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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장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및 신호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호의 송수신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잡음이 발생하며, 이러한 잡음은 시스템의 최종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S&P 잡음과 AWGN이 혼합된 잡음 환경에서 영상의 잡음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영상을 복원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의 잡음 성분 유추와 필터링 마스크 내부의 화소 특성을 고려하여 영

상의 특징을 보존하였으며, 입력 화소의 성질에 따라 기준치를 설정하여 이와 유사한 화소들을 선별하여 잡음을 제

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우수한 잡음제거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기 위

해 PSNR 등을 이용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ABSTRACT

As use of digital equipment in various fields is increasing importance of processing video and signals is rising as well. 
However, in the process of sending and receiving signals, noise occurs due to different reasons and this noise bring about 
a huge influence on final output of the system. This research suggests algorithm for effectively repairing video in 
consideration to characteristics of its noise in condition where impulse and AWGN noises are combined. This algorithm 
tries to preserve video features by considering inference to noise components and resolution of filtering mask. Depending 
on features of input resolution, standard value is set and similar resolutions is selected for noise removal. This algorithm 
showing simulation result had outstanding noise removal and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existing methods by using 
different ways such as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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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산업 현장에 대한 영상기기 및 디지털 장비들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영상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장비들은 영상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잡음이 발생하여, 기기

에 의도하지 않은 출력을 야기하거나 오류를 일으켜 장

비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저하시키고 있다[1-2].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잡음 제거 기법들이 제시되었으며, 
영상의 특성 및 잡음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잡음 제

거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대표적으로 

소자에서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과 채널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S&P(salt and 
pepper)잡음이 있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

양한 필터가 제시되었으며, 평균 필터(AF : average 
filter)[6], 위너 필터(WF : wiener filtera)[7]와 같은 선형 

필터와 더불어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CWMF :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8]와 같은 비선형 필터 등 다양

한 필터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필터들은 복합

된 잡음을 제거하는데 다소 미흡한 성능을 보이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5-10].
본 논문은 고주파 성분이 많은 영상에 존재하는 

AWGN과 S&P 잡음을 영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제거

하기 위한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

즘은 영상에 존재하는 잡음 성분의 특성과 국부 마스크 

내부의 표준편차를 파악하여 필터링 과정에 적용한다. 
그리고 국부 마스크 내부의 S&P 잡음과 AWGN을 판단

하여 S&P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 때, 국부 마스

크의 중심 화소가 S&P 잡음인 경우 마스크 내부 AWGN 
화소들의 메디안 값을 기준치로, AWGN으로 판단된 경

우 중심화소를 기준치로 정하여 기준치와 유사한 화소

들의 평균으로 추정치를 구한다. 최종 결과값은 마스크 

내부 AWGN 화소값의 산술 평균과 추정치를 가감하여 

계산한다. 이 때, 영상의 AWGN 성분이 강하다고 판단

된 경우 산술 평균의 가중치가 높아지며, 마스크 내부의 

표준편차가 큰 경우 화소값이 크게 변하는 고주파 성분

이라 판단하여 추정치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유추, 국부 

마스크 설정 및 잡음 판단, 추정치 계산, 최종 출력 산출

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영상의 AWGN 성분을 유추하기 위해 영상을 

분할하여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분할된 영상 는 영상

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획득한 부분영상이며, 제안

한 알고리즘은 ×영상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각

각 32등분된 1024개의 ×크기로 분할된 영상 이

다. 이 때, 는 분할된 영상의 개수를 의미하며,  의 표

준편차  는 분할된 영상 내부의 S&P 잡음이 아닌 

AWGN 성분만을 대상으로 계산된다[11-12]. 계산된 표

준편차는 AWGN 성분 추정을 위해 오름차순으로 정렬

된  ′ 를 구한다. 

 ′      (1)

식 (1)에서  는 집합 을 오름차순으

로 정렬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영상의 AWGN 성분 는  ′ 의 최소값부터 번

째 값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며,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은 분할된 1024개의 영상의 약 10%로 설정하였다.
는 식 (2)와 같다.

 







×

 



 ′ 

 (2)

식 (2)에서 는 의 반올림 값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Step 2. 영상의 각 화소의 좌표  를 중심으로 국부 

마스크  를 설정한다. 이 때, 효율적인 잡음 제거를 

위해 설정된 마스크 내부의 화소들을 대상으로 S&P 잡
음과 AWGN을 구분하는 잡음 판단 마스크를 계산하여 

잡음 제거 과정에 사용한다. 잡음 판단 마스크  는 식 

(3)과 같이 표현한다.

  








        

 
(3)

식 (3)에서  는 국부 마스크 내부 화소 좌표를 의미

하며, 마스크 크기 에 따라 ≤ ≤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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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Step 3. 유사한 화소들의 판별을 위해 기준치를 설정

한다. 기준치  는 잡음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입력 화

소가 AWGN 잡음인 경우 입력 화소를 기준치로, S&P 
잡음인 경우 마스크 내부 화소값의 S&P 잡음이 아닌 화

소들의 메디안 값을 기준치로 정해진다.
이 때, S&P 잡음이 아닌 화소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중심에 가장 가까운 두 화소의 평균값을 메디안 값으로 

사용한다.
Step 4. 마스크 내부의 화소들을 대상으로 유사성 판

별을 실행하기 위해 화소 유사성 판별 마스크를 설정한

다. 화소 유사성 판별 마스크는 기준치와 화소값의 차이

의 절대값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 유사하다고 판별하

여 가중치를 설정한다. 임계치  와 화소 유사성 판별 

마스크  는 다음과 같다[13-14].

   




(4)

   








      ≤ 

 
(5)

여기서 는 임계치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이 때, 값

이 높은 경우 AWGN이 강한 상태라 판단하여 임계치가 

커지며,  가 큰 경우 마스크 내부의 화소가 크게 변하

는 영상의 에지와 같은 고주파 영역으로 판단하여 임계

치를 축소한다.
Step 5. Step 2와 Step 4에서 구한 잡음 판단 마스크와 

화소 유사성 판별 마스크를 사용하여 추정치를 계산한

다. 추정치  는 다음과 같다.

   




  




  



   (6)

   
  




  



    
(7)

식 (6)에서  는 추정치 계산 과정에서 잡음 판단 마

스크와 화소 유사성 판별 마스크를 모두 만족하는 요소

의 개수를 의미한다.

Step 6. 최종 출력  는 마스크 내부의 S&P 잡음

이 아닌 화소들의 평균  와 추정치의 합으로 구한다.

 는 식 (8)과 같이 나타낸다.

   




  




  



    
(8)

   
  




  



  
(9)

식 (8)에서  는 마스크 내부의 S&P 잡음이 아닌 화

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최종 출력의 수학적 표현은 식 (10)과 같다.

   
max  



max  


   (10)

Fig. 1 Flow-chart of proposed algorithm

식 (10)에서 max 는 와 를 비교하여 더 큰 요

소를 사용하는 함수이다.
그림 1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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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 크기

의 8bit 그레이 영상인 Goldhill과 Barbara에 대해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원영상과, 표준편차가 15인 AWGN에만 훼손된 영상, 
그리고 AWGN과 잡음 확률 인 S&P 잡음이 섞

인 복합 잡음에 훼손된 영상이다.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각 영상을 × 크기로 확대하였으며, 
각 영상을 확대한 위치는 Goldhill 영상은 [200, 350] 위
치를, Barbara 영상은 [200, 200]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Goldhill Barbara

Original 
image

Noise 
image

(AWGN,
  )

Noise 
image
(Mixed 
noise,
  , 
 )

Fig. 2 Test image

그림 3은 AWGN에만 훼손된 영상을 × 크기의 평

균 필터, 위너 필터,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 그리고 제

안한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

리한 결과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제안한 알

고리즘은   를 적용하였다.

Goldhill Barbara

AF

WF

CWMF

PFA

Fig. 3 Simulation result (AWGN,   )

그림 3에서 평균 필터로 처리한 결과 영상의 화소값

이 평탄한 부분의 AWGN을 제거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Goldhill의 창틀과 Barbara의 머플러 등 에지

성분이 많은 부분에서 블러링 현상이 발생하여 영상이 

다소 흐릿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위너 필터로 처리한 결

과 에지 성분과 같은 고주파 성분 처리 능력이 우수하였

으며 AWGN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중심 가중치 메디

안 필터로 처리한 결과 영상의 화소값이 평탄한 부분이 

다른 처리결과에 비해 AWGN의 영향이 남아있는 부분

을 볼 수 있었으며, AWGN에 다소 부적합한 모습을 보

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위너 필터와 마

찬가지로 에지 성분의 보존에 강한 특성을 나타내었으

며, AWGN의 제거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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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hill Barbara

AF

WF

CWMF

PFA

Fig. 4 Simulation result (Mixed noise,     )

그림 4는 AWGN이 있는 영상에 추가로 S&P 잡음이 

첨가된 복합 잡음에 훼손된 영상을 각 필터로 처리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평균 필터와 위너 필터로 처리한 결과, 

S&P 잡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잡음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로 처리한 결과 S&P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잡음을 제거하였으나, AWGN의 영향이 남

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S&P 잡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우

수한 에지 보존 특성을 보이며 AWGN을 제거하는 모습

을 보였다. 
표 1과 2는 잡음 영상에 존재하는 AWGN의 값에 

대한 각 필터로 처리한 결과의 PSNR을, 표 3과 4는 표 1
과 2에서 사용한 영상에 인 S&P 잡음이 추가

된 복합 잡음에 훼손된 영상을 각 필터로 처리한 결과의 

PSNR을 나타낸 것이다.

Standard
deviation

PSNR of Goldhill image [dB]

AF WF CWMF PFA

5 30.84 32.77 33.26 34.69

10 30.21 31.84 30.94 32.07

15 29.36 29.67 28.85 30.23

20 28.35 26.15 27.01 28.61

25 27.40 23.16 25.51 27.14

Table. 1 PSNR of Goldhill image (AWGN)

Standard
deviation

PSNR of Barbara image [dB]

AF WF CWMF PFA

5 25.16 32.46 27.94 34.89

10 24.98 31.00 27.11 30.89

15 24.69 28.61 26.05 28.33

20 24.35 25.52 24.98 26.72

25 23.91 22.75 23.90 25.36

Table. 2 PSNR of Barbara image (AWGN)

Standard
deviation

PSNR of Goldhill image [dB]

AF WF CWMF PFA

5 18.58 10.89 19.85 31.33

10 18.54 10.86 19.49 29.96

15 18.49 10.79 19.15 28.49

20 18.46 10.70 18.72 27.04

25 18.34 10.59 18.08 25.62

Table. 3 PSNR of Goldhill image (Mixed noise,  )

Standard
deviation

PSNR of Barbara image [dB]

AF WF CWMF PFA

5 18.06 10.94 19.03 26.35

10 18.07 10.90 18.92 25.75

15 18.00 10.83 18.47 25.06

20 17.97 10.75 18.10 24.28

25 17.93 10.67 17.72 23.42

Table. 4 PSNR of Barbara image (Mixed no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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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2에서 평균 필터의 경우 잡음이 심한 영상에

서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영상의 잡음이 낮은 환경

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위너 필터로 처리한 

결과의 PSNR은 AWGN의 표준편차가 낮은 영상에서 

우수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고주파 성분이 많은 

Barbara 영상에서 높은 PSNR을 나타내며 우수한 결과

를 보였다. 하지만 잡음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PSNR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단점을 보였다.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로 처리한 결과 고주파 성분이 많은 영상에서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

법과 비교하여 높은 PSNR을 나타내며 우수한 잡음 제

거 성능을 보였다.
표 3과 4의 PSNR 비교 결과, 평균 필터와 위너 필터

의 경우 S&P 잡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S&P 잡음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중심 가중치 메

디안 필터의 경우 S&P 잡음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

으나, S&P 잡음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S&P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우수한 잡음제거 성능

을 보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영상의 잡음 특성과 마스크 내부의 표준편

차를 고려하여 AWGN 및 S&P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의 AWGN 추정과 국부 마스

크 내부의 화소값에 따라 추정치를 구하였으며, 마스크 

내부의 S&P 잡음이 아닌 화소의 산술 평균과 가감하여 

최종 출력을 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과 S&P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영상을 복원하였으며, 기존 

방법들에 비교하여 잡음 제거 결과 및 PSNR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에 비해 다소 복잡도가 

높으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보다 

정밀하고 우수한 잡음 제거가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 J. J. Hwang, K. H. Rhee, “Gaussian filtering detection based 
on features of residuals in image forensics,” in 2016 IEEE 
RI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search, Innovation, and 
Vision for the Future, Hanoi : Vietnam, pp. 153-157, 2016.

[ 2 ] P. S. V. S. Sridhar, R. Caytiles, “Efficient Cloud Data 
Hosting Availability,”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HSST, ISSN : 2508-9080, vol. 3 no. 
2, pp. 11-19, Jun. 2011. http://dx.doi.org/10.21742/APJCRI. 
2017.06.0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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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S. I. Kwon, and N. H. Kim, “A Study on Noise Removal 
using Modified Edge Detection in AWGN Environm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no. 7, pp. 1342-1348, 
Jul. 2017.

[ 5 ] H. Chen, “A Kind of Effective Method of Removing 
Compound Noise in Image,” in 2016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Image and Signal Processing, BioMed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cs(CISP-BMEI 2016), Datong : 
China, pp. 157-161, 2016.

[ 6 ] X. Long, and N. H. Kim, “A Study on Image Restoration 
Filter in AWGN Environm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8, no. 4, pp. 949-956, Apr. 2014.

[ 7 ] S. Trambadia, and P. Dholakia, “Design and analysis of an 
image restoration using wiener filter with a quality based 
hybrid algorithms,” in 2015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Systems (ICECS), 
Coimbatore : India, pp. 1318-1323, 2015.

[ 8 ] P. Goyal, and V. Chaurasia, “Application of median filter in 
removal of random valued impulse noise from natural 
images,” in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lectronics, 
Communication and Aerospace Technology (ICECA), 
Coimbatore : India, pp. 1318-1323, 2017.

[ 9 ] T. K. Kim, I. H. Song, and S. H. Lee, “Noise Reduction of 
HDR Detail Layer Using a Kalman Filter Adapted to Local 
Image Activity,”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2, no. 1, pp. 10-17, Jan. 2019.

[10] S. Y. Kim, S. H. Yu, and J. C. Jeong, “Design and analysis of 
an image restoration using wiener filter with a quality based 
hybrid algorithms,” in Conference on The Institute of 



복합 잡음 환경에서 영상의 잡음 성분을 이용한 필터 알고리즘

949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ncheon : Korea, pp. 
430-433, 2018.

[11] Y, Tang, J. Li, G. Zhao, and Y. Wang, “Research on the 
algorithm of community discovery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of edge —Betweenness,” in 2016 13th International 
Computer Conference on Wavelet Active Medi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cessing (ICCWAMTIP), Chengdu : 
China, pp. 135-138, 2016.

[12] X. S. Xia, C. T. Hua, and L. J. Xian, “Image fusion based on 
regional energy and standard deviation,” in 2010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Systems, 
Chengdu : China, pp. 739-743, 2010.

[13] S. Kumar, and A. Swarnkar, “Colorization of gray scale 
images in lαβ color space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2012 IEEE Students' Conference on Electrical, 
Electronics and Computer Science, Bhopal : India, pp. 1-4, 
2012.

[14] S. I. Kwon, and N. H. Kim, “A Study on Image Restoration 
Algorithm using Standard Deviation and Cubic Spline 
Interpol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no. 9, pp. 1689- 
1696, Sep. 2017.

천봉원(Bong-Won Cheon)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2018년 3월~현재 부경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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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