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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데이터 처리는 장비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멤버쉽 함수의 특성에 따른 AWGN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

력 영상 및 필터링 마스크 내부의 화소값 사이의 퍼지 멤버쉽 함수값의 상관관계에 따라 추정치를 계산하며, 공간 가

중치 필터의 출력과 가감하여 최종 출력을 구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AWGN 제거 알고리즘들

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차영상 및 PSNR 비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

였으며, 영상의 중요 특성을 보존하며 효율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oT technology, various digital equipment is being spread, and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data processing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data processing is increasing as it greatly affects the reliability of 
equipment,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o remove AWG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zzy membership function. The proposed algorithm calculates the estimated value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of the fuzzy membership function between the input image and the pixel value inside 
the filtering mask, and obtains the final output by adding or subtracting the output of the spatial weight filter.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algorithm, it was simulated with existing AWGN removal algorithms, and analyzed using 
difference image and PSNR comparison. The proposed algorithm minimizes the effect of noise, preserve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and shows the performance of efficiently removing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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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의 잡음은 데이터 획득 및 전송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여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영상 처리 기술을 접목

하고 있다. 영상 처리는 영상 분석, 컴퓨터 비전, 자율주

행 자동차, 의료 서비스,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영역

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더 나

은 영상 인식을 위해 영상의 잡음 제거를 위한 필터링을 

전처리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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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WGN은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과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며, 잡음 제거 과

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잡음이다.
AWGN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대표적으로 AF(average filter)[5], EDWF(edge 
detection wiener filter)[6], FLBF(fuzzy logic based filter) 
[7]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필터들은 에지 성분이 많

은 경우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훼손되는 단

점이 있다[8].
본 논문은 입력 영상 및 필터링 마스크 내부의 화소값 

사이의 퍼지 멤버쉽 함수값에 따른 상관관계에 따라 출

력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퍼지 멤버쉽 함수를 설정하여 입력 화소값 및 주변 화소

값들의 멤버쉽 함수값을 구하며, 멤버쉽 함수에 소속된 

정도에 따라 추정치를 구한다. 최종 출력은 퍼지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여 구한 추정치와 공간 가중치 필터의 출

력을 가감하여 구한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퍼지 이론에서 멤버쉽 함수는 각 요소들이 퍼지 집합

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하며[8-11], 함수의 종류에 따라 

삼각형, 사다리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12-16].
제안한 알고리즘은 화소값에 따른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화소값 분포에 따른 5개의 멤버쉽 함수를 구한다. 
멤버쉽 함수는 8비트 그레이 영상 기준으로 , 
 , , , 와 같이 분류하며, 영상의 어

두운 영역일수록 에 소속된다. 반대로 밝은 화소값

은 에 소속된다. 
멤버쉽 함수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입력된 영상  

의 전체 화소값 중 최소값을 , 평균값을 , 최대값

을 로 정하며, 최소값과 평균값의 중간점을 , 

평균값과 최대값의 중간점을 이라 할 때, 각 범위

의 멤버쉽 함수값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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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입력된 영상의  좌표에 위치한 화소

값을 의미한다. 멤버쉽 함수값  에서 는 멤버

쉽 함수 분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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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멤버쉽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Membership function

멤버쉽 함수값은 ,  등 멤버쉽 함수의 경계의 

경우 해당하는 멤버쉽 함수에 1의 멤버쉽 값을 가진다. 
그 외의 경우 2가지의 멤버쉽 함수에 0이 아닌 멤버쉽 

값을 가진다.
만약  가 속한 멤버쉽 함수가 과 인 경우, 

멤버쉽 값은    및  로 나타나며, 멤버

쉽 함수가 과 인 경우, 멤버쉽 값은 

   및   로 나타난다. 

만약 8비트 그레이 영상에서 가장 밝은 화소값이 

250, 가장 어두운 값이 50, 평균값이 150인 경우, 
 ,  ,  으로 지정되며, 

과 은 각각 100, 200의 값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인 화소는 멤버쉽 함수 과 에 소속

되며, 각각    ,    의 멤버쉽 

함수값을 가진다. 또한   인 경우,  는 멤버쉽 

함수 과 에 속하며, 멤버쉽 함수값은 각각 

   ,     의 값을 가진다. 

그림 2는   ,   인 경우의 멤버쉽 함수

값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필터의 최종 출력을 구하기 위해 입력 화소값을 중심

으로 필터링 마스크  를 설정한다. 필터링 마스크는 

× 크기를 가지며, 입력 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6)

필터링 마스크의 화소값과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여 

추정치를 구한다. 입력 화소값의 멤버쉽 함수가    

및   인 경우, 각 함수의 추정치  와  를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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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 함수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구한 퍼지 출력 

 는 다음과 같다.

        (11)

최종 필터 출력을 구하기 위해 공간 가중치 필터의 출

력을 구한다. 공간 가중치 필터의 출력  은 다음과 같

다[17].

  (12)

    (13)

   
  (14)

    ∗  (15)

여기서 는 행렬 의 모든 요소의 값을 합산하

는 함수를 의미하며, ∗는 행렬 와 의 컨볼루션

을 의미한다.

(a) (b)

Fig. 2 Example of membership func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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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의 최종 출력은 퍼지 출력과 공간 가중치 출력의 

평균으로 구해진다. 최종 출력  는 다음과 같다.

   


   (16)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 
사이즈의 8bit 그레이 영상인 Boat 영상과 Barbara 영상

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인 AWGN을 첨가하여 잡

음 영상 획득하였으며, 기존 방법 및 제안한 알고리즘으

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차영상 및 PSNR 비교를 사용

하여 평가하였다. 각 필터는  인 × 크기의 마스

크로 처리하였으며, 차영상은 원영상과 필터링 결과의 

화소값 차이의 절대값을 2배수하여 구하였다.
그림 3과 4는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Boat 영상과 

Barbara 영상의 원본 영상과 AWGN에 훼손된 잡음 영

상이다.

(a) (b)

Fig. 3 Test image (a) Boat image (b) Noisy Boat image

(a) (b)

Fig. 4 Test image (a) Barbara image (b) Noisy Barbara 
image 

그림 5는 Boat 영상을 AF(average filter), EDWF 
(edge detection wiener filter), FLBF(fuzzy logic based 
filter) 그리고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리한 결과를, 그림 6은 Barbara 
영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 강도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영상에 첨가된 AWGN의 표준편차 를 변화하

여 필터 성능을 분석하였다. AWGN의 강도는 잡음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인부터 비교적 강한   까

지 5단위로 증가시키며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PSNR은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에 대한 잡음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

링 결과 영상이 원영상에 가까울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

다. 8비트 그레이 영상에서 원영상  에 대한 비교영

상   의 PSNR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
  (17)




  




 



 
  

 (18)

여기서 과 는 영상의 가로 및 세로 사이즈를 의미하

며, MSE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를 의미한다.
표 1과 2는 AWGN의 표준편차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의 PSNR을 나타낸 것이다.

AWGN
[]

Boat image [dB]
AF EDWF FLBF PFA

5 29.44 32.00 29.81 33.25
10 28.96 30.90 29.20 31.83
15 28.29 29.33 28.39 29.92
20 27.50 27.30 27.47 27.97
25 26.65 24.93 26.52 26.23

Table. 1 Boat image PSNR comparison

AWGN
[]

Barbara image [dB]
AF EDWF FLBF PFA

5 25.16 27.00 25.10 30.17
10 24.98 26.64 24.92 29.20
15 24.69 26.00 24.61 27.95
20 24.35 25.00 24.24 26.56
25 23.91 23.50 23.79 25.17

Table. 2 Barbara image PSN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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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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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e) (f)

(g) (h) (g) (h)

Fig. 5 Simulation result (Boat) (a) AF (b) Difference 
image (AF) (c) EDWF (d) Difference image (EDWF) 
(e) FLBF (f) Difference image (FLBF) (g) PFA 
(h) Difference image (PFA)

Fig. 6 Simulation result (Barbara) (a) AF (b) Difference 
image (AF) (c) EDWF (d) Difference image (EDWF) 
(e) FLBF (f) Difference image (FLBF) (g) PFA 
(h) Difference image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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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로 처리한 결과, 영상의 경계선에서 차영상이 크

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Boat 영상의 돛대나 경계선, 
Barbara 영상의 줄무늬가 강한 영역에서 미흡한 성능을 

보였다. EDWF로 처리한 결과 AWGN의 표준편차가 비

교적 낮은 영상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표준편차

가 높아짐에 따라 잡음 제거 성능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

을 보였다. FLBF로 처리한 결과, 영상의 화소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영역에서 우수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였으

나, 에지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에서 차영상을 나

타내며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차영상이 적게 나

타나며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선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PSNR 비교 결과, 표준편차   인 AWGN에 

훼손된 Boat 영상에서 29.92[dB]를 나타내었으며, AF
와 비교하여 1.63[dB], EDWF는 0.59[dB], FLBF는 

1.53[dB] 개선되었다. 표준편차   인 AWGN에 훼

손된 Barbara 영상에서는 각각 3.26[dB], 1.95[dB], 
3.34[dB] 개선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AWGN 환경에서 퍼지 멤버쉽 함수를 사

용한 화소값 비교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력 화소값과 주

변 화소값의 멤버쉽 함수값을 계산하여 두 화소값의 상

관관계에 따라 추정치를 구한다. 최종출력은 추정치와 

공간 가중치 필터의 출력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차영상 및 PSNR 비교 결과 우수한 특성을 가

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정밀한 잡음 제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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