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많은 전자장비가 사회 
및 생활에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물체 추적, 의료 
영상, 객체 인식과 같은 영상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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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상을 획득하거나 전송하
는 과정 등에서 잡음이 발생하여 정보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잡음은 영상의 화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상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오류와 잘못된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1-2].

AWGN은 영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잡음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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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공지능과 Io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의 기반이 되는 물체 추적, 의료 영상, 객체 인식과 같은 영상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
히 세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단계로 잡음 제거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알고
리즘은 필터링 과정에서 블러링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필터링 과
정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형된 공간 가중치를 사용한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
고리즘은 AWGN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크 매칭을 사용하였으며, 변형된 공간 가중치의 출력을 가감하
여 필터의 출력을 구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에 비해 잡음제거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블러
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영상을 복원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echnology, automation and unmanned 
technology are in progress in various fields, and the importance of image processing such as object tracking, medical 
images and object recognition, which are the basis of thi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in systems requiring detailed 
data processing, noise reduction is used as a pre-processing step, but the existing algorithm has a disadvantage that 
blurring occurs in the filtering proces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filter algorithm using modified spatial 
weights to minimize information loss in the filtering process. The proposed algorithm uses mask matching to remove 
AWGN, and obtains the output of the filter by adding or subtracting the output of the modified spatial weight. The 
proposed algorithm has superior noise reduction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and reconstructs the 
image while minimizing the blurring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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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주로 저항성 소자에서 전자의 열적 불규칙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잡음이다. 특히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
서 전처리 과정으로 AWGN을 제거한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링 과정의 정보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해 변형된 공간 가중치를 사용한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크 매칭을 사용하였으며, 변형
된 공간 가중치의 출력을 가감하여 필터의 출력을 
구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의 평균 필터, 가우시안 필터, 퍼지 가중치 필터와 
비교하여 출력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에 훼손된 영상에서 

에지성분의 잡음제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블록매칭과 변형된 공간 가중치를 사용한다. 블록
매칭은 AWGN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을 필터링
하기 위해 사용되며, 중심 화소값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영역을 중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변형된 공
간 가중치 필터는 공간적 거리와 화소값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되며, 블록 매칭
의 출력값에 가감하여 최종 출력으로 계산한다.

2.1 마스크 설정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의 화소 분포를 비

교를 위해 필터링마스크(filtering mask)는 화소 분
포 비교의 기준이 되는 마스크로, 입력 화소값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필터링마스크는 마스크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 에 따라 × 의 크기
로 설정되며, 마스크 내부 좌표를 나타내는 상수 
 에 따라 ≤  ≤ 의 범위를 가진다.

2.2 블록 매칭
디지털 영상은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로 처리

하기 위해 2차원 신호인 영상을 공간 영역에서의 
디지털화(표본화)와 밝기값의 디지털화(양자화)를 
거쳐 만든다. 이 때, 영상에서 양자화를 거친 밝기
값의 분포는 인접한 영역의 좌표에 위치한 화소값
과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진다. 

화소값 분포 정보는 디지털 영상의 잡음 제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서로 유사한 화소 분포를 가
지는 영역들을 조합하여 중심 화소값을 비교 및 
분석한다면 AWGN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 공간가중치
공간가중치는 필터링마스크 내부의 화소값과 중

심화소간 공간적 거리와 픽셀값의 차이를 고려하

여 구한다. 영상의   좌표에 위치한 중심화소 
 와 필터링마스크의 내부화소  사이의 공
간적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 픽셀값 
차이의 가중치를  라고 할 때 다음 수식
과 같이 구한다.

   
  (1)

   






  


 (2)

여기서  는 필터링마스크에 속한 화소값들의 표
준편차를 의미한다.  와  를 사
용하여 구한 공간가중치   는  다음과 같다.

  

 exp×
  



 


     (3)

필터의 최종 출력은 블록 매칭으로 구한 출력값
과 공간가중치를 필터링마스크에 적용하여 구한 
추정치를 서로 가감하여 구한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Lena 
영상과 Barbara영상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림 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잡음 영상이다.

(a) (b)

그림 1. 테스트 이미지 (a) Lena 잡음영상 
    (b) Barbara 잡음영상   

그림 2와 3은 잡음 영상을 기존 필터와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a)는 평균 필터, (b)는 가우시안 필
터, (c)는 퍼지 가중치 필터로 처리한 결과이며, (d)
는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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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시뮬레이션 결과 (Lena 이미지) 
(a) 평균 필터 (b) 가우시안 필터 (c) 퍼지 가

중치 필터 (d)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기존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AWGN을 제거한 결
과 잡음의 영향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잡음의 세기가 강한 영상에서 다소 미흡한 성능을 
보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기존 영
상에 비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잡음
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영상을 복원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AWGN 환경의 잡음제거 과정에서 발
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블록 매칭을 사용하여 AWGN
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을 필터링하였으며, 변형
된 공간가중치로 구한 추정치를 가감하여 최종 출
력을 구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법은 AWGN 환경에
서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영상의 에지
성분 및 경계선과 같은 세부정보를 보존하며 잡음
을 제거하였다.

향후 다양한 잡음 환경에서 에지 성분의 잡음제
거에 효과적인 필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
양한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 (b)

(c) (d)

그림 3. 시뮬레이션 결과 (Barbara 이미지) 
(a) 평균 필터 (b) 가우시안 필터 (c) 퍼지 가

중치 필터 (d)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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