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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N 환경에서 고주파 성분을 고려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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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영상처리 분야는 디지털 영상장치들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은 영

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잡음에 의해 훼손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장치는 AWGN 
등의 잡음이 발생하여 성능과 신뢰도를 저하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보호하고 AWGN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마스크를 적용한 추정치와 국부 마스크의 분포에 따라 적용된 가중치를 가감하여 최종 출력을 구한다. 그
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의 방법들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PSNR과 처리한 확대 영상을 통해 

특성을 비교하였다.

ABSTRACT 

Recently, interests in the field of image processing have increased with the increased demand for digital imaging 
devices. However, digital images are damaged by the noise generated by various causes during image processing. 
Generally in digital imaging devices, noise such as AWGN, etc. is generated and performance and reliability are 
deteriorated, and various researches are in progress to remove it. Accordingly in the present paper, an algorithm to protect 
the high frequency components of the images and to efficiently remove AWGN is proposed. The proposed algorithm 
calculates the final output by adjusting estimate values applied with Gaussian mask and weight values applied according 
to the local mask distribution. And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simulations were performed 
with the existing methods,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through PSNR and the processed, enlarg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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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정보화로 인해 실생활에서 다양

한 영상장치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상장

치들은 영상을 디지털화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

러 가지 원인으로 잡음이 발생하여 영상을 훼손시킨다. 
따라서 영상장치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잡음 제거 연

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필터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1-3].
영상장치에 발생하는 잡음은 발생 원인과 형태에 따

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과 임펄스 잡음이 있다. 
이 중 AWGN은 모든 주파수 대역과 다양한 기기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AWGN의 제거는 영상 및 신호처리

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AWGN을 제거하

기 위해 많은 필터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대표적으로 

공간 선형필터인 평균필터(MF, mean filter), 평균필터

와 메디언필터의 특성을 함께 지닌 알파트림드평균필

터(A-TMF, alpha-trimmed mean filter), 메디언 필터의 

입력 신호에 가중치를 적용한 CWMF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등이 있다[4-6].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방

법들은 영상과 신호를 스무딩하여, 고주파 성분이 많은 

영상에 적합하지 않다[7-8].
본 논문은 고주파 성분이 많은 환경에서 AWGN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마스크로 구한 추정치에 마스

크 내부요소의 분포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된 차영상을 

가감하여 영상의 최종 출력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 제거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PSNR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

하였으며, 확대 영상을 통하여 고주파 성분 보존 및 잡

음 제거 능력을 검토하였다.

Ⅱ. 기존 방법

2.1. 평균필터

평균필터는 입력 신호와 주변 신호들의 산술평균으

로 출력을 구하는 필터이다. 신호를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인 스무딩에 주로 사용된다[9].
입력 영상의 성분  에 대한 평균필터의 출력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1)

   



 




 



  
 (2)

여기서    는 성분  에 대한 국부 마스크를 

의미하며,  는 마스크 내부좌표이다. 마스크의 크기

는    이며, 인 경우 × 
크기의 국부 마스크를 의미한다.

2.2. A-TMF

A-TMF는 메디언필터와 평균필터의 특징을 모두 가

진 필터이다. 국부 마스크 내의 개의 화소들

을    ⋯ 이라고 할 

때 이들을 오름차순으로 1차원 배열하면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 ≤⋯≤  (3)

여기서 은 1차원으로 변형된 국부 마스크 성분 요

소의 인덱스이며,  을 나타낸다. 은 

A-TMF의 국부 마스크 최소값을 , 은 화소의 최대

값을 나타낸다.
이 경우 A-TMF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10].

   



   

  

   (4)

식 (3)에서, [*]는 올림 함수를 나타내고, 의 값의 범

위는 ≤ ≺ 이다. A-TMF는 변수 값에 따라 특

성이 변화하며  일 때 평균필터,  일 때 메디

언필터로 동작한다.

2.3. CWM필터

Weighted median 필터는 입력 신호에 대한 국부 마

스크의 각 화소값    를 가중치 만큼 생

성한 후, 메디언필터와 마찬가지로 정렬한 화소값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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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앙값을 선택한다. 즉, 국부 마스크의 각 화소에 가

중치를 인가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weighted median 필터의 특수한 경우

로서, 다음의 식 (5)와 같이 중앙 화소에 대해서만 가중

치를 적용하고, 주변 화소에 대해서는   을 적

용한 필터를 CWM필터라 한다.

    

      ∈

 (5)

여기서, 는 양의 정수이며, 일 경우 CWM 필
터는 메디언필터가 되고, 마스크 내의 총 화소의 수보

다 가중치 이 크거나 같게 되면 필터링은 수행되

지 않는다. 또한, 중앙 화소의 가중치가 클 경우, 영상의 

고주파 성분에 대한 보존 성능은 우수해지는 반면, 잡
음 제거에는 한계가 있다[11].

Ⅲ.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마스크로 구한 추정치에 국

부 마스크의 내부요소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된 차영상

을 가감하여 고주파 성분의 AWGN 잡음 제거를 진행

하였다. 차영상의 가중치는 마스크 내부의 화소에 의해 

구해지며 저주파 성분이 많은 마스크에 대해서는 차영

상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여 가우시안 필터를 강조하

고, 고주파 성분이 많은 마스크는 차영상에 높은 가중

치를 가하여 입력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보존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블록선도는 그림 1과 같다. 

잡음 제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tep 1. 입력 신호의  의 위치에 × 크기의 국부 

마스크   를 식 (1)과 같이 설정한다.

마스크 내부 좌표에 따라 가중치를 주기 위해 가우시

안 분포를 적용한다.
식 (6)은 가우시안 분포의 수학적 표현이다.

  













  (6)

가우시안 분포를 기준으로 만든 가우시안 마스크의 

수학적 표현은 식 (7)과 같다.

   



 




 



      (7)

Step 2. 차영상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를 구

한다. 우선 국부 마스크 의 화소들의 평균치  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식 (8)에서 구한 국부 마스크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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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는 마스크 내부의 화소와 평균에 의해 구해지며, 
필터링 마스크의 화소에 따라 변화하므로 가중치는  

에 따라 변화된다.
Step. 3 가중치 는 계수 와  의 관계식으로 정해

지며   
 로 표현할 수 있다.

Step. 4 앞서 구한 가우시안 마스크의 출력과 가중치

가 적용된 차영상을 이용하여 출력을 구한다. 필터의 

수학적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10)

(a) (b)

(c) (d)

Fig. 2 Test image (a) Baboon image (b) Noise image 
(STD=10) (c) Barbara image (d) Noise image (STD=10)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주파 성

분이 많은 8비트 그레이 이미지 Baboon과 Barbara 영상

에 표준편차(STD, standard deviation)가 2.5에서 2.5 간
격으로 15까지 AWGN을 첨가한 영상을 사용하여 시뮬

레이션하였다.
그림 2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원영상과 STD가 

10인 AWGN을 첨가하여 훼손된 Baboon과 Barbara 영
상이다.

영상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확대 영상과 

PSNR을 이용하여 기존 평균필터, A-TMF, CWM 필터

의 방법들과 각각 성능을 비교하였다.
PSNR은 식 (11)과 같이 표현한다[10]. 

  log





  




 



    


   



 (11)

여기서, R과 C는 영상의 가로, 세로의 크기를 의미하

며,  는 원 영상의 각 화소값,  는 출력 영상의 각 

화소값을 나타낸다. 그림 3, 4는 STD가 10인 AWGN에 

훼손된 Baboon과 Barbara 영상을 제안한 필터와 기존 

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에서 (a)는 평균필터, 
(b)는 A-TMF, (c)는 CWM필터로 처리된 영상이다. 그
리고 (d)는 가우시안 마스크의 값이 15,   인 경

우의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영상이다.
기존의 평균필터와 A-TMF로 처리한 영상은 변화가 

적은 저주파 영역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

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고주파 영역에서는 스무딩을 

보이며 밝은 부분에 작용하여 영상이 어두워지는 현상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CWM 필터로 

처리한 영상에서는 고주파 영역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잡음 처리 능력은 다소 미

흡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상은 잡음제

거 특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주

파 영역 성분도 잘 보존되었다.
그림 5와 표 1, 2는 Baboon과 Barbara 영상의 AWGN 

변화 따른 평균필터(MF), 알파트림드평균필터(ATMF), 
CWMF 및 제안한 알고리즘(PFA)로 처리된 영상에 대

한 PSNR 그래프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로부

터 AWGN에 의해 훼손된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된 

영상에 대해 기존의 방법들은 다소 미흡한 성능을 보였

지만 제안한 방법은 고주파 성분을 보존하면서 기존의 

필터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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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c) (c)

(d) (d)

Fig. 3 Simulation result of Baboon image (STD=10)
(a) Mean filter (b) A-tremmed mean filter (c)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d) Proposed filter algorithm

Fig. 4 Simulation result of Barbara image (STD=10)
(a) Mean filter (b) A-tremmed mean filter (c)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d) Proposed filt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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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PSNR with AWGN (a) Baboon image 
(b) Barbara image

STD
Method [dB]

MF A-TMF CWMF PFA

2.5 23.29 23.60 26.40 35.10

5 23.27 23.56 26.21 33.64

7.5 23.21 23.47 25.92 31.90

10 23.15 23.37 25.57 30.10

12.5 23.06 23.25 25.18 28.41

15 22.96 23.10 24.77 26.78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r each filter (Baboon)

STD
Method [dB]

MF A-TMF CWMF PFA

2.5 25.20 25.38 28.18 37.02

5 25.15 25.31 27.94 35.23

7.5 25.08 25.2 27.57 33.21

10 24.97 25.05 27.11 31.28

12.5 24.84 24.86 26.57 29.42

15 24.69 24.67 26.05 27.62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r each filter (Barbara)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성분을 보존하며 AWGN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마스크를 적용하여 구한 

추정치에 마스크 내부요소의 분포에 따른 가중치가 적

용된 차영상을 가감하여 영상의 최종 출력을 결정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에 비

해 AWGN 환경의 잡음제거 성능에서 높은 PSNR을 나

타내었다. STD가 10인 AWGN에 훼손된 Baboon 영상

에서 PSNR 수치가 기존의 평균필터, A-TMF, CWM필

터에 비해 각각 6.95[dB], 6.73[dB], 4.53[dB] 개선되었

으며, STD가 15인 AWGN에 훼손된 Barbara 영상에서

는 각각 2.93[dB], 2.95[dB], 1.57[dB] 개선되었다. 또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고주파 성분 보존 특성 역시 우

수하였다. 
향후 임펄스 잡음 및 복합 잡음 환경과 연관하여 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의 잡음제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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