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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한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TV 등 영상장치가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송,

저장,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내·외부적인 원인으로 영상은 잡음에 의해 훼손된다. 따라서 잡음제

거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잡음제거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영상에 첨가되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정한 잡음분산과 마

스크 내의 차이를 고려한 가중치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사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maging device such as digital TV is being popular in a modern society based on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because of internal and external cause of system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storage

and acquisition, image is degraded by nois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denoising technology is being

increased, and a research for that is being actively made. In this paper, a weighted filter algorithm that

considers different pixels of masks and estimated noise variance was proposed. in order to remove AWGN.

And,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was used to represent the excellence of proposed algorith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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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의 처리, 전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여러가

지 원인에 의해 영상의 열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열화의 주된 원인은 잡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잡음제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잡음제거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WGN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필터(GF: gaussian

filter), 평균 필터(MF: mean filter),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CWMF: center weighted median

filer), 적응 가중치 평균 필터(AWMF: adaptive

weighted mean filter), 알파 트림드 평균 필터

(A-TMF: a-trimmed mean filter) 등 많은 기법들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기법들은 영상에

블러링 현상을 나타냈고, 잡음제거 및 에지 보존

성능이 미흡하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마스크 내부 화소차이와 추정된 잡음

분산을 고려한 적응 가중치 필터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Ⅱ.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AWGN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변형된 가중치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마스크 내의 화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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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가중치 필터로 잡음의 영향을 완화 시

킨다. 그리고 에지 보존을 위해, 잡음 영상의 추

정한 분산과 마스크 분산 차이 정보를 고려한 가

중치를 원 영상의 화소값과 처리된 값의 차에 적

용하여 최종값을 얻는다.

마스크 화소차이를 고려한 가중치는 다음 식

(1)과 같다.

  exp
  exp




 (1)

여기서 는 가중치를 나타내고, 는 마스

크 내의 화소들의 위치를 나타내며, 는 중심

화소 위치를 나타낸다.  적응 파라메타로서 다

음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은 마스크를 나타내고, 마스크의 크기

는 × 이며, 은 양의 정수이다.

따라서 가증치를 적용하여 구한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

×
(3)

다음, 에지 보존을 위해, 구해진 값과 잡음 화

소 차이값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구해진 값에 더

함으로써, 최종 출력값을 얻는다.

최종 출력값을 구하기 위해, 먼저 마스크 분산

와 추정된 잡음 분산 을 구하며, 식 (4), (5)

와 같이 표현된다.


   ∈ (4)


    ∈ ∈


  (5)

여기서 는 마스크 평균치를 나타내고, R, C

는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최종 출력 화소값 은 식 (6)과 같

이 표현된다.

  
 




 



  (6)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AWGN 제

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512⨉512 크기의 8 비

트 그레이 영상 Barbara에 AWGN(=15)을 첨가

Fig. 1. The noise image(=15).

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영상의 개선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PSNR을 구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


∈ ∈

 
(7)

  log
 


 (8)

그림 2는 Barbara 영상에 표준편차가 15인

AWGN을 첨가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

한 방법의 시뮬레이션결과이다. 그림 2에서 (a)는

원 영상이고, (b)는 알파 트림드 평균 필터, (c)는

적응 가중치 필터, (d)는 중간 가중치 필터, (e)는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PFA: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제거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처리

된 Barbara 영상에서 250 라인을 프로파일로 나

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기존의 방법으

로 처리된 영상은 잡음제거 특성이 미흡하며, 제

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된 영상은 우수한 잡음제

거 및 에지 보존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은 Barbara 영상에서 AWGN 변화에 따

른 PSNR을 나타낸 것이다. 표의 결과로부터, 제

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들에 비해 높은

PSNR을 나타냄으로서, 우수한 잡음제거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15일 경우, 27.48

[dB]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방법보다

각각 2.03[dB], 2.74[dB], 1.40[dB]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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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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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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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W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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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FA

Fig. 2. Simulation result of Barbara image.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for

each filter Barbara.


Method

A-TMF AWMF CWMF PFA

05 26.05 25.19 27.94 33.29

10 25.83 24.96 27.14 30.22

15 25.45 24.64 26.08 27.48

20 24.96 24.25 24.95 25.22

25 24.42 23.97 23.36 23.44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WGN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마스크 내부 화소차이와 추정된 잡음 분

산을 고려한 적응 가중치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환경에서 잡

음제거 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에지

보존 특성도 우수하여 잡음제거 시스템에 적용하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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