

계수를 원영상의 웨이블릿 변환 계수로 근사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

다. l 레벨 최적 위너필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1 레벨 위너필터의 출력신호


 와 원신호 

 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0)

이때, 는 기대치 (expectation) 연산을 의미하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31)

이때,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으로 가정한다. 필터 에

대하여 최적화하기 위해, 수식 (30)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 24 -








   


    


,   (32)

여기에서 이 웨이블릿 -레벨에서의 다해상도 위너필터를 의미한다. 이때, 비

용함수의 최소값은




  (33)

일 때, 얻어진다. 이때, 비소거 웨이블릿 각 영역에서의 오차에 해당하는


   는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와 
    의

차이이므로 다음과 같다.


   

   
    (34)

또한, 
   은


    ∘

    (35)

이다. 따라서 수식 (34)를 미분함으로써 다음 수식을 얻을 수 있다.




   




   


    (36)

수식 (36)을 수식 (32)에 대입하면




 

   
      (37)

이 된다. 수식 (33)으로부터 수식 (37)은 0이 될 때, 최적화된 값을 갖기 때문에

다음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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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수식 (34), (35), 그리고 (38)로부터

          ∘
   

  (39)

이 됨을 알 수 있다. 수식 (39)를 Z-변환함으로써 다음 수식을 얻게 된다.

     ∘
   (40)

이때, Z-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은 Z-변환되었음을 의미한다.

 
  

∞


 

∞


 

 
(41)

그리고 위 수식에서 원영상 와 왜곡된 영상 의 상호 전력 스펙트

럼 밀도(Cross power spectral density)에 해당하는 는 다음과 같이 표기

된다.

≡ 
 ×

 




 ×

 ,

위 수식에서 *은 켤레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또한 왜곡된 영

상 의 자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Auto power spectral density)에 해당하는

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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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0)으로부터 다음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42)

이때, 원영상과 잡음이 비상관 (uncorrelated) 되어있다면, 수식 (29)로부터 다음

수식들을 얻을 수 있다[3].

  
 (43)

 
 (44)

수식 (43)과 (44)를 (42)에 대입함으로써 다음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45)

이 수식이 바로 다해상도 위너필터 수식이다. 이 수식이 각각의 웨이블릿 레벨

 및 영역(domain)들의 웨이블릿 상수에 다음 수식과 같이 적용되어 깨끗한 원 영

상의 웨이블릿 상수로 복원을 수행한다.

2.4.3 다해상도 위너 필터 뱅크 적용

위에서 유도된 다해상도 영역의 위너필터 수식 (45)를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레벨에서의 위너필터 는 다음 수식과 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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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수식 (46)에 의하여 획득된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그림 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운 샘플링되어 역변환 과정을 통해 복원되게 된다.

하지만, 수식 (45)에서 원영상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에 해당하는 는 정

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를 추정(estimation)하여 원영

상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와 비슷하게 추정된 신호인 를 적용하여 복원하

여야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를 으로 대신하여 다해상도 위너필

터에 적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다해상도 위너필터 전 과정을 설명한 도식이다.

그림 2.10 다해상도 위너 필터.

위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에 수식 (45)가 적용된다. 또한 적용되는 웨

이블릿은 그림 2.7의 비소거 웨이블릿이다. 그리고 역변환 과정 또한 그림 2.7의

웨이블릿 과정이지만, 그림 2.7의 복원 과정에서 다운 샘플링 과정을 제외한 후 적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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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제안한 다해상도 위너필터를 여러 가지 팬텀 영상과 디지털 방사

선 영상에 대하여 적용해본 후, 복원정도를 신호 대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 SNR)와 mm/lp 단위의 대조도 차이를 기존의 위너필터와 비교하였다. 3.1절에

서는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영상, 잡음 및 시스템 임펄스 응답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호 대 잡음비와 잡음 전력에 대한 계산 방법도 고찰

하였다. 그리고 3.2절에서는 팬텀 영상(phantom image)에 시스템 특성을 적용하고

잡음을 첨가한 후,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기존의 위너필터와 대조도 특성

을 비교하였고, 3.3절에서는 실제 디지털 방사선 영상에 시스템 특성을 적용하고

잡음을 첨가한 후,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기존의 위너필터와 신호 대 잡음

비 및 대조도 특성을 비교하였다.

3.1 실험 조건 (Simulation Condition)

제안한 다해상도 위너필터를 디지털 방사선 영상에 대해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

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Matlab. version. 2007 a (Mathworks, Natick, MA, USA)

이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 네 가지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1) 웨이블릿

레벨, 2) 시스템 임펄스 응답의 특성, 3) 잡음 전력, 4) 웨이블릿 필터 종류. 또한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위너필터의 성능을 잡음 대 신호 비(Signal-to-Noise

Ratio)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영상은 × 사이즈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을 사

용하였다. × 사이즈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의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9 레

벨의 웨이블릿 변환이 가능한데, 6 레벨까지 실험을 했다. 그 이유는 레벨 4 이상

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모든 이미지가 레벨 4 이상에서는 비슷한 경향

을 보였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 임펄스 응답 특성은 가우시안 형태로 수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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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험에서 시스템 임펄스 응답의 분산을 1, 2, 3, 4 그리고 잡음의 전력을 20, 23,

26, 29, 32, 35(dB)으로 설정 후 실험하였다. 그 이유는 성능이 매우 좋지 못한 카

메라일지라도 시스템 임펄스 응답의 가우시안 분산이 4를 넘어거나, 잡음이

35(dB)을 넘으면 열화현상 및 잡음이 매우 심해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므로, 모

든 카메라가 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와 같은 범위로

설정 후 실험하였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Daubechies, Coiflet, Symlet,

Biorthogonal 이 네 가지 필터의 웨이블릿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필터의 길이는

Daubechies - filter tab : 12, Symlet - filter tab : 8, Biorthogonal - filter tab

: 30, Coiflet - filter tab : 30 길이의 필터를 사용하였다. 필터 길이가 너무 짧아

지면 주파수 대역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고, 필터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계산

오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험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필터 길이를 실

험에서 적용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신호 대 잡음비(SNR)를 얻은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













(48)

또한 잡음 전력을 얻은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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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팬텀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웨이블릿을 이용한 위너필터 방법을 적용한 영상을 기존의

위너필터와 대조도 및 신호 대 잡음비를 비교하였다. 3.2절에서는 2개의 팬텀 영

상을 이용하여 기존의 위너필터와 대조도를 비교한다. 아래의 그림은 열화 시키지

도 잡음을 첨가하지도 않은 2D 팬텀 영상의 원본이다.

⒜ ⒝

그림 3.1 사용된 팬텀 영상. ⒜ 원영상, ⒝ 그림 ⒜에서 A 선에 대한 값.

위에서 ⒝그림은 그림 ⒜의 A 선분에 대하여 값을 나타낸 것이다. 원 영상의 값

은 열화가 되거나 잡음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값이 명확하고 값

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팬텀 영상을 Gaussian 형태의 PSF로 열화시

키게 되면 저주파 통과필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없어지게 되

고, 또한 잡음을 첨하하게 되면 그림 ⒜의 아래쪽 얇은 선분이 보이지 않게 되어 대

조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위의 팬텀 영상을 Gaussian ( ) 형태의 PSF로 열화시키고

23dB의 잡음을 첨가하여 영상을 왜곡시킨 결과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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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2 열화 및 잡음에 의하여 왜곡된 영상. ⒜ 왜곡된 영상, ⒝ 그림 ⒜의 A

선에 대한 값.

위의 ⒝영상은 그림 3.1(a)와 3.2(a)의 A선분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검

은색으로 표현된 선분은 원영상에 대한 A선분의 값을 그래프로 표기한 것이고, 옅

은 별표로 표기된 선분이 그림 3.2(a)의 A선분을 나타낸다. 열화 되었기 때문에 저

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한 것과 같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없어진다.

⒜ ⒝

그림 3.3 기존의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상. ⒜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상,

⒝ 그림 ⒜의 A 선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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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흐려진 영상(그림 3.2⒜)에 기존의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상이다.

위 그림 ⒝에서 네모로 표기된 선이 그림 3.3.⒜의 A선분을 나타낸다. 그림 3.2와 비

교를 해보면 위너필터를 통과하면 원래의 그림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 3.2는 1.2 lp/mm정도의 대조도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그림 3.3

에서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영상은 대략 1.45 lp/mm 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 열화되고 잡음이 첨가된 영상을 약 0.24 lp/mm 정도 더

볼 수 있게 대조도를 향상시켰다. 기존의 위너필터와 대조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흐려진 영상(그림 3.2⒜)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웨이블릿을 이용한 위너필터를

같은 팬텀 영상에 대하여 적용시켰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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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림 3.4 각각의 웨이블릿을 이용한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상, ⒜ Daubechies

웨이블릿을 적용한 팬텀 영상, ⒝ 그림⒜의 A선분, ⒞ Symlet 웨이블릿을

적용한 팬텀 영상, ⒟ 그림⒞의 A선분, ⒠ Biorthogonal 웨이블릿을 적용

한 팬텀 영상, ⒡ 그림⒠의 A선분, ⒢ Coiflet 웨이블릿을 적용한 팬텀 영

상, ⒣ 그림⒢의 A선분.

위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웨이블릿을 이용한 위너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

상이다. 그림 ⒝, ⒟, ⒡, ⒣에서 원으로 표기된 선분이 각각 그림 3.4.⒜, ⒞, ⒠, ⒢

의 A선분을 나타낸다. 그림 3.3과 비교를 해보면 위너필터에 비하여 원 영상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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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열화되고 잡음이 첨가된 영상은 약 1.2 lp/mm

대조도 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열화되고 잡음이 첨가된 영상에 비해서는 육안으

로 0.45-0.5 lp/mm 정도를 더 확인할 수 있고, 위너필터를 통과한 그림 13의 경우

대략 1.45 lp/mm 대조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그림 14의 경우 대략 1.55-1.6

lp/mm 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위너필터에 비하여 대략 0.1-0.15 lp/mm

정도의 대조도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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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방사선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의 복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조도를 비교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신

호 대 잡음비를 통하여 원래의 영상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3절에서는 실제 디지털 방사선 영상을 통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비교하

여 원래의 영상에 근접한 정도를 수치적으로 접근해보고, 실제 영상에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영상을 나타낸다.

아래의 영상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 크기의 실제 디지

털 방사선 영상이다.

그림 3.5 본 논문에서 사용한 디지털 방사선 영상.

아래의 표는 실제 디지털 방사선 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시스템 임펄스 응답

(system impulse response : SIR)의 가우시안 분산() 및 잡음 전력(Noise

POWER)에 따라 신호 대 잡음비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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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POWER (dB) 20 23 26 29 32 35

SIR B_N_Image 21.4 21.1 20.6 19.7 18.4 16.5

  Wiener 25.8 25.4 24.9 24.3 23.7 22.9

UWT (db12) 29.2 28.5 27.7 26.5 24.7 23.3

UWT (sym8) 28.9 28.3 27.6 26.6 25.1 22.9

UWT (bior6.8) 29.2 28.5 27.5 26.0 24.6 22.6

UWT (coif30) 29.1 28.3 27.3 25.7 23.9 21.7

SIR  B_N_Image 19.3 19.1 18.8 18.2 17.2 15.7

  Wiener 22.1 21.9 21.6 21.4 21.0 20.7

UWT (db12) 27.2 26.7 26.2 25.4 24.3 22.9

UWT (sym8) 27.4 27.1 26.4 25.5 24.8 23.5

UWT (bior6.8) 27.6 27.0 26.4 25.4 24.1 22.5

UWT (coif30) 27.5 27.0 26.1 25.0 23.5 21.5

SIR  B_N_Image 17.7 17.5 17.3 16.9 16.1 14.9

  Wiener 20.3 20.1 19.9 19.7 19.4 19.1

UWT (db12) 23.7 23.5 23.3 22.9 22.3 21.6

UWT (sym8) 25.3 25.0 24.6 24.1 23.5 22.6

UWT (bior6.8) 26.3 25.8 25.3 24.5 23.5 22.1

UWT (coif30) 26.2 25.7 25.1 24.2 23.1 21.5

SIR  B_N_Image 16.4 16.3 16.1 15.8 15.2 14.2

  Wiener 19.0 18.9 18.7 18.5 18.3 18.0

UWT (db12) 21.9 21.8 21.6 21.4 21.0 20.5

UWT (sym8) 23.3 23.1 22.8 22.5 22.1 21.4

UWT (bior6.8) 24.8 24.5 24.1 23.5 22.7 21.5

UWT (coif30) 24.7 24.4 24.0 23.3 22.3 21.0

표 3.1 각각의 시스템 임펄스 응답과 잡음 전력에 따른 SNR (dB).

B_N_Image : 왜곡된 영상의 SNR, UWT (db12) : 비소거 (Daubechies)

웨이블릿 변환 위너 필터링 후 SNR, UWT (sym8) : 비소거 (Symlet)

웨이블릿 변환 위너 필터링 후 SNR, UWT (bior6.8) : 비소거

(Biorthogonal) 웨이블릿 변환 위너 필터링 후 SNR, UWT (coif30) : 비

소거 (Coiflet) 웨이블릿 변환 위너 필터링 후 SNR, Wiener : 일반적인

위너 필터링을 한 후의 SNR.

표 3.1은 전통적인 위너 필터와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영상 복원을 했을 때의

신호 대 잡음비를 수식 (48)을 이용해 구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를 통한 결과를

보면, 제안된 방법의 신호 대 잡음비가 약 0.5~6(dB)가량 높게 얻어지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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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위너필터에

대하여 수식 (37)에서  의 시스템 임펄스 응답으로 열화된 영상에 대하여 잡

음 전력이 점점 증가될 때, 각각의 잡음 전력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를 그래프로

표기한 것이다.

그림 3.6  의 시스템 임펄스 응답으로 열화된 영상에 대하여 제안된 알고리즘

및 기존의 위너필터의 각각의 잡음전력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 성능 비교;

⋅별표(-*-) : 흐려진 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 ⋅원(-∘-) : 기존의 위너필

터를 적용한 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 ⋅실선(----) :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

용한 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

그림 3.7은 위너필터를 이용한 결과와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결과를 실제 디지

털 방사선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그 차이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그림3.7⒜의 네

모 부분을 확대한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3.7을 통해 확인해 보면, 웨이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위너필터의 경우 영상의 개선이 있지만, 그와 함께 왜곡이 발생한

다. 하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잡음이 줄어듬과 동시에 대조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영상의 왜곡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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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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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림 3.7 제안된 알고리즘 및 웨이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의 실제 디지털 방사

선 영상 결과 비교 (⒝-⒢ : 영상 ⒜의 네모 부분(A)을 확대한 영상); ⒜ 원

영상, ⒝ 흐려지고 잡음 첨가된 영상(SNR 22.4), ⒞ 위너필터를 이용한 결과

영상(SNR 23.5), ⒟ Haar 웨이블릿을 이용한 결과 영상(SNR 26.0), ⒠

Daubechies 웨이블릿을 이용한 결과 영상(SNR 28.2), ⒡ Symlet 웨이블릿을

이용한 결과 영상(SNR 29.5), ⒢ Biorthogonal 웨이블릿을 이용한 결과 영상

(SNR 28.3), ⒣ Coiflet 웨이블릿을 이용한 결과 영상(SNR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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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모두 4 레벨의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였다.

위의 그림을 보면, 기존의 위너필터의 경우 흐려진 영상에 비해 크게 복원이 되

지만, 영상 개선 정도가 크게 좋지 못하고 왜곡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지털 방사선 영상은 영상의 개선 정도가

기존의 위너필터에 비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왜곡이 크게 덜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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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소거 웨이블릿 변환 계수에 대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영상의

분산과 잡음의 전력 및 시스템 특성의 분산에 따라 위너필터를 적용하여 디컨벌

루션 (deconvolution) 필터링을 통한 영상 복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제안한

방법을 기존의 위너필터와 실제 디지털 방사선 영상을 통한 신호 대 잡음비 비교

와 팬텀 영상을 통한 대조도 비교를 해본 결과, 기존의 위너필터에 비하여 다해상

도 상에서 위너필터를 적용하여 본래의 웨이블릿 계수로 복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신호 대 잡음비를 통한 분석 결과, 기

존의 위너필터에 비해 약 0.5-6(dB)의 신호 대 잡음비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제안된 방법을 이용해 복원을 수행할 경우, 영상의 왜곡이 없고 대조도

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팬텀 영상을 통한 대조도 비교 결

과, 약 0.1-0.15 lp/mm의 대조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비소거 웨이블릿의 특성은 영상이 웨이블릿 계수로 변환될 때, 소거 웨

이블릿과 같이 원래의 영상과 같은 크기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변환되는 레벨

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메모리의 용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계산량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적절한 웨이블릿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다해상도 변환으로는 라플라시안 (Laplacian), 가우시안 (Gaussian) 피라미

드 변환이 있다. 이 피라미드 변환 영역에서 위너필터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비소거 피라미드 변환을 통한 위너필터링, 혹은 다른 필터링의 개

념을 적용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론부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복

원 방법은 확률적 방법인 위너필터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복원 방법, 혹은 반복적

인 복원 방법인 베이지안 (bayesian) 방법, 회귀적 방법인 칼만필터 등 다른 필터

링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해상도 영역에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던 위너 필터를 비소거 웨이블릿 영역에서

적용함으로써 이미지 복원은 기존의 위너 필터에 비하여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후에는 비소거 웨이블릿 영역에서 베이지안 방법이나 칼만

필터 (Kalman Filter)를 통한 영상 복원으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더 좋은 영상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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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sign of Wiener filter at the Wavelet

domain to restore the Digital Radiography

images

Jeong, Jae-Won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gital radiography (DR) images are corrupted by the additive noise, and also

distorted by system impulse response. These unwanted phenomena are

obstacles to obtain the desired imag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abnormalities such as a small tumor, cancer, or the medulla in spite of the

clear images,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tell them at the distorted images by

the system impulse response and noise. To recover the original image, we

applied multiscale Wiener filters in wavelet domain for DR images. The

multiscale Wiener filter is first proposed by Chen for the restoration of fractal

signals which is distorted by the system impulse response and additive noise.

In this paper, we extended the multiscale Wiener filter to the two dimensional

data.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ours with others, some simulatio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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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for a couple of wavelet filters with different wavelet levels, system

impulse reponses and various noise power. When the addive noise powers are

between 20-35 dB, the signal to noise ratio(SNR) of the proposed system is

0.5-6 dB better than that of the traditional Wiener filter method. Moreover,

0.1-0.15 lp/mm better contrast of the phantom image is shown from the

simulation.

Key words : Image Restoration, Wiener Filter, System Impulse Response,

Noise, Point Spread Function, Undecimated Wavelet, Multisc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