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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통신 및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상 및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주파수 성분

의 변화에 적응하며 AWGN을 제거하기 위해 표준편차와 추정치의 유추를 통해 최종 출력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마스크 성분의 표준편차를 통해 유효 화소 범위를 설정하여 추정치를 구하며, 가중

치를 적용한 후 필터의 출력에 가감하여 최종 출력을 계산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시뮬

레이션을 통해 기존 방법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의 중요 특성을 보존하며 효율적인 잡음 제거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data processing is increasing with the adva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nce, the importance of video and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which directly influenc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quipment, is also increasing. In this research report we propose an algorithm for calculating the final output 
by estimating the standard deviation and estimate required for removing AWGN while adapting to changes in the 
frequency factors of video. This algorithm calculates the final output by checking an estimated value against the effective 
pixel range, which is obtained from the standard deviation of mask factors. Subsequently, the weighted value is computed, 
taking into account the filter output. To evaluate the functionality of this algorithm, it is compared with the 
most-commonly used present method through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image are preserved and efficient noise cancellation performance is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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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전자기기간 통신과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상 매체의 발달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영상 처리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 및 신호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의해 전자기기에 오

류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동작을 일으켜, 정확성 및 신뢰

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잡음 제

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효율적

인 잡음 제거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통신 시스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잡음인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은 정규 분포 특성을 보

이며, 거의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AWGN의 제거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부분의 분야에

서 전처리에 사용된다[3-4]. AWGN이 부가된 영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영역에서 인접 화소

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평활화 기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규분포를 기반으로 균일 잡음 제

거에 주로 활용되는 저역 통과 필터인 GF(Gaussian 
filter)[5], 메디안 필터와 평균 필터의 특성을 함께 지니

며 알파의 값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 A-TMF 
(A-tremmed filter)[6]와, 각 화소와 화소들의 평균값의 

차이에 따라 적응 가중치를 부여하는 AWMF (Adapted 
weight mean filter)[7]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방법들은 

영상의 경계면에서 스무딩 현상을 일으키거나 고주파 

영역에서 에지를 비롯한 상세 정보들을 훼손함에 따라 

영상의 중요 특성을 손실하는 단점이 있다[8-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AWGN의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필터링 마스크의 출력과 중심화소 주변의 영

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잡음을 제거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확대영상 및 차영상, 
PSNR 비교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 방법들과 

비교, 분석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AWGN 환경에서 영상의 잡음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터 출력과 국부 추정치를 이용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필터의 

출력에 필터 내부의 성분을 통해 구한 추정치를 가감하

여 출력을 결정하며 영상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한다. 추정치는 입력 화소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이내에 

존재하는 마스크 내부 요소를 통해 구해지며, 영상의 고

주파 및 저주파 특성에 따라 기준 범위를 조절하여 추정

치를 계산한다.

Step. 1 마스크의 출력을 얻기 위해 입력 화소를 중심

으로 마스크를 설정하여 필터링을 진행한다. 입력 영상 

 에 대해 마스크   는 식 (1)과 같이 설정한다. 

       ≤  ≤ (1)

식 (1)에서 은 마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의 정수

로서, 이 때 마스크는 크기를 가진다.  는 마

스크 내부 좌표를 의미하며, 마스크의 출력   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3)

식 (2)는 가우시안 분포이며, 이를 통해 식 (3)의 가우

시안 마스크의 출력  을 구할 수 있다.

Step. 2 마스크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마스크의 화

소 분포를 구한다. 이를 위해 식 (4)를 통해 분산  를 

구한다.

  



  




  



    
 (4)

여기서  는 마스크 내부 요소의 평균값을 의미한

다.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므로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입력 화소를 기준으로 추정치

를 구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한다.
식 (5)는 가중치 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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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5)의 기준치를 만족하는 범위를 유효 화소로 선별

하여 이 영역을 유효 화소 범위로 지정한다. 이 때, 표준

편차가 높은 고주파 성분에서는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

에 유효 화소 범위가 좁아지며, 중심화소와 유사한 화소

만을 필터링에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영상의 저주파 영

역일 경우 유효 화소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마스크 내

부의 모든 화소를 사용하여 필터링을 진행한다. 

  








 if  ≤  and  ≥ 

 if 
(6)

식 (6)은 유효 화소 영역  의 표현식을 나타낸다. 

마스크 내부에 존재하는 화소  가 유효 화소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  의 값은 1이 되며, 그 외의 경우 0으

로 정해진다.

Step. 3 가중치 마스크  는 식 (7)과 같이 가우시안 

마스크  와 유효 화소 영역  의 곱의 형태로 구해

진다.

     ×    (7)

그림 1은 가중치 필터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된 가우

시안 마스크와 유효 화소 영역의 예시이다. 유효 화소 

영역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범위를 만족하는 화

소를 의미하며, 가중치 마스크는 가우시안 마스크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유효 화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0
으로 대체한 것으로 구해진다. 가중치 마스크에서 활성

화 된 영역의 경우 일반적인 필터 계산이 이루어지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필터의 값이 0이므로 필터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때 필터에 사용된 마스크 계수의 합이 1이 

되지 않아 마스크의 출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사용된 마

스크 계수의 합을 역수를 취하여 곱하여 필터 계산에 사

용된 가우시안 마스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유도한

다. 식 (8)은 추정치  의 계산식을 나타낸다. 

   



  




  



     

 
  




  



  

(8)

여기서 는 추정치 계산에 사용된  의 계수의 합

을 의미한다.

Step. 4 앞서 구한 마스크의 출력  와 추정치  

에 표준편차와 가중치 를 적용하여 필터의 최종 출력

을 구한다. 최종 출력의 수학적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9)

식 (9)에서 가중치 의 값은 ≤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추정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게 되며, 
고주파 성분에 더 민감한 출력을 가지게 되며, 의 값이 

클수록 가우시안 필터의 출력에 가까워진다.
그림 2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G(-1, -1) G(0, -1) G(1, -1)

G(-1, 0) G(0, 0) G(1, 0)

G(-1, 1) G(0, 1) G(1, 1)

1 0 1

1 1 0

1 0 0

G(p, q) F(p, q)

G(-1, -1) 0 G(1, -1)

G(-1, 0) G(0, 0) 0

G(-1, 1) 0 0

W(p, q)

           Fig. 1 Example of weight mask



AWGN 환경에서 표준편차 및 추정치를 통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

1471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 크기의 8비트 그레이 영상 Barbara영
상과 Boat에 대해 시뮬레이션하였으며, 기존 영상에 대

해 AWGN을 첨가하여 이를 기존 방법과 제안한 알고리

즘으로 필터링한 결과들을 PSNR 및 차영상을 통해 비

교, 분석하였다.
그림 3의 (a)는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Barbara 영상의 

원 영상이며, (b)는   인 AWGN으로 훼손된 영상

이다. 그림 4은 잡음 제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방법과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의 (230, 300)
위치를 기준으로 × 크기의 영상을 확대한 것이

다. 잡음 영상을 기존 방법과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필터

링한 결과이다. (a)는 GF로, (b)는 A-TMF, (c)는 

AWMF, (d)는  ,   인 제안한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그림 3의 (b)영상을 각

각 처리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 기존의 (a)의 GF로 처리한 결과와 (b)의 

A-TMF, (c)의 AWMF로 처리한 결과는 AWGN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였으나 고주파 성분이 나타나는 경계면

에서 스무딩 현상을 보이며 영상이 흐릿해지며 경계면

과 얇은 선을 뚜렷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상인 (d)에
서는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을 분리하여 AWGN을 

제거한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경계면과 얇은 성분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

었다.
그림 5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 제거 및 고주파 성

분 보존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와 원영

상간의 차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차영상은 원영상과 처

리된 영상차간 차의 절대값에 4배수를 하여 얻어진 것

이다. 차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방법은 경계면에

서 특히 심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주파 성분의 잡음 처

리가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제안한 알고

리즘으로 처리한 영상은 우수한 AWGN제거 특성을 보

였으며,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모

습을 보였다.
표 1과 2는 AWGN으로 훼손된 Boat 영상과 Barbara 

영상을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의

PSNR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PSNR 비교로부터 기존 

방법은 AWGN이 높은 영역에서는 잡음 제거에 효과적

인 모습을 보였지만, 비교적 낮은 영역에서는 원영상의 

성분을 훼손하여 잡음 제거 능력이 미흡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고주파 성분이 많은 Barbara 영상에

서는 Boat 영상에 비해 영상의의 훼손이 심하여, 미흡한 

(a) (b)
Fig. 3 Barbara image with AWGN
(a) Original image (b) Noise image(σ=10)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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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제거 능력을 보였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주파

성분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AWGN을 제거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특히 고주파 성분이 많은 Barbara 영상에

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추정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AWGN 환
경에서 영상의 상세 정보를 보존하며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마스크 내

부 요소의 표준편차와 범위설정을 통한 추정치의 가감

을 통해 최종 출력을 계산하며, 영상의 환경에 적응하여 

AWGN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법은 고주파 성분의 영향

을 크게 받는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한 잡음제거 성능을 

보였다. 확대영상 및 차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방법들보다 고주파 성분 및 에지 성분 보존이 우수하였

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의 PSNR은   인 Barbara 영
상에서 28.91dB로 기존의 GF, A-TMF, AWMF에 비해 

각각 4.52dB, 3.86dB, 3.95dB 개선되었으며,   인 

Boat 영상에서는 31.55dB로 각각 1.51dB, 2.01dB, 2.15dB 
개선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잡음 환경에서 기존의 방

(a) (b) (a) (b)

(c) (d) (c) (d)

Fig. 4 Enlarged boat image with AWGN
(a) GF (b) A-TMF (c) AWMF (d) PFA

Fig. 5 Enlarged difference boat image with AWGN
(a) GF (b) A-TMF (c) AWMF (d) PFA

Noise 
density

Barbara image

GF A-TMF AWMF PFA

5 24.57 25.31 25.18 30.01

10 24.39 25.05 24.96 28.91

15 24.11 24.67 24.64 27.49

20 23.7 24.24 24.26 26.05

25 23.32 23.73 23.79 24.62

Table. 1 PSNR comparison or each filter(Barbara)

Noise 
density

Boat image

GF A-TMF AWMF PFA

5 30.75 30.31 30.11 33.92

10 30.04 29.54 29.40 31.55

15 29.11 28.58 28.50 29.21

20 28.05 27.55 27.56 27.18

25 26.99 26.52 26.59 25.45

Table. 2 PSNR comparison or each filter(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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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고주파 성분 및 에지 성분 보존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PSNR 또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잡음 환경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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