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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분의 이미지 센서로 촬 된 상 정보는 데이터의 장 혹은 송 과정에서 외부 잡음이 유입되며, 그로 인

하여 원 상의 훼손이 발생한다. 노이즈 리덕션 (Noise Reduction, NR)은 이러한 훼손된 상을 원 상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기존에 제안하 던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 (Modified Sigma Filter, MSF)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한 것으로, 가우시안 필터 (Gaussian Filter, GF)와 로컬 시그마 필터 

(Local Sigma Filter, LSF)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과의 성능을 비교하 다. 입력 상에 임의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테스트 상을 생성하 으며, PSNR 수치 비교를 통하여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을 

비교하 다. PSNR뿐 아니라 시뮬 이션 결과 상의 1D plot을 통하여, 평탄 역의 노이즈 제거 기능뿐 아니라 윤

곽선 역의 훼손 방지에 있어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information captured by imaging devices such as CCD or CIS may contain external noises through the processes of passing signals or 

storing im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ified Sigma Filter (MSF) algorithm to reduce such noises. In experiment, we verified that our 

MSF algorithm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PSNR and 1D plot of simulation results compared with Gaussian Filter (GF), Local Sigma Filter 

(LSF). Tested images include random Gaussian No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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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 시 에 있어 디지털 이미지 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DIP)는 향상된 화질의 상을 제공하

기 하여 차 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상의 화질 개선과 련된 고성능의 상 신호 처

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2].

CCD 는 CIS와 같은 이미지 센서는 다양한 상황에

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Auto Focus (AF), 

Auto Exposure (AE) 등과 같이 이미지 센서 자체 으로 

데이터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는다[3]. 이와 같은 보정 

기능은 상 촬  시 상 정보 외의 잡음을 생성시키

며, 상 데이터의 송  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 

상 정보의 훼손을 래하게 된다[4][5]. 노이즈 리덕

션은 훼손된 상 정보에서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원 

상 정보에 가깝게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이다. 노이

즈 리덕션의 기법에는 일반 으로 역처리 (Global 

process)와 국부처리 (Local process)가 존재한다. 역처

리는 상 체의 노이즈 특성을 용하여 노이즈 리덕

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국부처리는 특정 

마스크 (Mask, Moving Window)의 제한된 구간에서 화

소들 사이의 인 성을 기반으로 노이즈 리덕션을 수행

하는 방법이다[6]. 본 논문에서는 역처리 방법의 일종

인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국부처리 방법  가우시안 

필터와 로컬 시그마 필터를 사용한 노이즈 리덕션과의 

성능을 비교하 다.

Ⅱ. 기존 노이즈 리덕션 알고리즘

2. 1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

가우시안 필터는 상의 잡음을 없애고 상의 세부

정보를 흐릿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경우 

잡음에 민감한 윤곽선 검출 (Edge Detection)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다.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

덕션의 수행은 2D 가우시안 분포를 띄는 마스크를 사용

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며 수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

다. 수식 (1)의 σ 는 표 편차를 나타낸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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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D 가우시안 분포
Fig. 1 2D Gaussian distribution

그림 1은 수식 (1)을 통한 2D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우시안 필터는 한 에 해 Point Spread 

Function (PSF)과 같은 동작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7].

2. 2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

시그마 필터 (Sigma Filter, SF)는 평균 필터 (Mean 

Filter, MF)의 단 인 윤곽선 역의 훼손을 완화하기 

하여 고안된 것[9]으로, 로벌 시그마 필터 (Global 

Sigma Filter, GSF)와 로컬 시그마 필터 (LSF)가 존재한다

[10]. 로벌 시그마 필터란, 상 체에 한 분산을 구

하여 시그마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로컬 

시그마 필터란, 특정 마스크에 해당하는 픽셀의 분산을 

구하여 시그마 필터링를 수행하는 에서 로벌 시그

마 필터와 차이 을 갖는다[10].

기존의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

은, 상의 윤곽선 정보를 사용하여 조도 상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따

라서 윤곽선 정보를 추출하기 하여 Flatness Index 

Map (FIM)을 사용하 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임계값

에 따른 윤곽선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수식 (2)는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에서 윤곽선 추

출을 해 사용한 FIM의 수식이다[10]. 수식 (2)에서 

yflat(i,j)는 FIM을 용하여 추출한 윤곽선 정보를 나

타낸다. 추출된 윤곽선 정보는 1과 0의 2진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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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윤곽선으로 단된 역은 0의 값으로써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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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수행은, 

FIM에 의해 추출된 윤곽선 정보를 이용하여, 윤곽선이

라 단된 0의 값을 갖는 픽셀에 해서만 선택 으로 

시그마 필터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Ⅲ. 제안된 노이즈 리덕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

용한 노이즈 리덕션은, 상에 존재하는 미세잡음의 

제거효과와 함께 필터링 수행 시 발생하는 윤곽선

역의 훼손을 이고자 제안되었다[12]. 기존의 R. C. 

Blicu가 제안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는 이러한 기

능을 수행하기 하여 입력 상에 2-Tap의 필터 계수

를 이용한 역 통과 필터 (Low Pass Filter, LPF)와 고역 

통과 필터 (High Pass Filter, HPF)를 용하 다

[11][12]. 2-Tap의 필터 계수를 통한 필터링 수행은 비

칭 그룹 딜 이 (Group Delay)를 발생한다. 이는 일

반 인 클럭 (Clock) 동작의 하드웨어 수행에 있어서 

데이터간의 이 라인 동기화의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 칭 그룹 딜 이를 해결함과 동시

에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모디 이드 시그마 필

터 연산에 용되는 필터계수를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변경하 다[5][13].

그림 2.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체 흐름도

Fig. 2 Block diagram of NR with MSF

그림 2는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수행과정을 나타낸 것이다[5]. 모디 이드 시

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은 노이즈 추정부 

(Noise Variance Estimation, NVE)와,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 연산부 (Image Decomposi- tion and Sigma Filtering)

로 구성된다[5]. 노이즈 추정부에서는 시그마 필터링의 

수행을 한 입력 상 체에 한 노이즈의 분산값을 

추출하게 된다[5][14][15]. 이와 같은 특성은 정지 상뿐 

아니라 입력이 변하는 동화상에서도 노이즈 리덕션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이즈 리덕

션의 수행 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 연산에 노이즈 추

정 과정을 용함으로써 동화상과 같이 변화하는 노이

즈에 응 인 노이즈 리덕션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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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은 노이즈 추정부에서 노이즈의 분산값을 추

정하기 한 수식이다[5]. 수식 (3)의 B(k,l)은 노이즈 추

정부의 입력 상인 이진 상(Binary Image)이며, (k,l)과 

(i,j)는 처리되는 상의 심 화소 값을 의미한다. 수식 

(3)을 통하여 최종으로 추정된 노이즈의 분산값(SNV)은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 연산부에서 시그마 필터링 연

산을 한 분산값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 연산부는 윤곽선 역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미세잡음 제거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한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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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는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 연산부  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과 필터 연산을 수행하는 Image 

Decomposition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5][13]. 수식 (4)

에서 y(i,j)는 입력 상이며, 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

과 필터는 동일 입력 상에 하여 상하․좌우 방향

에 해 각각 필터링을 수행하여 4개의 재구성된 상

을 생성한다. 이는 미세잡음 제거와 함께 윤곽선훼손

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5]. 재구성된 상은 노이즈 

추정 과정에서 추정된 노이즈의 분산값을 이용하여 

시그마 필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시그마 필터링이 

용된 4개 상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모디 이드 시그

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결과 상을 획득

하게 된다.

Ⅳ. 시뮬 이션  성능 비교

본 논문은 제안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

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다양한 상을 이

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표 1은 시뮬 이션

을 한 30개의 테스트 상으로써 Airplane, Baboon 

 Kodak 상 등을 이용하여 테스트하 다. 한 모

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

능을 검증하기 하여 가우시안 필터와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과의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다.

표 1. 시뮬 이션을 한 테스트 상
Table 1. Test images for simulation

No. 1 2 3 4 5 6

Test
Image

No. 7 8 9 10 11 12

Test
Image

No. 13 14 15 16 17 18

Test
Image

No. 19 20 21 22 23 24

Test
Image

No. 25 26 27 28 29 30

Test
Image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 비교에

는 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의 수치를 이용하

다. 세 가지 필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입력 상에 

가우시안 노이즈(Gaussian Noise)를 임의로 추가하여 테

스트 상을 생성하 다. 첨가한 가우시안 노이즈의 양

은 1dB～4dB의 양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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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는 세 가지 필터의 노이즈 리덕션 성능 비교

에 사용한 PSNR을 구하는 수식을 나타낸 것이다[9]. 

수식 (5)에서 x(i,j)는 입력 상을 나타내며, x'(i, j)는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결과 상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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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SNR [dB]

No.
PSNR [dB]

(1) GF (2) LSF (3) MSF (1) GF (2) LSF (3) MSF

1 34.4544 32.4603 38.5344 16 29.2855 28.9554 36.0020

2 24.5207 25.4885 30.6556 17 29.9237 29.9113 43.1269

3 34.4366 34.6525 35.5913 18 34.3170 34.0410 36.1359

4 35.2716 32.9979 37.4764 19 24.6296 25.0282 31.5589

5 33.5019 33.3396 34.1809 20 29.9219 29.5677 33.1200

6 27.8677 28.3654 35.9412 21 33.8598 33.6925 36.3259

7 27.1818 26.8276 30.9437 22 32.1118 32.2473 34.9879

8 34.0871 34.2500 35.2020 23 31.2764 31.1604 34.0120

9 35.1926 34.8740 39.0191 24 35.7841 34.4342 38.7331

10 27.7033 28.1813 34.7789 25 28.9683 28.6227 35.0441

11 27.2300 26.7967 34.2041 26 33.1898 32.1664 37.7751

12 28.5718 28.4942 33.7107 27 33.1875 32.9294 36.4483

13 34.2176 33.0470 37.6606 28 32.8081 32.6980 37.0833

14 24.5446 24.4087 32.3724 29 28.9953 28.9890 34.5098

15 32.3765 32.1892 37.9091 30 34.5382 34.1180 35.7210

표 2. 시뮬 이션 결과 비교 [dB]
Table 2. Compare the results of simulations [dB]

표 2에는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시

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의 No.1～No.30은 표 

1의 테스트 상을 의미한다. 한, 표 2의 PSNR 결과는 

추가한 가우시안 노이즈의 양이 1dB～4dB인 결과 상

에 한 평균 PSNR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 (1)은 가

우시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평균 PSNR, (2)

는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평균 

PSNR, (3)은 본 논문에서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는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평균 

PSNR이다. 테스트 상에 따라 평균 PSNR의 수치에 변

화가 있지만,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평균 PSNR이 가우시안 필터나 로컬 시그마 필

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평균 PSNR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

한 노이즈 리덕션은 필터링 수행 시 발생하는 윤곽선

역의 훼손 방지  미세잡음 제거를 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노이즈 리덕션을 수행한 상에 한 

1D Plot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 으며, 가우시안 필터와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윤곽선 

역의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3에는 17번 상의 시뮬

이션 결과에 해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

션의 결과 상을 비교하 으며, 그에 한 1D Plot을 나

타내었다. 그림 3에서 (a)는 17번 테스트 상을 나타낸 

것이다. (b)～(e)의 상은 (a)에서 타원으로 표시된 역

의 테스트 상과 세 가지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

의 결과 상을 의미한다. (b)～(e)의 상에서, 굵은 실

선으로 표시된 역에 해 1D Plot을 수행한 결과를 (f)

에 나타내었다. (f)에서 -o-는 (b)의 결과, -▽-는 (c)의 결

과를 의미한다. 한 -·-는 (d)의 결과, -＊-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e)의 결과를 의미한다. (f)의 결과를 살펴보

면, 입력 상((b))의 결과에서는 평탄 역에 존재하는 

미세잡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1D Plot 데이터 값 간에 차

이가 존재한다. 이것을 노이즈 리덕션을 수행하 을 경

우, (c)와 (e)의 결과를 통하여 잡음이 제거됨에 따라 데

이터 값의 차이가 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윤곽선

역의 훼손 방지의 경우 (d)와 (e)의 결과를 통하여 윤곽

선 역이 보존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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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 노이즈 리덕션 결과 비교 : (a) 원 상 
(b) 원 상 + 노이즈 (c) GF (d) LSF (e) MSF (f) 1D plot
Fig. 3. Compare the NR results : (a) Original 

(b) Original + Noise (c) GF (d) LSF (e) MSF (f) 1D plot

특히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

덕션의 결과 상인 (e)의 경우, 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과 필터를 수행한 상들을 이용한 시그마 필터링

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평탄 역의 미세잡음을 제거함

과 동시에 윤곽선 역의 훼손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노이즈 리덕션 수행 시 윤곽선의 훼손 방지 

 미세잡음 제거를 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

용한 노이즈 리덕션에 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상에 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과 필터를 용함으로

써 시그마 필터링을 수행하기 한 입력 상을 재구성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디 이드 시그

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임의로 노이즈가 첨가한 테스트 상을 생성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그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가우시안 필터와 로컬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

즈 리덕션과의 PSNR  노이즈 리덕션 수행 결과 상의 

1D Plot을 비교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제안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경우 기존의 노이즈 리덕션 방

법에 비하여 평균 PSNR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노이즈 리덕션 수행 결과 상의 1D 

Plot을 통하여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의 경우 미세잡음이 제거됨과 동시에, 윤곽선의 

훼손이 미약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디 이드 시그마 필터를 이용한 노

이즈 리덕션은 윤곽선을 보존함과 동시에 잡음을 제거

하는 특성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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