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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및 연구목적

이때는  보다 조금 큰 척도 조정변수  을 사용하고 그리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풍부하다. 이 영상정

고      를 이용한다.  척도 여과를 취할 때 일정한

보중 방향정보척도는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정량적

소음 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와 m ax 사이의 절

으로 서술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본논문에서는 에지의 방

충값이 된다.  의 취하는 값은 소음의 강도을 기초로하여

향정보을 이용한 에지추출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

확정한다. 만약 소음이 강하지 않으면    을 취하고 만

치 (i,j)의 화소점에 대하여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방향정보

약 소음이 비교적 강하면    를 취한다.

척도를 계산할 때 에지의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여 분석하면 다척도 에지검측을 진행할 때 척도공간의 3가

소음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

영역을 크게하여 방향정보척도를 계산할 경우에는 소음을

     을 이용한다. 그리고 척도의 확정함수는 다음식과

방지하는 성능이 비교적 우수한 반면에 위치의 정확성은

같다.

척도

조정변수

   m ax 를

이상을 종합하

이용한다.

척도함수

떨어진다. 이를 잘 조정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영상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 첨가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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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렛 함수의 척도 조절변수의 적합한 척도을 취하여
다척도 에지 검측을 구현하면 비교적 이상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리고 소음이 첨가된 영상에서 에지점과 소
음점을 판정하는 것은 방향성정보척도  를 이용하여 판
정할 수 있다.  의 값이 클수록 에지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웨이브렛 척도  을 이용하여 여과를 진행한다.  의
값이 중간값일 경우는 에지점인지 소음점인지를 판정이 어
렵다. 이때에는 두종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일
정한 방향 특징과 강도가 비교적 강한 소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방향특성의 약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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