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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N 환경에서 변형된 에지 검출을 이용한 잡음 제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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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영상은 여러 매체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며, 잡음은 이러한 영상을 획득, 전송하는 과정

에서 여러 외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잡음 제거는 영상 처리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며, 잡음의 종류에는 발생 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AWGN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된 잡음의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국부 마스크를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화소들의 평균을 이용한 에지 검출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변형된 에지 검출의 결과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국부 마스크에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대 영상 및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

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ABSTRACT 

In an era where digital data takes on great importance, images are essential to various media. Noise is generated 
during the acquisition and transmission of such images, caused by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The removal of noise is 
an essential step in image processing. There are various methods used to remove noise, in accordance with the cause or 
form of the noise. AWGN is one of the leading methods. As such, this paper applies the edge detection method using 
the mean of each pixel after categorizing in detail the partial masks into nine areas as part of the preliminary process, in 
order to minimize noise that had been added to the image. In addition, the paper suggests an algorithm that applies 
different filters to the partial masks by using the critical mass value of the transfigured edge detection. To verify the 
competence of the suggested algorithm, it was compared with existing methods by using magnified images and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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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영상처리는 휴대용 기기, 디지털, TV,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에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상 처리가 필요한 영상 매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활용

되고 있다[1]. 그러나 디지털 영상은 처리, 전송, 저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잡음이 첨가되어 영상

의 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잡음제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잡음제거 기술은 주요한 연구 분야이

다[2,3]. 영상에 첨가되는 잡음은 발생되는 원인과 형태

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펄스 잡

음,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유니폼 잡음 

등이 있다. 그 중 AWG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4].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으

며, 가장 대표적인 공간영역에서의 방법에는 A-TMF 

(alpha-trimmed mean filter), AWMF(adaptive weighted 

mean filter), SWF(spatial weighted filter) 등이 있다. 

A-TMF는 평활한 영역에서 우수한 잡음 제거 특성을 

나타내지만 화소 변화가 많은 에지 영역에서 잡음 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다. AWMF는 마스크 내부 화소 차

이를 고려하여, AWGN 제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

고 있다[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되는 AWGN의 영

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먼저 국부 마스크를 9개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평균을 이용한 에지의 크기를 

구한다. 그리고 국부 마스크의 에지 크기에 따라 세 단

계로 나누어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

기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였으

며,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Ⅱ. 기존 방법

2.1. A-TMF

필터링 마스크 내의 개의 화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을 경우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은 최소값을 나타내고, 은 최대값을 나

타낸다. 이때 A-TMF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내림 함수를 나타내고, 값의 범위

는 ≤≤ 이다. 이에 따라 A-TMF는 변수 값에 

따라 필터 특성이 변화된다.

2.2. AWMF

AWMF는 마스크의 각 화소와 국부 마스크의 평균값

과의 차이에 따라 적응 가중치를 부여하며, 식 (3)과 같

이 표현된다.

  
 




  



   




    
×     




              (3) 

여기서 은 마스크의 메디안 값을 나타내고, 는 파

라메타로 각 화소와 메디안 값의 차에 의해 결정된다.

AWMF의 최종 출력은 식 (4)와 같다.

  
∈
                  (4) 

AWMF는 저주파 영역에서는 우수한 잡음제거 특성

을 나타내지만, 화소값이 급격히 변하는 고주파 영역에

서는 잡음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다.

2.3. SWF

SWF는 국부 마스크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알고리즘으로 국부 마스크의 공간적 

거리는 식 (5)와 같다.

 
                       (5) 

국부 마스크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공간 가중치 마스

크는 식 (6)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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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가중치 마스크를 이용한 최종 출력은 식 (4)와 

같이 구한다.

Ⅲ.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된 AWGN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 크기의 국부 마스크를 9개

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평균을 크기순으로 정

렬하여 국부 마스크의 에지 크기를 구한다. 그리고 국

부 마스크의 에지 크기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 크기의 국부 마스크는 식 (7)과 같이 설정된다.

     ≤ ≤          (7)

여기서, 는 입력영상, 은 양의 정수를 의미하며 2

이고, 는 국부 마스크의 내부 인덱스이다.

일반적인 × 국부 마스크를 이용한 에지 검출 방

법은 AWGN에 훼손된 영상에서 잡음으로 인해 에지 

검출이 어렵다. 따라서, 국부 마스크의 정확한 에지를 

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잡음의 영향이 적도록 마

스크의 크기를 ×로 확장하여 식 (8)과 같이 9개 마

스크로 구분한다.

 

  

  

  

  

  

  

  

  

    (8)

에지를 용이하게 검출하기 위해 9개 구분된 영역의 

평균을 식 (9)와 같이 구한다.

  
 




                         (9)

여기서, 은 부분 영역의 요소수를 의미한다.

가중치를 적용한 에지를 구하기 위해 를 식 (10)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10)

여기서,  는 1차원 벡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

하는 함수이다. 그리고 정렬된 벡터에 대한 에지를 구

하기 위한 가중치 벡터는 식 (11)과 같다.

                  (11)

잡음에 강인한 에지를 구하기 위해, 정렬 벡터 와 

가중치 벡터 를 이용한 국부 마스크의 에지는 식 (12)

와 같다.






                         (12)

여기서, 는 1차원 벡터의 요소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부 마스크의 에지 크기에 따라 3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국

부 마스크의 에지 크기가 작은 경우, 평균 필터와 국

부 마스크의 중심화소를 합성하여 처리하고 에지 크

기가 중간인 경우, 공간 가중치 필터와 국부 마스크

의 중심화소를 합성하여 처리하며, 에지 크기가 큰 

경우, 공간 가중치 마스크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Case 1. 국부 마스크의 에지 화소들의 크기 가 임계

값 보다 작은 경우, 에지의 크기가 작으므로 국부 마

스크의 평균과 중심화소를 이용하여 최종 출력을 구한

다. 국부 마스크의 평균은 식 (13)과 같다.

 
 

∈
              (13)

여기서, 은 양의 정수를 의미하며 1이고, 는 

국부 마스크의 내부 인덱스이다.

국부 마스크의 평균과 중심화소를 이용한 최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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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식 (14)와 같이 구한다.

                     (14)

여기서, 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특성을 결정하는 파

라미터이다.

Case 2. 국부 마스크의 에지 화소들의 크기 가 임계

값 ,  사이인 경우, 국부 마스크의 중심화소와 공

간 가중치 마스크로 구한다.

공간 가중치 마스크의 가중치를 식 (15)와 같이 설정

한다.

 

∈

 


 


               (15)

여기서, 는 국부마스크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공간 가중치 마스크의 출력을 식 (16)과 같이 구한다.

  
∈

              (16)

공간 가중치 필터와 국부 마스크의 중심화소를 이용

한 최종출력을 식 (17)과 같이 구한다.

                    (17)

Case 3. 국부 마스크의 에지 화소들의 크기 가 임계

값  보다 큰 경우,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하여 구한다.

가우시안 필터의 가중치 마스크는 식 (18)과 같다.










 

               (18)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한 최종 출력을 식 (19)와 같이 

구한다.

 
∈




∈


              (19)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512⨉512 크기의 8 비

트 그레이 영상인 Baboon, Barbara에 대해 AWGN을 첨

가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은 에지

를 고려한 잡음 제거를 위해, , 를 각각 80, 180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a) (b)

Fig. 1 The original test images (a) Baboon (b) Barbara

또한 영상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PSNR을 

사용하여 기존의 A-TMF, AWMF, SWF로 성능을 비교

하였다.

그림 2, 3은 Baboon 영상과 Barbara 영상에 표준편차

가 15인 AWGN을 첨가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에서 (a)는  

A-TMF(×), (b)는 AWMF(×), (c)는 SWF

(×), (d)는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PFA: proposed 

filter algorithm)로 처리한 결과이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제거 및 에지보존 성

능을 보여주기 위해, 처리된 영상에서 고주파 부분의 

차영상을 확대하여 그림 4, 5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

서의 차영상은 원 영상과 처리된 영상의 절대 차에 3을 

곱하여 얻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기존의 A-TMF, AWMF에 

의해 처리된 영상들은 블러링 현상이 나타났고, 에지보

존 특성이 미흡하였다. SWF에 의해 처리된 영상은 에

지 보존 특성이 우수하지만 잡음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

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영상은 

에지와 같은 고주파 성분이 잘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잡음제거 방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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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Simulation result of Baboon image (a) A-TMF 
(b) AWMF (c) SWF (d) PFA

(a) (b)

(c) (d)

Fig. 4 Enlarged difference image(×3) for high- frequency 
region of Baboon image (a) A-TMF (b) AWMF (c) SWF 
(d) PFA

(a) (b)

(c) (d)

Fig. 3 Simulation result of Barbara image (a) A-TMF 
(b) AWMF (c) SWF (d) PFA

(a) (b)

(c) (d)

Fig. 5 Enlarged difference image(×3) for high- frequency 
region of Barbara image (a) A-TMF (b) AWMF (c) SWF 
(d)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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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는 Baboon 및 Barbara 영상에서 AWGN의 크

기 변화에 따른 기존의 필터들과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의 처리 결과를 PSNR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Each PSNR comparison for Baboon  image


PSNR[dB]

A-TMF AWMF SWF PFA

5

10

15

20

25

30

23.45

23.30

23.07

22.78

22.44

22.07

23.44

23.28

23.04

22.74

22.40

22.01

26.12

25.76

25.22

24.56

23.86

23.12

28.36

27.52

26.40

25.19

24.00

22.81

Table. 2 Each PSNR comparison for Barbara  image


PSNR[dB]

A-TMF AWMF SWF PFA

5

10

15

20

25

30

25.26

25.05

24.73

24.31

23.85

23.36

25.18

24.96

24.65

24.25

23.79

23.31

28.25

27.68

26.87

25.93

25.02

24.10

29.83

28.74

27.37

25.94

24.64

23.39

표 1의 결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영

상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PSNR 특성을 보였

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의 표준편차가 

15인 Baboon 영상에서 26.40[dB]의 높은 PSNR을 보이

고 있으며, 기존의 A-TMF, AWMF, SWF에 비해 각각 

3.33[dB], 3.36[dB], 1.18[dB] 개선되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WGN 환경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국부 마스크를 구분하여 각 영역의 평균을 이용

하여 국부 마스크 내의 에지 크기를 구하고 에지 크

기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밀도가 

낮은 영역 및 높은 영역에서 기존의 방법들보다 높은 

PSNR을 나타내었고, 에지 영역에서 우수한 에지 보존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환경에서 운용되

고 있는 영상처리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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