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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영상장비로 획득된 영상을 구현할 때, 원영상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잡음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잡음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로 추가된 잡음을 탐지하여 제거하거나 가능한 줄이는 것이 영상처리의 중요한 기본목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영상의 특징에 대한 방향을 탐지하고, 영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잡음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

하여 잡음에 대한 분산의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분산을 영상처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잡음제거 기법인 시그마 필터에 적용하고, 특징의 방향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잡음제거 방법을 통해 기존의 시그마

필터보다 개선된 잡음제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추정된 잡음의 분산에 민감하지 않은 잡음제거

성능을확인하였다.

주요용어: 바틀렛검정, 방향성, 시그마필터, 영상처리, 잡음제거.

1. 서론

현대인의 일상 생활에서 영상을 획득하여 담고 출력 장치로 재현하는 과정은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원영상 (original image)과 일치하는 출력 영상은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영상 획득 장치의 오차, 전달 과정에서 손실, 출력 장치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제 영상의 구현을 방해하는 ‘잡음 (noise)’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처리의 궁극적

인 목적은 원래의 원영상 또는 영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잡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영상에 담긴 중요한 성분인 에지 (edge)나 세부 부분 (small detail) 등과 같은 ‘특

징’과 제거해야할 ‘잡음’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오염된 영상은 특징의 세기와 이에 더해

진잡음이존재하므로잡음의수준, 즉잡음의분산의크기를정확하게추정하는것이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징의 방향성 (orientation)과 잡음의 분산을 추정한 결과를 사용하여 효과적으

로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잡음의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은 블록에 기초하는 방법과 필터에

기초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Bosco 등 (2005)은 계산량이 많은 블록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여 빠르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Amer와 Dubois (2005)는 8방향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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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homogeneity)을 측정하는 High-Pass Operator를 이용하여 블록에 기초한 추정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Shin 등 (2005)은 블록과 필터에 기초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Kim과

Lee (2005)는 영상에서 특징과 잡음을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통계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Lee 등

(2008)은 이를 통계적 가설검정 방법에 적용하여 특징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Kim (2011)은 영상의 대

비증폭과정에 블록방법을 고안하여 제시하였고, Kim과 Nam (2011)은 선행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잡

음의 분산의 크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시그마 필터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잡음의 분산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를 시

그마 필터에 적용하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상의 잡음제거에 대한 효용성을 보이

고자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논문의 구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신호에서 에지나 세부 부분

등과 같이 영상에 담긴 본질적인 중요한 성분인 특징 부분과 그렇지 않은 잡음 영상신호를 구별할 수 있

는통계적검출알고리즘을소개하고적용한다. 이를기초로 Kim과 Nam (2011)이제안한내용을사용

하여 영상을 오염시키는 가우시안 (Gaussian) 잡음의 분산의 크기를 특징에 대한 잡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리고 잡음제거 방법으로 기존의 시그마 필터에 방향성을 추

가하여 개선된 시그마 필터를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

을모의실험을통하여결과를비교한다.

2. 잡음 분산 추정 알고리즘

일반적으로잡음의수준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알고있다면잡음을효과적으로제거할수있다고알

려져 있다. 잡음의 수준은 잡음의 분산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이 값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잡음의 분산추정은 영상이나 비디오 처리 과정의 정확도를 증진시키며 잡음제거 등 영

상의 화질개선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잡음의 분산 추정 알고리즘

은블록에기초한방법이다.

2.1. 특징과 잡음의 구분

본연구에서는순수특징과순수잡음, 잡음에오염되어있는특징을구분하는기본적인알고리즘으로

Kim과 Lee (2005)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영상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방향성이 존재하여 영상의 픽셀 (pixel) 값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비해, 영상

의 잡음 부분이나 원영상에 잡음이 더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어

떤 방향에 대해서도 영상의 픽셀 값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다. 따

라서 방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Figure 2.1과 같은 블록의 이차원 영상 데이터를 방향에 근거한 일차

원 데이터로 재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며 Kim과 Lee (2005)가 이러한 구성을 제안하였다. 블록의 크기

N = 5, 방향의수 n = 4이고 θ = {0o, 45o, 90o, 135o}인경우픽셀값을재배열하는방법은 Kim과 Lee

(2005), Kim과 Nam (2008)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으며, Figure 2.1은 이러한 배열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예시한것이다.

영상을 N ×N 픽셀블록으로나누어 (i, j)번째픽셀이중심이되는 N ×N 픽셀블록을 MN
ij이라하

면 블록 MN
ij의 전체 픽셀의 수는 N2개 이다. 이 픽셀 값들을 방향성 θ (θ = 1, 2, ..., n)에 따라 재배열

한 것을 Uθ = [Uθ
1 , U

θ
2 , .., U

θ
N2 ] 라 하면, 재배열된 픽셀 값들을 기초로 특정 방향성 θ에 대한 벡터는 인

접한두픽셀의값의차로다음과같이정의한다.

Zθ = {Zθ
2 , Z

θ
3 , ..., Z

θ
N2} , Zθ

k = Uθ
k − Uθ

k−1 , θ = 1, 2, ..., n, k = 2, 3, ..., N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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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Rearrangement of the pixels by 4 orientations

만약 θ 방향으로 특징이 존재할 경우에는 픽셀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색상을 가지기 때문에 Zθ
k는

0 에 가까운 작은 값을 가질 것이며, 특징이 존재하지 않아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이

가 크기 때문에 Zθ
k는 0 보다 조금 크거나 매우 큰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θ 방향으로 특징이 존재

할 경우 Zθ 원소 값들의 변동은 다른 방향 θ∗ (̸= θ)에 대한 Zθ∗ 원소 값들의 변동에 비하여 작아지

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영상의 특징과 잡음을 구분하는 문제를 Zθ, θ = 1, 2, ..., n들의

분산이 동일성을 검정하는 등분산 검정의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 즉, σ2
θ을 Zθ의 모분산 (population

variance)이라하면, 블록 MN
ij가순수잡음이라는것은방향성 θ 에따라생성된 Zθ들의분산이통계적

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블록 MN
ij가 특징을 포함한다는 것은 Zθ들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모두동일하지는않다는것이되므로다음의영가설과대립가설을설정할수있다.

H0 : σ2
1 = σ2

2 = · · · = σ2
n v.s. H1 : not H0 (2.2)

2.2. 바틀렛 검정

위 가설에 대한 검정방법으로는 Kim과 Nam (2011)이 등분산 검정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바틀렛 (Bartlett) 검정을사용하고, 검정결과를바탕으로특징의상대적크기를측정한다.

모분산의 동일성을 검정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바틀렛 검정 (Bartlett, 1937)은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

정하기때문에표본이정규분포를따르지않을경우에큰영향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일반

적으로 영상처리분야에서는 영상에 포함된 잡음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가우시안 잡음을 가정하므로 이

방법을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바틀렛검정의검정통계량 G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G =
(L− n) ln s2p − (N2 − 2)

∑n
θ=1 ln s

2
θ

1 + 1
3(n−1)

{
n

N2−2
− 1

L−n

} (2.3)

여기서 s2θ은 Zθ의 원소들 {Zθ
2 , Z

θ
3 , ..., Z

θ
N2}의 표본분산, L = n(N2 − 1), s2p은 합동표본분산 (pooled

sample variance)이며 표본분산들의 가중평균 s2p = N2−2
L−n

∑n
θ=1 s

2
θ 로 정의된다. 바틀렛 검정에서는

G > χ2(α;n − 1)이면 모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며, 여기서 χ2(α;n − 1)은 자유도가

n− 1인카이제곱분포의상위 α-분위수를의미한다.

2.3. 영상에 포함된 특징의 정도

Lee 등 (2008)은 바틀렛 검정에 근거하여 (i, j)번째 픽셀이 중심인 N × N 블록 MN
ij에 있는 특징과

잡음의비율을나타내는척도인 δ(i, j)를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먼저 주어진 α0와 α1에 대하여 P (G < C0) = α0와 P (G > C1) = α1을 만족하는 두 임계치 C0, C1

을고려한다. 여기서 α0는영가설을채택할확률, α1은영가설을기각할확률, 그리고 G는바틀렛검정

의검정통계량을나타내며, 척도 δ(i, j)의값은다음과같이결정한다.

1. G ≤ C0인 경우 영가설을 채택, 즉 특징이 없는 순수한 잡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이때 δ(i, j) =

0 이라고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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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 ≥ C1인 경우 영가설을 기각, 즉 잡음이 없는 순수한 특징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이때 δ(i, j) =

1 이라고정의한다.

3. C0 < G < C1인경우특징과잡음이섞여있다고결론내리며, 이때 δ(i, j)의값은 G의값에비례

하도록 δ(i, j) = G−C0
C1−C0

과같이보정하여결정한다.

2.4. 잡음 모형

영상에 대한 모형은 잡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며, 잡음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있으므로다음과같이정의한다.

x(i, j) = o(i, j) + n(i, j) (2.4)

여기서 x(i, j)는 관측된 영상, o(i, j)는 잡음이 없는 원영상, n(i, j)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σ인 정

규분포를따르는가우시안잡음을나타낸다.

2.5. 잡음 분산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잡음 분산 추정 방법은 Kim과 Nam (2011)의 σ를 추정하는 통계적 알고리즘으

로다음과같은절차로구성되어있다.

1. 블록 MN
ij에 대하여 영상의 특징에 대한 척도 δ(i, j)를 바틀렛 검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α0와 α1의값으로는 0.001, 0.01, 0.05 등을사용한다.

2. 모든블록에대한표본표준편차 s(i, j)를계산한다.

3. 계산된 s(i, j)들에 대하여 특이점 (outlier)을 제거하기 위하여 Q3 + (1.5 × IQR) 보다 크거나

Q1 − (1.5 × IQR)보다 작은 값은 특이점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한다. 여기서 Q1은 제1사분위

수, Q3는제3사분위수, IQR = Q3 −Q1 은사분위범위이다.

4. 제거할 s(i, j)가없을때까지위단계 3을반복한다.

5. 제거되지않은 s(i, j)와 δ(i, j)값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가중평균으로추정치 σ̂을구한다.

σ̂ =

∑
i

∑
j s(i, j)[1− δ(i, j)]∑
i

∑
j [1− δ(i, j)]

(2.5)

이방법은특징과잡음이섞여있는경우에해당블록의표본표준편차의값에서잡음의비율만큼표본표

준편차의값을반영시킨다. Figure 2.2는잡음의분산추정알고리즘의개념도이다.

Figure 2.2 Bolck diagram of the algorithm to estimae the noise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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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음제거

영상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잡음제거 기법가운데, 추정된 σ̂의 값을 이용하는 시그마 필터

(sigma filter; σ-filter)에 적용해보도록 한다. 시그마 필터 방법은 각각의 주변 픽셀마다 가중치 wi를

구할 때, 추정한 σ̂값을 이용하는 영상처리 기법으로, 잡음의 표준편차를 추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영상의 주요 특징 성분인 에지를 열화 (blur)시키지 않고 잡음만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영상에 더해진 잡음의 표준편차를 정확히 알면 보다 효과적으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

을경우영상에따라잡음감소성능이떨어지거나혹은지나치게영상을열화시키는단점이있다.

3.1. 시그마 필터

잡음의 수준을 추정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거하여 단순평활법 (simple

smoothing)에 시그마 필터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에 추정한 σ̂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Figure 3.1의픽셀 X5를기준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Figure 3.1 3 × 3 pixel block

1. Figure 3.1과같이 3× 3 블록을가정하였을때, 추정하려는중심픽셀 X5와블록내의각각의픽

셀 Xi들사이의차이를계산한다. 즉, |X5 −Xi|, i = 1, 2, ..., 9를계산한다.

2. 계산된 차이와 추정치 σ̂에 임의의 상수 k1, k2 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가중치 wi, i = 1, 2, ..., 9를

다음과같이정한다.

(a) |X5 −Xi| ≤ c1 이면 wi = 1

(b) |X5 −Xi| ≥ c2 이면 wi = 0

(c) c1 ≤ |X5 −Xi| ≤ c2 이면 wi =
c2−|X5−Xi|

c2−c1

여기서 임의의 상수 c1, c2의 값으로 c1 = 3, c2 = 1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c1 = 1.0 × σ̂, c2 = 2.5 × σ̂ 를 사용하여 추정한 σ̂을 사용한 가중

치를 얻는다. 다음 Figure 3.2는 가중치 wi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이때, X5 의 추정값을 X̂5라 하

면위의과정을통해계산된가중치 wi 가적용되어다음과같이계산된다.

X̂5 =

∑9
i=1 wiXi∑9
i=1 wi

(3.1)

Figure 3.2 Weights wi by σ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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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향성을 적용한 시그마 필터 제안

잡음의 분산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각 픽셀의 방향성에 대한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특징은 그 방

향으로근접한픽셀들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채택된방향성의정보를추가하는

수정된 시그마 필터를 제안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평활법에 시그마 필터를 적용한 잡음 제거 알

고리즘의가중치 wi를행렬표현식으로나타낸다. 행렬 W는추정치 σ̂로얻어진 wi, i = 1, 2, ..., 9의가

중치행렬이다.

W =

 w1 w2 w3

w4 w5 w6

w7 w8 w9

 (3.2)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행렬 Dθ, θ = {0o, 45o, 90o, 135o}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방향성이 없

는블록이라면, 모든원소가 1인행렬 J를적용한다.

D0o =

 0 1 0

0 1 0

0 1 0

 , D45o =

 0 0 1

0 1 0

1 0 0

 , D90o =

 0 0 0

1 1 1

0 0 0

 , D135o =

 1 0 0

0 1 0

0 0 1



J =

 1 1 1

1 1 1

1 1 1

 (3.3)

위에서 정의한 두 행렬 W와 Dθ의 가중 합으로 방향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새로운 가중치를 사용한

다. 방향성이추가된가중치행렬 W ∗는다음과같다.

W ∗ =

{
(1− ω)W + ωDθ, θ = {0o, 45o, 90o, 135o}
(1− ω)W + ωJ, otherwise

(3.4)

여기서, ω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방향성에 대한 가중치이다. 특징은 잡음의 분산이 커질수록 흐

려지게된다. 잡음의분산이작은경우대부분의특징이채택되어작은가중치를적용하게되고, 분산이

큰 경우 강한 특징만이 채택되어 큰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ω는 추정된 σ̂이 커질수록 1에 가

까운 값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한 X5의 추정값을 X̂5라 하면 위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가중치 행렬

W ∗의원소 w∗
i , i = 1, 2, ..., 9가적용되어다음과같이계산된다.

X̂5 =

∑9
i=1 w

∗
i Xi∑9

i=1 w
∗
i

(3.5)

이 방법은 다른 픽셀보다 같은 방향에 위치한 픽셀에 큰 가중치를 주어 주변 픽셀에 의한 에지의 열화

를줄일수있다.

4. 모의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잡음제거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상처리에서 테스트 영상으로 자주 사

용되는 ‘Barbara’, ‘Lena’, ‘Mandrill’과 ‘Tiffany’ 의 잡음이 없는 원영상에 N(0, σ2)을 따르는 잡음을

추가한 후, 잡음 분산 추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정치 σ̂를 얻었다. 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바틀렛 검

정을 사용한 특징의 방향성 정보를 얻게 된다. 등분산 검정의 결과로 채택된 픽셀을 시각화하면 Figure

4.1의결과를얻게된다. 이그림은 ‘Barbara’와 ‘Lena’의원영상에추가된 σ가각각 0, 10, 20, 30일때,

크기가 5× 5인 표본 블록에 α0 = 0.001, α1 = 0.01를 사용한 결과에서 방향성이 있다고 판단된 픽셀을

검은점으로표시하여나타난그림이다. 모든영상실험은 Matlab을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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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rbara, σ=0 (b) Barbara, σ=10 (c) Barbara, σ=20 (d) Barbara, σ=30

(e) Lena, σ=0 (f) Lena, σ=10 (g) Lena, σ=20 (h) Lena, σ=30

(i) Mandrill, σ=0 (j) Mandrill, σ=10 (k) Mandrill, σ=20 (l) Mandrill, σ=30

(m) Tiffany, σ=0 (n) Tiffany, σ=10 (o) Tiffany, σ=20 (p) Tiffany, σ=30

Figure 4.1 Pixel of accepted orientation by σ

그림을 살펴보면 고주파 영상인 ‘Barbara’와 ‘Mandrill’ 보다 저주파 영상인 ‘Lena’와 ‘Tiffany’에서

방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추가된 잡음의 σ가 증가할수록 모든 영상에서 특징이 흐려져 방향성

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영상인 경우, 이러한 현상은 근접한 주변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

많은 부분에서 방향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영상과 잡음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그

마 필터에 방향성을 추가하여 잡음을 제거하도록 한다. σ의 값이 작은 경우에는 방향성의 가중치를 작

게적용하고, σ의값이큰경우에는방향성에대한가중치를크게반영하도록한다. 본모의실험에서방

향성에 대한 가중치 ω는 영상에서 채택된 방향의 수를 사용하였다. 잡음의 수준이 증가하면 채택된 방

향의 수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사용하여, 잡음의 분산이 큰 영상에 큰 가중치가 적용되록 한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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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가중치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ω =
1

영상에서채택된방향의수
(4.1)

제안한 방법의 평가는 테스트 영상인 ‘Barbara’, ‘Lena’, ‘Mandrill’과 ‘Tiffany’ 의 원영상에 정규분

포 N
(
0, σ2

)
을 따르는 가우시안 잡음에 의해 오염된 영상에 대하여 추정한 σ̂를 적용하여 기존의 시그

마 필터와 잡음제거 능력을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 값으로 비교하였다. PSNR은 오차 제

곱합인 MSE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여 정의되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원영상과 잡음제거 영

상에서계산된 PSNR 값이클수록원영상과유사하다고판단한다.

PSNR = 10× log10

(
MAX2

I

MSE

)
(4.2)

여기서 MAXI는영상의가능한최대픽셀값으로 255이다.

두 영상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SSIM (structural similarity) 지수는 하나의 품질 척도로 볼

수 있다. SSIM 값은 두 영상이 일치할 때 1의 값을 가지며, 유사성이 떨어질수록 1보다 작은 값을 가진

다. 원영상과 잡음제거 영상들을 비교하면 영상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인 크기가 N × N인

x와 y 블록사이의 SSIM 측정식은다음과같다.

SSIM(x, y) =
(2µxµy + c1)(2σxy + c2)

(µ2
x + µ2

y + c1)(σ2
x + σ2

y + c2)
(4.3)

여기서 µx는 x의 평균, µy는 y의 평균, σ2
x는 x의 분산, σ2

y는 y의 분산, σxy는 x와 y의 공분산이다.

c1 = (k1L)
2, c2 = (k2L)

2을사용한다. L은픽셀값의 dynamic range로 2#bits per pixel−1 = 255이

고, k1 = 0.01, k2 = 0.03이기본값이다.

Table 4.1-4.4는각각 ‘Barbara’, ‘Lena’, ‘Mandrill’과 ‘Tiffany’의테스트영상에서기존의시그마필

터와 방향성이 추가된 시그마 필터에 대한 잡음제거 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A’는 추정한 σ̂를 사용하

지않은시그마필터, ‘B’는추정한 σ̂를사용한시그마필터그리고 ‘C’는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인방

향성에대한가중치를적용한시그마필터이다.

Table 4.1 PSNR and SSIM for Lena

Image name Window size σ
PSNR SSIM

A B C A B C

Barbara

3

10 33.32 35.34 35.34 0.919 0.944 0.943

20 27.02 30.39 31.06 0.767 0.833 0.839

30 23.57 27.39 28.19 0.639 0.720 0.734

50 19.51 23.55 26.24 0.459 0.545 0.597

75 16.65 20.66 23.16 0.321 0.399 0.441

100 14.97 18.87 22.50 0.245 0.313 0.385

5

10 33.49 35.74 35.74 0.926 0.957 0.957

20 27.07 30.98 31.01 0.771 0.875 0.876

30 23.58 28.27 28.54 0.641 0.785 0.789

50 19.49 24.69 25.96 0.459 0.626 0.656

75 16.62 21.81 24.43 0.322 0.478 0.545

100 14.94 19.93 23.75 0.245 0.382 0.478

7

10 33.52 35.16 35.16 0.928 0.944 0.944

20 27.08 31.41 31.41 0.773 0.894 0.894

30 23.57 28.54 28.55 0.642 0.812 0.812

50 19.47 25.01 25.20 0.460 0.663 0.669

75 16.59 22.11 24.28 0.322 0.513 0.587

100 14.90 20.19 23.94 0.245 0.41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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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SNR and SSIM for Lena

Image name Window size σ
PSNR SSIM

A B C A B C

Lena

3

10 33.52 36.42 37.14 0.884 0.921 0.926

20 27.01 31.00 32.51 0.683 0.773 0.796

30 23.49 27.72 31.20 0.537 0.639 0.707

50 19.37 23.67 28.12 0.367 0.462 0.569

75 16.52 20.75 25.20 0.255 0.334 0.431

100 14.88 18.96 23.31 0.194 0.260 0.350

5

10 33.75 36.97 36.97 0.895 0.945 0.945

20 27.08 32.03 32.10 0.689 0.841 0.842

30 23.50 28.98 29.76 0.539 0.728 0.749

50 19.35 25.05 28.32 0.368 0.556 0.649

75 16.49 22.04 27.27 0.255 0.413 0.570

100 14.85 20.12 25.35 0.194 0.329 0.484

7

10 33.79 36.77 36.77 0.899 0.949 0.949

20 27.09 31.53 31.54 0.691 0.847 0.847

30 23.50 28.23 28.33 0.541 0.727 0.730

50 19.33 23.96 26.42 0.368 0.538 0.627

75 16.46 20.93 26.32 0.255 0.395 0.594

100 14.81 19.23 25.51 0.194 0.317 0.567

Table 4.3 PSNR and SSIM for Mandrill

Image name Window size σ
PSNR SSIM

A B C A B C

Mandrill

3

10 33.10 33.71 33.36 0.948 0.955 0.952

20 26.94 29.93 30.03 0.833 0.879 0.878

30 23.42 27.03 27.99 0.714 0.783 0.795

50 19.26 23.34 25.53 0.526 0.611 0.649

75 16.44 20.59 22.79 0.377 0.459 0.496

100 14.83 18.87 22.31 0.278 0.350 0.419

5

10 33.19 32.60 32.59 0.950 0.922 0.922

20 26.97 29.99 29.99 0.835 0.879 0.878

30 23.42 27.63 27.74 0.715 0.810 0.809

50 19.24 24.33 25.58 0.527 0.662 0.671

75 16.41 21.63 24.19 0.378 0.517 0.515

100 14.79 19.87 23.32 0.278 0.404 0.437

7

10 33.20 31.93 31.93 0.951 0.888 0.888

20 26.97 29.71 29.71 0.836 0.857 0.856

30 23.41 27.60 27.61 0.716 0.800 0.800

50 19.22 24.48 24.70 0.527 0.667 0.669

75 16.38 21.85 23.88 0.378 0.528 0.552

100 14.76 20.07 22.04 0.278 0.413 0.452

Table 4.4 PSNR and SSIM for Tiffany

Image name Window size σ
PSNR SSIM

A B C A B C

Tiffany

3

10 33.83 36.76 37.56 0.867 0.908 0.926

20 27.60 31.31 33.74 0.648 0.745 0.791

30 24.33 28.06 31.58 0.492 0.602 0.711

50 20.45 23.90 26.94 0.313 0.408 0.481

75 17.47 20.70 24.50 0.198 0.269 0.384

100 15.49 18.59 22.09 0.138 0.192 0.294

5

10 34.10 37.55 37.56 0.879 0.936 0.936

20 27.68 32.43 32.65 0.655 0.819 0.823

30 24.35 29.25 29.98 0.494 0.698 0.720

50 20.42 25.10 26.73 0.313 0.506 0.567

75 17.44 21.84 25.78 0.198 0.348 0.515

100 15.46 19.65 23.22 0.138 0.256 0.450

7

10 34.15 37.32 37.32 0.883 0.939 0.939

20 27.69 32.29 32.32 0.658 0.833 0.833

30 24.34 29.17 29.28 0.496 0.718 0.721

50 20.40 25.10 25.53 0.314 0.530 0.550

75 17.41 21.90 24.89 0.198 0.370 0.522

100 15.43 19.69 23.36 0.138 0.273 0.557

PSNR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σ가 증가할수록 PSNR은 감소하고 ‘B’보다 ‘C’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잡음제거 능력은 잡음의 수준이 커질수록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Table 4.3의 결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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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rill’ 영상에서 σ = 10이고 블럭의 크기가 5와 7인 경우 ‘A’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다. 이것은 추

정된 σ̂이 실제 σ와 매우 다르게 추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블록의 크기인 ‘Window size’로 살펴보

면, Table 4.1의 ‘Barbara’ 영상과 Table 4.4의 ‘Tiffany’ 영상은 블록의 크기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Table 4.2의 ‘Lena’ 영상은 잡음의 수준 σ = {10, 20, 30}인 경우 블록의 크기가 3에

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σ = {50, 75}인 경우 블록의 크기가 5, σ = 100인 경우 블록의 크기가 7에

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잡음의 분산이 작은 경우 블록의 크기가 작을 때 잡음제거 성능

이 뛰어났다. 이와 유사하게 Table 4.3의 ‘Mandrill’ 영상은 σ = {10, 20, 30}일 때 블록의 크기가 3,

σ = {50, 75, 100}일 때 블록의 크기가 5에서 우수한 잡음제거 능력을 보였다. 두 영상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SSIM의 값도 PSNR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Figure 4.2는 시각적인 비교를 위하여 PSNR 값

를그래프로표현한그림이다. Figure 4.3의 (a), (e), (i), (m)은본연구에서사용한 ‘Barbara’, ‘Lena’,

‘Mandrill’과 ‘Tiffany’ 의 원영상이고, (b), (f), (j), (n)은 잡음의 수준 σ = 50인 영상이다. (c), (g),

(k), (o)는 기존의 시그마 필터로 잡음을 제거한 영상, (d), (h), (i), (p)는 제안한 시그마 필터로 잡음을

제거한영상이다.

(a) Barbara, Window size=3 (b) Barbara, Window size=5 (c) Barbara, Window size=7

(d) Lena, Window size=3 (e) Lena, Window size=5 (f) Lena, Window size=7

(g) Mandrill, Window size=3 (h) Mandrill, Window size=5 (i) Mandrill, Window size=7

(j) Tiffany, Window size=3 (k) Tiffany, Window size=5 (l) Tiffany, Window size=7

Figure 4.2 Plot for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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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의 결과 잡음제거 능력에서 방향성을 적용한 시그마 필터는 기존의 시그마 필터보다 잡음의

수준이클수록좋은성능을보였다. 블록의크기는 3 또는 5를사용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Figure 4.3 Noise reduction at window size = 5 × 5, σ = 30

5. 결론

원영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잡음이 추가되기 때문에 잡음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된 잡음을 탐지하여 제거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영상처리의 목적이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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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의 방향성 검정을 통하여 잡음을 수준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정된 잡음의 수준을 이용한 시그마 필터에 방향성 정보가 추가된 잡음제거 알고

리즘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시그마 필터는 특징의 방향에 상관없이 중심 픽셀을 기준으로 주변 픽셀들

에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제안한 시그마 필터는 같은 방향의 픽셀들에게 별도의 가중치를 추가한 것으

로, 모의실험을수행한결과잡음의분산이클때우수한잡음제거의능력을보여주었다. 그리고추정된

잡음의수준에민감하지않은잡음제거방법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추가적인연구사항으로, 현재는모든블록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지만, 각블록에서특징의방향성

에대한정도를측정하여가중치로적용하면보다좋은결과를얻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방향을추

가하여세분화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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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ealization of obtained image by various visual equipments, the addition of

noise to the original image is a common phenomenon and the occurrence of the noise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prevent completely. Thus, the noise detection and reduction

is an important foundational purpose. In this study, we detect the orientation about

feature of images and estimate the level of noise variance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relative proportion of the noise. Also, we apply the estimated level of noise to

the sigma filter on noise reduction algorithm. And using the orientation about feature

of images by weighted value, we propose the effective algorithm to eliminate noise.

As a result, the proposed statistical noise reduction methodology provides significantly

improved results over the usual sigma filtering and regardless of the estimated level of

the noise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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