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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신호 처리 분야 중 잡음제거(denoising)는 가산 잡음이 포함된 영상의 복원을 다룬다. 자연 영상은 지역적 유

사성 뿐 만 아니라 비지역적 유사성도 높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입력 영상의 특성을 결정짓는 에지나 텍스

쳐 패턴이 떨어져 있는 영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비지역적 유사도가 높은 영상 블록을 검출

하여 과충분한 신호 집합을 만들고 이를 3차원 변환을 통해 희소(sparse)하게 표현한 후 영상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는 잡음제거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여러 영상에 대해 잡음제거 결과로부터 제안된 알고리듬이 부드러운 영역

과 에지 영역을 잘 살려 원 영상을 복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최근 보고된 여러 잡음제거 알고리듬들과의 복

원 성능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Denoising which is one of major research topics in the image processing deals with recovering the noisy images.  
Natural images are well known not only for their local but also nonlocal similarity. Patterns of unique edges and texture 
which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image are repeated over the nonlocal region.  In this paper, a nonlocal similarity 
based denoising algorithm is proposed. First for every blocks of the noisy image, nonlocal similar blocks are gathered 
to construct a overcomplete data set which are inherently sparse in the transform domai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s. Then, the sparse transform coefficients are filtered to suppress the non-sparse additive noise. Finally, the 
image is recovered by aggregating the overcomplete estimates of each pixel. Performance experiments with several 
image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methods in removing the additive Gaussian 
noise effectively while preserving the imag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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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 신호 처리 분야에서 영상 복원은 최근 수십년 

동안 연구되어 왔던 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즉, 에 의해 변형되고 에 의해 손상된 원 영상 

를 측정된 영상 로부터 복원하는 것이다. 는 영상

의 모든 화소를 나열한 1차원 벡터이며, 과 도 1차

원 벡터이다. 식 (1)을 푸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잘 정의

되지 않은 (ill –posed) 문제이다. 가 단위행렬이라면 

잡음제거 문제가 되며, 가 블러링 연산자라면 디블러

링 문제가 되고, 가 임의투사행렬이라면 압축센싱 문

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잡음제거 문제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영상의 일반적인 저주파수 집중 특성을 이용한 DCT 

기반 영상 압축 방법이 JPEG, MPEG1,2, H.264까지 오

랜 기간 널리 활용되어 왔다[1, 2]. 그러나 이러한 지역

적 유사성(local similarity, LS)으로는 개개의 영상이 가

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림 1과 같이 그룹 A, B, C에 있는 블록

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구조적 특징은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이 영상 내의 에지와 같은 구조적인 

패턴들을 활용하여 영상 복원의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

로는 total variation (TV)[3], Mumford-Shah (MS) 모델

[4] 등이 있다.

최근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은 영상 내에 특

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비지역적 유사성

(nonlocal similarity, NLS)을 활용하고 있다. NLS는 텍

스쳐나 구조 등 영상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은 영상 블록 또는 

패치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패치들이 과충분한 

(overcomplete) 신호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

게 화소 복원의 중요 신호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 잡음

제거에서는 LS보다 NLS가 더 유용함이 잘 알려져 있

다. Buades 등은 nonlocal means (NLM)이라는 비지역 

화소에 대한 가중 필터링 방식의 잡음제거 방법을 제안

하였고[5], 이어서 비지역적 TV (NL/TV)[6], 비지역적 

MS 정규화 방법 (NL/MS)[7]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

었다. 또한 Dabov 등은 각 블록에 대해 비지역적 유사 

블록을 검색하여 3차원 신호를 구성하고 그에 대해 3차

원 변환을 적용한 후 hard thresholding을 적용하여 잡음

제거를 수행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공간-변환 영역 유사 블록 검출 방법

을 제안하고, 또 이를 사용하여 해당 블록에 대해 과충

분한 신호 집합을 구성한 후 3차원 변환 계수의 에너지 

제한 방법으로 잡음제거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제안하는 

NLS 기반 잡음제거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3절에서는  

다양한 테스트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된 영상 내 가산 

잡음의 제거 방법의 영상 복원 성능을 비교한 결과가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Ⅱ. NLS 기반 잡음제거 알고리듬

본 절에서는 제안된 NLS 기반 잡음제거 알고리듬에 

대해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비지역적 유사 

블록 검출 방법에 대해 기술한 후, 유사 블록들을 대상

으로 적용되는 3차원 필터링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필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 화소를 복원하는 방법

에 대해 그림과 더불어 설명한다.

2.1. 공간-변환 영역 유사 블록 검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상에 포함된 가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블록에 대한 비지역적 유사 블록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비록 찾아낸 유사 블록들도 가산 

잡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상 복원의 절대적인 기준

Fig. 1 Examples of nonlocal similarity of a natural 
image represented by the group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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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으나, 유사도 높은 블록을 많이 준비할수록 

가산 잡음의 독립적인 확률적 특성을 활용하여 효과적

으로 원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유사 블록 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

러운 접근 방식은 공간 영역에서 블록 간의 거리를 측

정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크기

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가산 잡음까지 불

가피하게 계산에 포함되므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

우가 많다. 즉, 유사도가 매우 높은 블록이나 잡음으로 

인해 유사도가 낮은 블록보다 크기가 적게 나올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복원된 영상의 화질에 영향

을 미쳐 복원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널리 쓰이는 다른 방법은 변환 영역에서 유사성을 판

단하는 것이다. 즉, DCT 등과 같은 변환을 이용하여 영

상 블록의 변환 계수를 구한 후, 계수들 간의 거리를 계

산하여 영상의 유사도를 결정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가산 잡음이 있더라도 변환 계수의 분포로부터 영상 블

록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유사성 판단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매 블록에 대해 변환 연산을 수

행하는 것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두 방법을 결합하여 계산량 부담을 줄이

며 유사성 판단 성능도 높여 영상 복원 화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유사 블록 검출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공간 영역에서 기준 

블록과 탐색 영역 내의 후보 블록들 간의 거리를 측정

하여  문턱값보다 작은 거리를 보이는 블록들을 2차 

후보로 저장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차 후보 블록

들을 대상으로 변환 계수를 구하고, 기준 블록의 변환 

계수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런데, 변환 계수 중 DC 

성분은 AC 계수들보다 그 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

차 성분이 계수들 간의 거리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거리 측정에는 AC 성분만 사용하고, DC 

성분은 유사 블록의 검증에만 사용한다. 즉, 먼저 AC 

계수에 의한 유사 블록 후보를 검출한 후, 그들에 대해 

DC 값 차이가 문턱값보다 작아야 유사블럭으로 판단

한다. 

2.2. 유사 블록 기반 3차원 필터링

기준 블럭 에 대한  유사 블록 
, ∈  

들의 유사도가 충분히 높다고 가정하면, 기준 영상 블

록과 여러 개의 유사 블록의 각 화소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는 원 화소값이고, 은 가산 잡음이다. 로부터 

를 추정하기 위해 변환 영역에서 문턱값을 적용한다.

먼저 영상 블럭 와 
들을 모아 3차원 신호 

를 구성한다. 유사 블럭의 개수가 라면 의 크기

는  × × 이다. 3차원 DCT를 에 적용하면 

저주파 성분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희소한 3차원 신호를 

얻게 된다. 3차원 DCT를 라 하면, 의 고

주파 영역에는 가산 잡음에 의한 신호만 존재하게 된다. 

이 부분을 문턱값으로 걸러내면 잡음 성분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 3차원 DCT를 적용하면 복원된 영

상의 블럭을 얻을 수 있다. 즉,


                  (3)

단,   log 이고, 는 상수이다. 는 가산 잡

음의 표준편차이며, 이는 모든 영상 블럭에 대한 2차원 

DCT 계수의 크기의 평균을 구한 후 그 최소값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즉,

  min
 

∈
          (4)

는 입력 영상의  ×  블럭의 집합이고, 

는 2차원 DCT이다. 영상에 대한 DCT의 특성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고주파 성분의 크기가 잡음 신호의 표준

편차가 된다. 

2.3. 화소 추정값의 종합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 과정에서 수행한 3

차원 필터링이 완료되면 각 화소에 대해 여러 추정값이 

존재하게 된다. 화소 을 좌상 화소로 하는 블록 

에 대한 비지역적 유사 블록이 4개가 있으며 각각 


,    이다. 그런데 

은 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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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이기도 하다. 

즉 모든 화소에 대해 과충분한 추정치 집합이 발생한

다. 블록 내의 화소 위치에 따라 윈도우를 적용하여 평

균을 구해 화소를 복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Kaiser 윈도

우[9]를 사용하였다.

Ⅲ. 영상 복원 성능 실험

3.1. 잡음제거 성능 평가

제안된 영상 내의 가산 잡음 제거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존 잡음 제거 방법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 지표로는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log


                      (5)

단, 

 









 

이다. 입력 영상의 

크기는 × 이고, 는 원 이미지의 픽셀값이며, 

는 복원된 픽셀값이다.

그림 3은 표준편차 30의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Cameraman 과 Hill 영상의 제안된 방법에 의한 잡음제

거 결과를 보여준다. 배경의 단순한 영상이나 카메라 

다리, 탑 등의 에지 부분이 잘 복원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그림 3과 같은 조건의 House와 Lena 영상에 

대한 결과이다.

(a)

(b)

Fig. 3 Noisy (=30) and denoised images, (a) Cameraman, 
and (b) Hill. 

Fig. 2 Overcomplete pixel estimates by 3D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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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Noisy (=30) and denoised images, (a) House, 
and (b) Lena.

Table. 1 Denoising performance in PSNR (dB) of 
several test images for the Gaussian noise with the 
standard deviation (σ) from 5 to 100. 

σ barbara boat lena couple hill house
5 38.15 37.27 38.76 37.47 37.16 39.75
10 34.65 33.89 35.86 33.95 33.64 36.52
15 32.75 32.04 34.17 32.01 31.88 34.74
20 31.31 30.74 32.86 30.65 30.65 33.51
25 30.22 29.74 31.81 29.61 29.72 32.66
30 29.27 28.94 31.01 28.72 29.00 31.81
35 28.46 28.20 30.26 27.88 28.37 30.96
40 27.85 27.56 29.61 27.33 27.83 30.19
50 26.49 26.59 28.47 26.29 26.82 29.13
100 21.13 21.87 23.17 21.61 22.68 23.00

Fig. 5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Gaussian noise vs. 
PSNR of the images denoised by several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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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다양한 테스트 영상에 대해 가산 가우시안 잡

음의 표준편차를 변경하면서 잡음제거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다. 다양한 영상에 대해 고르게 우수한 복원 성

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2. 복원 성능 비교

제안된 비지역적 유사성 기반의 잡음제거 방법의 영

상 복원 성능을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기 위해 Lena, 

Barbara, House 영상을 사용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BM3D[8], FTV[10], FSP+TUP[11]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의실험 환경은 각 논문에 준하여 구성되었다. 실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모든 테스트 영상과 거의 모든 

실험 환경에서 제안된 영상 획득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

다 우수한 복원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House 

영상에서는 제안된 알고리듬이 다른 비교 대상의 방법

보다 큰 성능 개선을 보이고 있다. Barbara 영상에서는 

FSP+TUP 방법보다 전반적으로 약  ∼ dB의 성

능 개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비지역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가산 잡음을 포함한 영상의 잡음제거 알고리듬을 제안

하였다. 유사도가 높은 비지역 블록들을 검색하여 유사 

블럭 집합을 구성한 후, 3차원 변환을 적용하여 희소한 

계수를 얻어 잡음 성분을 제거한다. 이 신호를 역변환

하면 각 화소에 대해 과충분한 추정치를 얻게 된다. 이

들을 가중치로 결합하면 원 영상을 복원하게 된다. 다

양한 영상에 대한 성능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된 알고리

듬이 기존의 여러 잡음제거 알고리듬보다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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