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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는 4차 산업 혁명과 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영상 매체들이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영상 및 데이터 통신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AWGN 제거 기

법들은 잡음 제거 과정에서 블러링 현상을 일으키며 영상의 정보를 훼손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존재하는 AWGN을 제거 과정에서 영상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

고리즘은 영상에 존재하는 AWGN을 유추하여 잡음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며, 고주파 성분에 강한 필터와 

저주파 성분에 강한 필터의 출력을 가감하여 출력을 계산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AWGN 제
거 과정에서 블러링 현상이 적었으며 잡음 제거 성능이 우수하였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a variety of video media have been widely spread in lin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oT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numerous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to remove 
noise generated in image and data communications. However, the conventional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cancellation techniques are likely to induce a blurring phenomenon in the noise removal process, thus impairing the 
information of the imag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lgorithm for minimizing the loss of image information in the 
removal process of AWGN. The proposed algorithm can apply weigh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by 
predicting AWGN in the image, where the output is calculated based on adding and subtracting the outputs of the high 
pass filter and the low pass filter.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the noise reduction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exhibited less blurring issues and better noise reduction properties in the AWGN remov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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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디지털 

통신 장비가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전송하는 과정 등에

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잡음이 발생하며 신호를 훼손하

고 있으며, 이러한 잡음은 데이터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

며 시스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1-3]. 따라서 데이터 

통신에 있어 잡음 제거는 전처리 과정으로 반드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여 잡음의 특성

에 맞는 효율적인 잡음 제거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4-5].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은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잡음 중 하나이며 통신 시

스템에서 열잡음이 시스템을 훼손시키는 특성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잡음이다[6]. AWGN은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과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며, 잡음 제거 과

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잡음이다. AWGN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표적

으로 EDWF(edge detection wiener filter)[7], SAWF 
(switching adaptive weighted filter)[8], SWF (spatial 
weighted filter)[9]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필터들은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고주파 성분이 많은 영

역에서 스무딩 현상이 발생하여 영상의 에지 성분에 대

한 정보가 훼손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0-11].
본 논문은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AWGN 제거 과

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터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의 AWGN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AWGN 추정치를 계산하여 필터링 

과정에 사용하였으며, 저주파 성분에 대한 출력과 고주

파 성분에 대한 출력을 각각 구하여 최종출력 계산에 사

용한다. 추정치는 마스크 내부의 표준편차와 비교하여 

필터링 과정을 선택하거나 고주파 성분에 대한 출력 계

산에 사용되며, 필터링 과정에서 영상의 에지 성분과 같

은 고주파 성분에서 발생하는 스무딩 현상의 영향을 최

소화한다. 고주파 성분 필터는 중심 화소와 비슷한 화소

들의 집합인 화소 범위를 설정하여 마스크 내부 좌표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하여 구하며, 표준편차에 따라 최종 

출력 계산에 적용된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의 AWGN 성분 추정, 로컬 

마스크 설정, 마스크 내부 표준편차 측정, 저주파 성분

에 대한 출력 계산, 고주파 성분에 대한 필터 출력 계산, 
각 필터에 대한 가중치 계산, 최종 출력 계산 순서로 진

행된다.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영상에 존재하는 AWGN의 표준편차를 유추

한다. 우선 AWGN의 추정치는 영상을 분할하여 각 분

할된 영상의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크기의 영상을 기준으로 ×크기의 블록으

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블록 의 표준편차를 계

산하여 를 구한다. 이 때, 계산된 의 제1사분

위수()와 제3사분위수()를 계산하여 사분위범위 

 을 구한다. 표준편차의 × 

보다 크거나 × 보다 작은 값을 특이점

(outlier)[12]이라 판단하여 이를 제거한  ′ 를 구하

며, 제거할 특이점이 없을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13]. 특
이점이 모두 제거된  ′ 의 을 영상의 잡음 추정치 

로 사용한다.

Step 2. 입력 화소  의 좌표  를 기준으로 로컬 

마스크   를 설정한다. 로컬 마스크 크기 에 

따라 × 의 크기를 가지며, 여기서  

는 마스크 내부 좌표를 의미하며 ≤ ≤의 범

위를 가진다. 이 때, 필터링 과정에서 마스크 내부의 화

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스크  의 화소값들의 표

준편차를 구한다. 마스크  의 표준편차  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한다[12].

  






   



   
 

 (1)

식 (1)에서   은 마스크  의 화소값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마스크의 표준편차와 잡음 추정치를 비교하여 필터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Case 1.   인 경우

잡음 추정치가 마스크의 표준편차보다 큰 경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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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탄한 부분이라 판단하여 AWGN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스크 내부 화소값의 산술평균을 출력으로 

사용한다. Case 1의 출력은 식 (2)과 같다.

  
  (2)

Case 2.    인 경우

마스크 내부 표준편차가 잡음 추정치보다 크지만, 추
정치의 1.5배보다 작은 경우, 영상에서 평탄한 부분이 

있으나, 화소값 변화가 다소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여 마

스크 화소값의 산술 평균값과 가중치 필터의 출력을 합

산하여 출력으로 사용한다. 이 때, 출력은 식 (3)에 따라 

잡음 추정치와 마스크 내부 표준편차의 관계식에 따라 

가중치를 가진다.

  

 
(3)

Case 2의 출력은 다음과 같다.

  


   



 


 


(4)

     
  (5)

식 (4)와 (5)에서   는 가중치 마스크이다.

Case 3.   인 경우

마스크 내부 표준편차가 잡음 추정치의 1.5배보다 큰 

경우, 영상의 고주파 성분이 많이 분포한 영역이라 판단

하여 영상의 에지의 방향성을 판단하여 출력계산에 사

용한다. 에지의 방향성은 Prewitt 마스크를 사용하여 구

하며, × 크기의 Prewitt 마스크는 다음과 같다.

 










 
  
  

 










  
  
  

(6)

식 (6)에서 는 수직마스크를, 는 수평마스크를 

의미한다. 마스크의 에지 각도  는 다음과 같다.

  
   



    (7)

  
   



    (8)

   


 (9)

에지 각도  를 범위에 따라 수직, 수평, 대각선 성

분으로 4등분하여 에지 방향성  으로 분류한다.  

는 식 (10)과 같이 표현한다.

  













    

    





    



(10)

마스크 내부 화소들을 대상으로 에지 방향성을 판단

하여, 중심 화소와 동일한 방향성을 지닌 화소들의 집합

을  로 지정한다. Case 3의 출력은  의 평균과 입력 

화소의 합으로 구해지며,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한다.

   

 
(11)

   
   (12)

식 (11)의  는 출력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 
사이즈의 8bit 그레이 영상인 Barbara와 Boat, Peppers 
영상에 AWGN을 첨가하여 잡음 영상 획득하였으며, 이 

잡음 영상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1은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Barbara 영상과 Boat 영상, 
Peppers 영상의 원본 영상과 표준편차가 15인 AWGN
에 훼손된 잡음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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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 Test image 
(a) Barbara image (b) Noise Barbara image (  ) 
(c) Boat image (d) Noise Boat image (  ) 
(e) Peppers image (f) Noise Peppers image (  )

제안한 알고리즘의 처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을 사용하였으며, PSNR의 식

은 다음과 같다[13-15].

×



  




  



  
 (13)

  log

 (14)

그림 2와 3, 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EDWF, SAWF, 
SWF 그리고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리한 결과와 원 영상을 기준으로 

화소값 차이의 절대값에 대해 5배수를 취한 차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각 필터는 인 × 크기의 로컬 

마스크로 처리하였다.

(a)

(b)

(c)

(d)

Fig. 2 Simulation result (Barbara image) 
(a) EDWF (b) SAWF (c) SWF (d) PFA

그림 2와 3, 4에서 SAWF와 SWF로 처리한 결과 영상

의 평탄한 부분에서 AWGN을 제거하는 성능은 우수하

였으나, 스무딩 현상이 발생하여 Barbara 영상의 머플러 

부분 및 Boat 영상의 돗대와 같은 부분에서 차영상이 크

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DWF의 경우 SAWF
와 SWF로 처리한 결과에 비해 비교적 스무딩 현상이 적

었으나, 고주파 성분이 강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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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Simulation result (Boat image) 
(a) EDWF (b) SAWF (c) SWF (d) PFA

보였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고주파 

성분이 강한 영역에서 선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AWGN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밝고 뚜렷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d)

Fig. 4 Simulation result (Peppers image) 
(a) EDWF (b) SAWF (c) SWF (d) PFA

표 1과 2, 3은 각각의 필터들로 처리한 영상의 기존 

영상에 대한 PSNR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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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PSNR of Barbara image [dB]

EDWF SAWF SWF PFA

5 27.00 27.19 28.25 34.46

10 26.64 26.81 27.67 30.60

15 26.00 26.25 26.85 28.24

20 25.00 25.61 25.97 26.66

25 23.50 24.86 25.01 25.39

Table. 1 PSNR comparison for Barbara image

Standard
deviation

PSNR of Boat image [dB]

EDWF SAWF SWF PFA

5 32.00 31.36 32.26 34.65

10 30.90 30.46 30.93 31.97

15 29.33 29.28 29.39 30.04

20 27.30 28.02 27.85 28.48

25 24.93 26.81 26.45 27.19

Table. 2 PSNR comparison for Boat image

Standard
deviation

PSNR of Peppers image [dB]

EDWF SAWF SWF PFA

5 34.83 34.12 34.41 36.39

10 33.09 32.58 32.44 33.49

15 30.97 30.76 30.36 31.28

20 28.55 29.13 28.57 29.57

25 25.87 27.62 26.98 28.08

Table. 3 PSNR comparison for Peppers image

PSNR 비교 결과, SAWF와 SWF로 처리한 경우 

AWGN의 표준편차가 낮은 영상에서 미흡한 PSNR을 

나타내었으며, 고주파 성분이 많은 Barbara 영상에서 다

소 부족한 성능을 나타내며 영상의 손실이 큰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DWF로 처리한 결과 AWGN의 표준편

차가 낮은 영역에서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

나, AWGN의 표준편차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성능

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높은 PSNR을 나타내며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고주파 성분이 많은 Barbara 
영상뿐만 아니라 Boat영상 및 Peppers 영상도 마찬가지

로 효율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AWGN 환경에서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잡음 제거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의 AWGN 추정치와 

로컬 마스크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필터링 과정에 사

용하였으며, 영상의 고주파 성분 및 저주파 성분에 대한 

필터의 출력을 구하여 표준편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하여 최종 출력을 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법은 잡음 특성을 적합하게 

고려하여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에지 성분과 같은 영상

의 고주파 성분이 밀집한 부분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

다. 차영상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존 방법들에 고주파 성

분이 많은 영상에서 스무딩 현상이 적게 나타났으며, 저
주파 영역의 AWGN 제거 역시 적합하였음을 확인하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주파 성분이 많은 환경에서 기

존의 방법보다 AWGN 제거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다양

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2019)

REFERENCES

[ 1 ] Y. W. Kim, D. J. park, and J. C. Jeong, “Adaptive Gaussian 
Filter for Noise Reduction According to Image 
Characteristics,” in Conference on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ncheon : Korea, pp. 634-636, 
2017.

[ 2 ] J. J. Madhura, D. R. R. Babu, “An Effective Hybrid Filter for 
the Removal of Gaussian-Impulsive Noise in Computed 
Tomography images,” in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Udupi : India, pp. 1815-1820, 2017.

[ 3 ] J. Y. Lee, L. Kolasani, "Security Based Network for Health 
Care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 1, no. 1, pp. 1-6, Mar. 2015.

[ 4 ] J. J. Hwang, K. H. Rhee, “Gaussian filtering detection based 
on features of residuals in image forensics,” in 2016 IEEE 



영상의 잡음 특성 추정을 이용한 AWGN 제거

1557

RI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search, Innovation, and Vision for the 
Future, Hanoi : Vietnam, pp. 153-157, 2016.

[ 5 ] Y. E. Jim, M. Y. Eom, and Y. S. Choe, “Gaussian Noise 
Reduction Algorithm using Self-similarit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 Signal 
Processing, vol. 44, no. 5, pp. 500-509, Sep. 2007.

[ 6 ] L. Šroba, J. Grman, and R. Ravas, “Impact of Gaussian 
Noise and Image Filtering to Detected Corner Points 
Positions Stability,” in 2017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asurement, Smolenice : Slovakia, pp. 123-126, 2017.

[ 7 ] S. Y. Kim, S. H. Yu, and J. C. Jeong, “A Wiener Filter Using 
Edge Detection for Gaussian Noise Reduction,” in 
Conference on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ncheon : Korea, pp. 430-433, 2018.

[ 8 ] S. I. Kwon, N. H. Kim, “Image Restoration Algorithm 
Considering Pixel Distribution in AWGN Environm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9, no. 7, pp. 1687-1693, 
Jul. 2015.

[ 9 ] X. Long, N. H. Kim, “An Improved Weighted Filter for 
AWGN Remov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7, no. 
5, pp. 1227-1232, May. 2013.

[10] G. Yinyu, N. H. Kim, “A Study on Improved Denoising 
Algorithm for Edge Preservation in AWGN Environm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6, no. 8, pp. 1773-1778, 
Aug. 2012.

[11] X. Cui, and L. Dong, “Finding Composition Skyline Based 
on Standard Deviation,” in 2019 IEE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alytics, Suzhou : China, pp. 
360-363, 2019.

[12] Y. H. Kim, J. H. Nam, “Statistical algorithm and application 
for the noise variance estim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0, no. 5, pp. 
869-878, Sep. 2009.

[13] A. Amer, E. Dubois, “Fast and reliable structure-oriented 
video noise estimation,” Journal of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vol. 15, no. 1, 
pp. 113-118, Jan. 2005.

[14] S. Banerjee, A. Bandyopadhyay, A. Mukherjee, A. Das, and 
R. Bag, “Random Valued Impulse Noise Removal Using 
Region Based Detection Approach,” Journal of Engineering, 
Technology and Applied Science Research, vol. 7, no. 6, pp. 
2288-2292, Dec. 2017.

[15] Z. Wang, C. A. Bovik, R. H. Sheikh, and P. E. Simoncelli, 
“Image quality assessment from error visibility to structural 
similarity,” Journal of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13, no. 4, pp. 600-612, Apr. 2004.

천봉원(Bong-Won Cheon)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제어게측공학과 졸업
2018년 3월~현재 부경대학교 대학원 제어게측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영상처리

김남호(Nam-Ho Kim)

제11권 제1호 참조
1992년 3월~현재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상처리, 통신시스템, 적응필터와 웨이브렛을 이용한 잡음제거 및 신호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