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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N 환경에서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잡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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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영상 처리는 군사, 의료, 영상인식 시스템, 로봇, 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은 영상을 획득,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영상에 중첩되는 잡음

에는 발생 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AWGN 및 임펄스 잡음이 대표적이다. 영상처리에서 잡음 제거는 영상 분

할, 영상 인식, 특징 추출 등의 전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상에 첨가된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

거하기 위해, 캐니 에지를 이용하여 비에지 영역과 에지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라 필터를 다르게 적용하여 처

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대 영상, 에지 영상 및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ABSTRACT 

Digital image processing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military, medical, image recognition system, 
robot and commercial sectors. But in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transmitting digital images, noise is generated by 
various external caus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general noise depending on the cause and form, but AWGN and 
impulse noise is one of the leading methods. Removing noise during image processing is essential to the pre-treatment 
process such as segmentation, image recognition and characteristic extraction. As such, this paper suggests an 
algorithm that distinguishes the non-edge area and edge area using the Canny edge to apply different filters to different 
areas in order to effectively remove noise from the imag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uggested algorithm, it was 
compared against existing methods using zoom images, edge images and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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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정보가 매우 활발히 교류되고 있으며, 

영상을 이를 가속화시키는 매체 중 하나이다. 또한 영

상 처리는 군사, 의료, 산업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은 처리, 전송, 저장 과

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잡음이 첨가되어 영상의 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잡음 제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3].

영상에 첨가되는 잡음에는 일반적으로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임펄스 잡음, 유니폼 잡

음 등이 있다. 그 중 AWGN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거하

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잡음을 제거하

기 위하여 많은 필터들이 제안되었으며, 가장 대표적

인 공간 영역 필터에는 A-TMF(alpha-trimmed mean 

filter), AWMF (adaptive weighted mean filter), SWF 

(spatial weighted filter) 등이 있다. A-TMF는 화소 변화

가 적은 영역에서 우수한 잡음 제거 특성을 나타내지만 

화소 변화가 많은 에지 영역에서 잡음 제거 특성이 미

흡하다. AWMF는 마스크 내부 화소 차이를 고려한 적

응 가중치로 처리하여, 저주파 영역에서 잡음 제거 특

성이 우수하다. SWF는 공간 가중치 필터로 마스크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로 처리하여 AWGN 제거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된 AWGN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캐니 에지를 이용하여 입력 영

상을 비에지 영역과 에지 영역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알

고리즘  제안하였다. 비에지 영역인 경우, 국부 마스크

를 평균하여 처리하고, 에지 영역인 경우, 국부 마스크

의 에지의 방향 화소들의 가중 평균으로 처리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된 AWGN의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하여 영상에 캐니 에지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

고 비에지 영역과 에지 영역에 따라 필터를 다르게 적

용하여 훼손된 영상의 에지를 보존하는 효과적인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1. 캐니 에지 검출

캐니 에지 검출은 1986년 John F Canny에 의해 개발

된 알고리즘으로 다단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에

서 다양한 범위의 에지를 검출하는 우수한 에지 검출 

알고리즘이다.

캐니 에지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처리된다.

Step 1.영상에 첨가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평활화 

작업을 수행한다.

평활화 처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  크기의 가

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가우시안의 필터의 가중

치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마스크의 내부 좌표를 나타내며, ±2의 

값을 갖는다. 는 가우시안 필터의 크기를 결정하며 1

이다.

Step 2. 입력 영상 내의 기울기와 방향을 찾는다.

입력 영상에 대한 1차 미분 연산자는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는   위치에서 에서의 기울기를 나

타낸다.

입력 영상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크기 및 방향은 식 

(3), (4)와 같이 구한다.

                                   (3)

  tan




 


                               (4)

캐니 에지에 사용한 기울기 연산자는 sobel 연산자를 

사용하였으며, sobel 연산자의 수평, 수직 방향의 기울

기 마스크는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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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또한 각 방향에 대한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각 방향

에 대한 각도를 그룹화 시켜준다.

Step 3. Sobel 연산자에 의해 처리된 영상에서 국부 

마스크 내의 에지 최대치를 비교하여 에지를 하나의 화

소로 변환한다.

국부 마스크 내에 기울기 방향을 참조하여 2개의 이

웃 화소와 현재 화소에 대한 에지 크기를 비교하고 가

장 큰 화소만을 결정한다.

Step 4. Non-maximum suppression에 의해 처리된 영

상에서 잡음 영역과 약한 에지 및 강한 에지를 구분하

기 위해 2개의 임계값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Step 5. 강한 에지에 약한 에지들을 포함시켜 에지 연

결을 수행한다.

그림 1은 Lena 영상에 캐니 에지를 적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b)

Fig. 1 Lena image (a) Orignal image (b) Canny edge 
image

2.2. 잡음 제거

입력 영상 에 대한 국부 마스크를 식 (6)과 같이 설

정한다.

     ≤  ≤              (6)

여기서 는 입력영상, 은 양의 정수이다.

이진화된 캐니 에지의 결과가 0이고, × 크기의 

국부 마스크 내의 에지 화소가 없는 경우, 국부 마스크

를 평균하여 최종 출력으로 구하며, 식 (7)과 같다.

 


∈


                          (7)

이진화된 캐니 에지의 결과가 0이고, × 크기의 

국부 마스크 내의 에지 화소가 있는 경우, × 국부 마

스크를 평균 및 가중치 필터를 합성하여 최종 출력을 

구하며, 가중치 마스크는 식 (8)과 같다.

  
                      (8)

여기서 는 × 국부 마스크의 내부 좌표를 나타

낸다.

이진화된 캐니 에지의 결과가 0이고, × 크기의 

국부 마스크 내의 에지 화소가 있는 경우, 최종 출력은 

식 (9)와 같다.

                      (9)

여기서 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이고, 는 

× 국부 마스크의 평균이며, 는 가중치 마스크를 

적용한 출력이다.

이진화된 캐니 에지의 결과가 1인 경우, 국부 마스크

의 화소 방향에 따라 식 (10)과 같이 구한다.

    

i f   
    

i f   
    

i f   
    

i f   

   (10)

여기서 는 에지의 방향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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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은 그림 2와 같이 512⨉512 크기의 8bit  그레

이 영상인 Lena, Peppers에 대해 AWGN을 첨가하여 시

뮬레이션하였다.

또한 제안한 필터의 객관적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PSNR을 사용하여 기존의 A-TMF, AWMF, SWF와 성

능을 비교하였다.

(a) (b)

Fig. 2 Test images (a) Lena (b) Peppers

그림 3, 5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 제거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해 AWGN(  )인 Lena 및 Peppers 영상

에서 (300, 350) 화소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50 화소 영

역에 대한 확대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5에서 (a)는  A-TMF(×), (b)는 AWMF

(×), (c)는 SWF(×), (d)는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PFA: proposed filter algorithm)로 처리한 결과이다. 기

존의 A-TMF는 저주파 영역에서 우수한 잡음 제거 성

능을 나타내었고 에지 영역에서 에지가 다소 훼손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AWMF는 저주파 영역 및 에지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SWF는 저

주파 영역에서 다소 미흡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에지 

영역에서 우수한 에지 보존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상은 화소 변하가 적은 저주파 

영역에서 기존의 필터들에 비해 우수한 잡음제거 성능

을 나타내었다.

그림 4, 6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에지 보존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각각의 필터로 처리된 영상에 Sobel 에지 

검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6에서 기존의 필터들은 에지가 아닌 영역에

서도 에지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은 처

(a) (b)

(c) (d)

Fig. 3 Zoom image(Lena) (a) A-TMF (b) AWMF (c) 
SWF (d) PFA

(a) (b)

(c) (d)

Fig. 4 Edge of simulated Lena image (a) A-TMF (b) 
AWMF (c) SWF (d)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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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Zoom image(Peppers) (a) A-TMF (b) AWMF (c) 
SWF (d) PFA

(a) (b)

(c) (d)

Fig. 6 Edge of simulated Peppers image (a) A-TMF (b) 
AWMF (c) SWF (d) PFA

리한 영상은 기존의 필터들에 비해 우수한 에지 보존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7, 8은 Lena 및 Peppers 영상에 AWGN의 크기

에 따른 각각의 필터들에 의해 처리된 영상에 대한 

PSNR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필터들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5 10 15 20 25 30
24

26

28

30

32

34

36

AWGN()

P
S

N
R

[d
B

]

 A-TMF
 AWMF
 SWF
 PFA

Lena image

Fig. 7 PSNR for Lena with standard deviation  of 
AWGN

5 10 15 20 25 30
24

26

28

30

32

34

36

AWGN()

P
S

N
R

[d
B

]

Peppers image

 A-TMF
 AWMF
 SWF
 PFA

Fig. 8 PSNR for Peppers with standard deviation   of 

AWGN

표 1, 2는 Lena 및 Peppers 영상에서 AWGN의 크기

에 따른 기존의 필터들과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의 

PSNR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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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결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

상은 기존의 필터들에 비해 우수한 PSNR을 보였다. 그

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인 Lena영상

에서 32.00[dB]의 높은 PSNR을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A-TMF, AWMF, SWF에 비해 각각 0.96[dB], 1.09[dB], 

1.26[dB] 향상되었다.

표 2의 결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

상은 기존의 필터들에 비해 우수한 PSNR을 보였다. 그

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인 Peppers 영

상에서 31.91[dB]의 높은 PSNR을 나타내었으며, 기존

의 A-TMF, AWMF, SWF에 비해 각각 1.32[dB], 

1.26[dB], 1.54[dB] 향상되었다.

Table. 1 Each PSNR[dB] comparison for Lena  image


PSNR[dB]

A-TMF AWMF SWF PFA

5
10
15
20
25
30

33.95
32.58
31.04
29.52
28.15
26.93

33.83
32.44
30.91
29.43
28.07
26.89

35.56
33.08
30.74
28.76
27.08
25.72

34.07
33.15
32.00
30.72
29.38
28.07

Table. 2 Each PSNR[dB] comparison for Peppers  image 


PSNR[dB]

A-TMF AWMF SWF PFA

5
10
15
20
25
30

33.08
31.96
30.59
29.19
27.94
26.82

33.54
32.19
30.65
29.16
27.86
26.71

34.44
32.44
30.37
28.51
26.94
25.63

33.77
32.99
31.91
30.67
29.41
28.28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캐니 에지를 활용하여 입력 영상을 비

에지 영역과 에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 

필터를 다르게 적용하여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밀도가 

아주 낮은 영역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며, 잡음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기존의 필터들 보다 우수한 PSNR을 나

타내었다. 또한 확대 영상의 차영상으로부터 기존의 필

터들에 비해 에지 영역에서 우수한 에지 보존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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