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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의 화질을 열화 시키는 잡음은 영상을 획득하거나 얻

은 영상을 압축, 전송하는 전 과정에서 발행한다. CCD카메

라 등을 통해 영상을 획득할 때 주변 밝기와 같은 요인에

의한 센서의 잡음, 얻은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양자화 잡음, 그리고 전송 오류에 따른 잡음 등이 발생

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잡음들은 획득한 영상의 화질을 떨어트림

은 물론 이후의 영상처리 과정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예를

들면, 움직임 검출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잡음으

로 인하여 움직임을 검출하지 못하거나, 움직임 부분이 아

닌 곳을 움직임부분으로 처리하여,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떨

어뜨리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

획득 및 처리에 있어서 잡음 제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공

간적 필터를 사용하는 2D 잡음제거 기법[1-3]과 시간적 필

터를 사용하는 3D 잡음 제거 기법[4] 등의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기존의 잡음 제거 방식은 크게 2D 잡음 제거와 3D 잡음

제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D 잡음 제거는 중심 픽셀과

주변 픽셀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

식으로서 주변 픽셀들 간의 중간 값으로 복원하는 Median[5,

11]필터나 평균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 하는

LMMSE필터[1], 주변 픽셀과 해당 픽셀간의 명도 차에 따

라 가중치를 주는 AWA필터[2] 등이 있다. 2D 잡음 제거 방

식은 3D 방식에 비해서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를 줄일 수 있

으나 영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의 손실이 크며 목표 픽

셀과 그 주변 픽셀과의 연관성이 잡음으로 인하여 쉽게 손

상되므로 정상 신호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불완전한 잡

음제거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인접한 프레임들과 화소의 밝

기 차가 나타나는 등 잡음 감소에 한계가 있다.

3D 잡음 제거 방식[6-8]은 영상의 시간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여러 영상의 동일 위치의 픽셀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잡음 제거를 수행함으로써 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잡음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움직임 부

분에서는 개체의 움직임 방향을 따라 현재 영상과 이전 혹

은 이후 영상의 개체간의 위치 차이가 겹쳐서 나타나는 모

션 블러(Motion Blur)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정적인 영역은 시간필터를, 동적인 영역은 2D의

공간필터를 적응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저조도와 같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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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영상을 사용한 철도의 안전관리기법이 그 사용범위를 넓히고 있

다. 그러나 선로의 특성상 많은 저조도 환경에서의 영상 취득 과정에서는 심한 잡음이 영상의 화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상처리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최근의 3D 잡음제거 방식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영상간의

픽셀을 참조함으로 2D 잡음제거보다 더 나은 잡음 제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움직임 부분에서는 오히려 모션

블러와 같은 열화가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영상에서 적응적 가중평균필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

한 움직임 검출을 구현하며, 3D 잡음제거 방식에 2D잡음 제거 방식의 결과를 적응적으로 사용하여 객관적 화질

과 주관적 화질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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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움직임 검출의 오류가 많아 화질의 열

화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영상과 같이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3D잡음제거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

하여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전처리 필터의 종류와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움직임 영역에서의 2D 공간잡음 제거 방법이 강한 잡

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주파영역이 소실되어 상대적으로

선명한 시간 잡음 제거 영역과 유리되어 경계부분이 눈에 뜨

이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계수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방법은 일반적인 잡음제거에도 활용이 가능하나 그 구

조가 복잡하여 구현비용이 증가하므로 잡음의 정도가 심한

저조도 영상에 더욱 효용가치가 있다.

따라서 제안된 3D 잡음제거기는 잡음이 많은 저조도 영

상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검출하여 잡음을 제거하며. 공

간 잡음제거 방법과 시간 잡음제거 방법의 차에 의한 경계

효과를 줄여 주관적인 화질의 개선효과도 이루었다. 본 논

문에서는 제안된 3D 잡음 제거기가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높은 PSNR을 가지며, 움직임 영역경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주관적 화질개선을 이루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2D와 3D 잡음

제거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3D 잡음

제거기의 잡음 제거 방식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기존 잡음

제거 방식과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분

석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본 론

2.1 관련 연구

2.1.1 2D 잡음 제거 기법

2D 잡음 제거 방식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특성에 따라 잡

음제거의 강도를 변화시켜 영상의 평탄한 부분은 강한 처리

를, 에지 등의 부분에서는 원 영상의 신호를 유지시키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간단한 2D 잡음제거 기법 필터

에는 Median 필터[1]가 있다. Median 필터는 간단한 계산

으로 임펄스 잡음을 제거할 수 있으나 가우시안 잡음 등에

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고주파 영역에서는 오히려 영상을 왜

곡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호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Adaptive-Linear Minimum Mean Squared

Error(A-LMMSE) 필터[3], Adaptive-MEAN(A-MEAN) 필

터[9], Adaptive Weighted Average(AWA) 필터[10] 등이 제

안되었다.

A-LMMSE 필터는 Wiener 필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잡

음제거 필터로 잡음제거에 식 (1)을 사용한다.

(1)

(2)

식 (1)의 가중치 w는 (2)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σr
2(i,j,t)는

원영상의 분산이고 σn
2은 잡음의 분산이다. vg는 필터의 크

기 안에 들어있는 화소들의 평균 수치이다. 평탄한 부분에

는 원 영상의 신호들의 분산이 작기 때문에 가중치 w가 0

에 수렴하여 출력 f는 vg에 가깝게 되며 에지와 같은 영역

에서는 신호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중치 w가

1에 가깝게 상승하여 출력 f가 입력영상 g와 유사한 값을 가

지게 된다.

AWA 필터는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에 의해 잡음을

제거한다. AWA 필터의 잡음제거 결과는 (3)과 같이 나타나

며, 이때 정규화인자 W는 (4), 필터의 가중치는 (5)와 같다.

(3)

(4)

(5)

식 (3)의 가중치 w(l,m,t)는 처리 후 신호 g(i,j,t)와 필터크

기 내의 원 영상신호 g(l,m,t)와의 차에 의해 결정된다. 정규

화 인자 W는 (4)와 같이 가중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가중치는 (5)와 같이 처리영역 내의 화소 g(l,m,t)와

원영상의 화소 g(I,j,t)와의 차의 절대값의 크기와 노이즈의

분산을 비교하여 원 영상값을 사용할 것인지 처리 후 값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계수는 보통 a=1, ε=2 ·σ2으로 설

정한다. 평탄한 부분에서는 원영상과 필터 처리 후 영상의

차가 크지 않아 필터내의 입력화소에 대한 가중치들의 값이

균일하게 되고 출력 f는 처리영역 내 화소값의 평균이 된다

. 에지 부분에서는 입력영상과 출력영상의 차이가 크게 되

므로 가중치는 줄어들게 되고 출력 f는 입력되는 원영상과

거의 일치하게 되어 값을 유지하게 된다.

A-MEAN 필터는 AWA필터를 변형한 방법으로 식 (6)과

같이 가중치를 구한다. 처리 영역내의 화소 값과 원 영상의

화소 값을 비교하여 유사성이 있는 차이가 적은 화소의 경

우, 평균에 포함하고 차이가 큰 경우는 평균값 생성에서 제

외한다. 따라서 구현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6)

2.1.2 3D 잡음제거 기법

2D 잡음 제거 방법은 공간적인 상관성에 의하여 잡음을

제거하나 완벽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영상에서는

프레임 간 화소의 밝기 변화로 인해 잔여 잡음이 보이게 된

다. 한편 정지된 영상이 반복하여 전송될 경우 시간적 필터

링에 의해 이러한 잡음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

러나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모션 블러 현상이 나타

나게 되므로 3D 잡음 제거 방법에서는 움직임이 많은 부분

은 공간적인 2D 잡음제거 기법에 의존하고, 움직임이 적은

부분만을 시간적 필터로 처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7].

잡음제거를 위한 시간적 필터는 크게 FIR과 IIR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FIR필터는 모션 블러가 적게 남지만

f i j t, ,( ) w i j t, ,( ) g i j t, ,( )⋅ 1 w i j t, ,( )vg i j t, ,( )–{ }+=

w i j t, ,( )
σr
2 i j t, ,( )

σr
2 i j t, ,( ) σn

2+
-------------------------------=

f i j t, ,( ) 1

w
---- w l m t, ,( )
l m t, , S∈

∑ g i j t, ,( )⋅=

W w l m t, ,( )
l m t, , S∈

∑=

w l m t, ,( )
1

1 a max ε
2 g l m t, ,( ) g i j t, ,( )–( )2,{ }[ ]+

---------------------------------------------------------------------------------------=

w l m t, ,( ) 1 for g l m t, ,( ) g i j t, ,( )– c≤
0 for g l m t, ,( ) g i j t, ,( )– 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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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잡음 제거 성능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프레임 메모

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 1 noise reducer using temporal IIR filter

Fig. 1은 시간적 IIR 필터를 사용한 3D 잡음제거기의 블

록도를 나타낸다[6]. 시간적 IIR 필터는 작은 차수의 필터를

사용하여 높은 잡음 제거 성능을 보일 수 있으나 모션 블

러 등의 오류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움직임 영역은 2D 잡음제거의 결과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3D 잡음제거 성능은 움직임 검출기의 성능에 상당

히 의존한다. 더욱이 저조도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잡

음으로 인하여 움직임 검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2D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3D로 처리되어 블러링 현상이

발생하거나, 3D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2D로 처리되어 고

주파 영역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2 제안된 알고리즘

2.2.1 기본사항

저조도 환경에서의 영상 획득은 영상 센서의 증폭과정에

서 잡음성분이 같이 증폭되므로 잡음이 매우 심한 특징이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잡음 제거 방법은 기존의 방

식에서 움직임 검출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움직임 검

출부의 입력단에 적응적인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이때 전체

적인 시스템 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2D 잡음제거부의 결

과를 재사용하였다. 또한, 움직임 경계에서 2D 잡음제거의

결과와 시간적 필터를 이용한 잡음 제거 결과의 선명도 차

이로 인한 경계효과를 줄이기 위한 계수 조정 방법을 제안

하였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Fig. 2 propose algorithm

2.2.2 움직임 검출에 적합한 2D 잡음 제거 방법

입력되는 영상신호는 상대적으로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잡

음 제거가 끝난 출력영상과의 차를 이용하여 움직임 검출 알

고리즘을 적용할 때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입력

된 영상신호에서 일차적으로 강한 잡음을 제거한 후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움직임 검출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반면, 강한 잡음 제거를 위한 지나친 저대역 통과 필

터(Low pass filter)의 사용은 에지를 부드럽게 하여 에지부

의 움직임 검출 성능이 나빠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부분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잡음제거 효과를 얻기 위하여 2D 잡음제거에 많이 사용되

는 몇몇 필터의 움직임 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AWA필터를 사용하여 2D 잡음제거의 효과

와 움직임 검출 성능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2.2.3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

(7)

움직임 검출은 구현상의 용이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2D

필터에 의해 잡음이 제거된 영상 f(I,g,t)과 최종 출력 영상

g(l,m,t)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검출하였다. 수식 (7)

과 같이 동일 위치에서의 화소의 값 차이가 임계치 Td보다

작은 부분은 움직임이 없거나 입력 영상의 잡음으로 인한 움

직임 검출시의 오차로 판단한다. 그리고 차영상의 결과값이

임계치 이상인 부분을 움직임 영역으로 검출한다. 임계치 Td

는 실험적으로 15를 사용하였다. 임계치의 값이 작으면 잡

음이 움직임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임계치의 값이

커지면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임

계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 개

발이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임계치 값에 대해

모든 실험영상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PSNR이 나

오는 값을 다수의 실험을 통하여 채택하였다.

움직임 판별값 mk가 0인 경우에 해당 부분의 영상은 움

직임이 없이 이전 영상의 값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3D 잡

음 제거를 수행하고 1인 경우에는 움직임 부분이 있어 이

전 영상의 값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D 잡음 제거를

수행한다. 이는 수식 (8)과 같다.

(8)

2.2.4 영상 합성 가중치 결정 알고리즘

제안된 3D 잡음 제거기의 출력영상은 움직임 영역, 정지

영역, 그리고 경계 영역으로 구성된다. 움직임이 검출된 부

분인 움직임 영역은 시간적 3D 잡음제거 필터를 사용할 경

우 모션블러를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공간적 2D 잡

음 제거 기법을 적용한 영상만을 출력한다. 경계 영역은 움

직임이 검출되지 않은 부분 중 움직임이 검출된 부분과 인

접한 부분으로, 이 영역에서는 공간적 잡음 제거 결과와 시

간적 잡음 제거 결과의 선명도 차이로 인하여 양 영역이 유

 

 

mk

0  , if  f i j t, ,( ) g l m t, ,( )– Td<

1  , otherwise⎩
⎨
⎧

=

g l m t, ,( ) 1 mk–( ) f i j t, ,( )⋅ mk g l m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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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

간적 잡음 제거 결과와 시간적 잡음제거 결과를 혼합하여 출

력한다. 정지 영역은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은 영역 중 경계

영역을 제외한 부분으로, 입력영상을 그대로 시간적 잡음 제

거 필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식 (9)는 경계영역내의 화소

값을 결정하기 위한 영상 합성 시에 2D 필터 결과의 가중

치 a를 결정하는 식이다.

, (a≥0) (9)

여기서 dx와 dy는 각각 가장 가까운 움직임 영역에서까지

의 수평, 수직거리이고 D는 움직임 영역에서의 경계영역의

최대 거리이다. D는 실험적으로 4를 사용하였다. 움직임 영

역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움직임 영역까지의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는 대신 구현상의 용이성을 위하여 수직 및 수

평거리 중 짧은 쪽을 사용하였다. 이를 적용한 최종 결과값

g(l,m,t)는 식 (10)과 같다.

(10)

이 식 (10)을 모든 픽셀에 대해 수행하여 최종 영상값을

얻는다.

2.3 실험 및 결과

제안된 잡음 제거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테스

트 영상에 잡음을 부가한 후 잡음을 제거하고 원영상과의

PSNR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수

행하였다.

Fig. 3 test sequence

2.3.1 2D 잡음제거 알고리즘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는 2D 잡음제거의 성능비교를 위하여 Median,

A-LMMSE, AWA, 그리고 A-MEAN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4, 5, 6은 실험 영상에 대하여 30dB의 가우시안 잡음

을 추가하여 2D 잡음 제거 기법만을 이용한 노이즈 제거 결

과의 일부분을 확대한 결과이다. PSNR은 Table 1에 정리되

어있다. AWA가 가장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Median이 가장 낮은 PSNR을 나타내었다. 에지 등의 고주

파 성분에 대한 왜곡은 A-Mean이 가장 적게 관찰되었다.

Fig. 4 Comparison 2D denoising filter (Stefan)

Fig. 5 Comparison 2D denoising filter (garden)

2.3.2 전처리에 따른 움직임 검출 성능

Fig. 7와 Fig. 8의 (a)는 연속되는 영상의 입력에 잡음 제

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의 움직임 결과와 적용하지 않

았을 때의 움직임 검출 결과 간의 오차를 표시한 그림으로

연속된 영상인 (b), (c) 간의 움직임 검출 결과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Fig. 7의 인물이나 Fig. 8의 라켓과 같은 빠른

움직임이 있는 부분과 Fig. 8의 배경인 관중들과 같이 영상

내에 많은 수의 객체가 있는 경우에 오차가 비교적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검출의 오차는 잡

음 제거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오차로 작용하기 때문

a 1
min dx dy,( )

D
----------------------------–=

g l m t, ,( ) 1 mk–( ) f i j t, ,( )⋅ mk 1 a–( ) g l m t, ,( )⋅ a f i j 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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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움직임 검출의 정확성이 곧 잡음 제거 시 결과물의 화

질에 영향을 준다.

Fig. 7 Differences of motion detection (hall)

Fig. 8 Differences of motion detection (hall)

2.3.3 2D필터 종류에 따른 3D 잡음제거 알고리즘 성능

비교

2D 잡음 제거 방식의 성능과 그 성능이 움직임 검출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3D 잡음 제거 방식 내

에 2D 잡음 제거 방식만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Fig. 9는

garden 영상의 잡음 제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움직임 영

역의 크기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garden 영상은 화면에 작은 개체들이 흔들리면서 작은 움직

임이 화면 전반에 나타나는 영상이다.

Fig. 9 Denoising Result - garden

Fig. 10은 해당 영상의 결과에 대한 PSNR값을 그래프로

구현한 것으로 A-Mean 노이즈 제거 방식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다가 큰 개체가 나타나는 영상에서는 AWA과 A-Mean

제거 방식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체들의 크기가

작고 움직임이 적은 영상 특성에 따라 움직임 부분이 개체

의 모서리 부분으로 제약되어 모서리 부분의 잡음 제거 능

력이 더 뛰어는 AWA 방식의 2D 잡음제거를 수행하였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Fig. 11는 Stefan 영상에 대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정적이

거나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배경 앞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

는 개체가 있는 영상이다. 또한 Fig. 12은 Stefan 영상에 대

한 PSNR 비교 그래프로 Median 보다는 우수한 잡음 제거

효율을 보여주지만 비슷한 잡음 제거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

나 역시 AWA방식이 근소한 우위를 보여주었다.

 

 

 
Fig. 6 Comparison 2D denoising filter (hall)

Table 1 comparison among the 2D noise reducing filter

방식 Median A-LMMSE AWA AMEAN

Stefan #68 31.1 30.4 31.9 30.4

garden #14 29.8 30.5 31.9 29.3

Hall #7 31.8 30.5 32.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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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경계영역의 화질 비교

Fig. 13는 움직임 영역과 정지영역의 선명도 차이로 인한

경계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경

계영역을 혼합한 결과 (b)가 혼합하지 않은 결과 (a)에 비해

경계효과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경계영역에 대한 처리

는 PSNR이 높은 정지 영역의 값을 2D 필터의 결과와 혼

합하므로 전체적인 PSNR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부자연

스러운 경계효과가 줄어 주관적 화질은 좋아짐을 알 수 있다.

Fig. 13 result - motion boundary processing

3. 결 론

본 논문은 잡음이 많은 저조도 영상의 효과적인 잡음 제

거를 위한 3D 잡음 제거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식

은 3D 잡음 제거 방식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움직임

검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2D 잡음제거에 사용되는 필

터 결과와 3D 잡음 제거된 결과를 비교하여 움직임을 검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2D 잡음제거에 효과가 있는

LMMSE, AWA, A-MEAN 필터를 비교하여 AWA필터가 2D

잡음제거와 움직임 검출에 모두 효과적임을 보였다. 또한 2D

잡음 제거와 시간적 필터링 잡음제거 영역 사이의 경계효과

를 줄이기 위하여 2D 잡음 제거와 시간적 필터링 잡음제거

결과를 혼합하여 출력한다. 실험결과 PSNR과 경계부분의 비

교에 의해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보였다.

향후 개선 방안은 움직임 검출에 대한 오차를줄여 움직임

에 따른 해당 잡음 제거 기법 수행상의 오류를 줄이고 물

체의 모서리 잡음제거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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