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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잡음 제거는 영상 처리의 선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잡음의 종류와 영상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제거 기법들은 고주파 성분이 많은 영상에 

대해 블러링 현상을 일으키며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AWGN 제거 과정에서 블러

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마스크 내부 화소 특성에 따라 고주파 성분 

필터와 저주파 성분 필터를 설정하며, 기준치에 입력 영상을 가감하여 각 필터의 출력을 계산한다. 최종 출력은 두 필

터의 출력에 표준편차와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 계산된 가중치를 적용한 것을 합산하여 구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에 비해 AWGN 제거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ABSTRACT

Noise removal is a pre-requisite procedure in image processing, and various methods have been studied depending on 
the type of noise and the environment of the image. However, for image processing with high-frequency components, 
conventional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removal techniques are rather lacking in performance because of the 
blurring phenomenon induced thereb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o minimize the blurring in AWGN removal 
processes. The proposed algorithm sets the high-frequency and the low-frequency component filters,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pixel properties in the mask, consequently calculating the output of each filter with the addition or 
subtraction of the input image to the reference. The final output image is obtained by adding the weighted data calculated 
using the standard deviations and the Gaussian distribution with the output of the two filters.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improved AWGN removal performance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which was verified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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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4차 산업 혁명과 IoT 기술의 발전으로 폭

넓은 분야에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되어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을 획득하거나 전송

하는 과정 등에서 잡음이 발생하여 정보를 훼손하고 있

으며, 이러한 잡음은 영상의 화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상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오류와 

잘못된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1-2]. 따라서 영상 처리에 

있어 잡음 제거는 필수적으로 선행되고 있으며, 영상의 

환경과 잡음의 종류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3-5].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중 하나인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은 통신 시스템에

서 열잡음이 시스템을 훼손시키는 특성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잡음이다. AWGN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

하며,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잡음 제

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잡음이기도 하다. 이
러한 AWGN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필터가 제시되

었으며, 대표적으로 AF(average filter)[6], AWAF (adaptive 
weighted average filter)[7], A-TMF(alpha- trimmed 
mean filter)[8], SWF(spatial Weigthed Filter)[9]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필터들은 영상의 고주파 성분이 많은 경

우 블러링 현상에 크게 훼손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6-10].
본 논문은 고주파 성분이 많은 영상에 대해 효과적으

로 AWGN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필터링 마스크의 표준편차에 따

라 고주파 성분 필터와 저주파 성분 필터를 설정한다. 
각 필터는 고주파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소 

범위를 설정하며, 화소 범위에 해당하는 입력 화소와 비

슷한 값을 가진 화소만을 추정치 계산에 사용한다. 고주

파 성분 필터는 입력 화소와 화소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두어 추정치를 구하며, 마스크 내부의 화

소 분포에 따라 추정치에 입력 화소값을 가감하여 필터 

출력을 구한다. 저주파 성분 필터는 마스크 내부 화소의 

평균치를 추정치로 하여 입력 성분에 가감하여 필터 출

력을 계산한다. 최종 출력은 저주파 성분 필터와 고주파 

성분 필터의 출력을 합산하여 구하며, 각 필터의 출력에 

대한 가중치는 마스크 내부의 표준편차와 가우시안 분

포에 의해 결정된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마스크 설정, 마스크 

내부 화소 특성 파악, 화소 범위 설정, 고주파 성분 필터 

출력 계산, 저주파 성분 출력 계산, 출력 가중치 계산, 최
종 출력 산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입력 화소  를 중심으로 마스크   

를 설정한다. 여기서 는 입력 영상의 화소 좌표를 의

미하며,   에서  는 마스크 내부 좌표를 의미

한다.  는 마스크 크기 에 따라 ≤ ≤의 

범위를 가지며, 인 경우 마스크는 ×의 크기를 

가진다.
Step 2. 효율적인 잡음 제거를 위해 영상에 포함된 

AWGN의 표준편차를 유추한다. 잡음 유추는 영상에 

인 ×크기의 마스크를 적용하여 마스크 내

부의 화소값의 표준편차가가 가장 적은 부분을 찾아 추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마스크  의 표준편차  는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은 마스크  의 화소값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영상의 잡음 추정치 는  의 최솟값으로 계산되

며, 식 (2)와 같다[11-13].

 






min  

 (2)

식 (2)에서 min는 의 최솟값을 나타내는 함수

이며, 는 의 반올림 값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Step 3. 잡음 제거를 위해 입력 영상에 × 크기의 

필터링 마스크를 설정한다. 식 (1)을 통해 구한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화소 범위를 설정한다. 화소 범위는 고주

파 필터 및 저주파 필터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설정되

며, 입력 화소에 대해 유사한 화소들을 선별함으로 고주

파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화소 범위 

  는 입력화소  와 유사한 마스크 내부의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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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며, (3)과 같은 형태로 설정된다.

   








    ≤ 

 
(3)

  × 

 (4)

최댓값  는 영상의 비트수에 잡음 추정치를 마스크 

내부 표준편차로 나눈 것을 곱한 것으로, 8bit 영상의 경

우 비트수는 256이 된다. 화소 범위는 마스크 내부의 표

준편차가 클수록 고주파 성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판단

하여 범위를 축소한다. 반대로 표준편차가 낮은 경우 저

주파 영상으로 판단하여 범위를 확장하며, 마스크 내부 

요소 대부분을 필터링에 사용한다.
Step 4. 영상의 고주파 성분에 대한 출력을 구하기 위

해 추정치를 계산한다. 추정치는 입력 화소에 대한 마스

크 내부 요소들의 화소값 차이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

여 구한다. 고주파 성분 필터에 대한 추정치  의 수학

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14].

   exp   

    


 (5)

   
  




  



    
(6) 

 
 




  




  



    
(7)

식 (5)에서  는 입력 화소와 마스크 내부 요소의 화

소값 차이에 따라 가중치를 부가하는 필터이며, 화소 범

위에서 벗어난 화소값에 해당하는 계수를 보상하기 필

터링에 사용된 필터 계수의 합  를 역수로 취하여 필

터 출력에 곱한다.
고주파 성분 필터의 출력  는 추정치에 입력 신호

를 가감하여 결정되며, 수학적 표현은 식 (8)과 같다.

  
 


max  



max  


 
 

 (8)

여기서 max 는 와 를 비교하여 더 큰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이며, 마스크 내부 화소의 표준편차가 잡

음 추정치 보다 낮은 경우 추정치  가 고주파 필터

의 출력으로 사용되며, 반대로 높은 경우 필터링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입력신호에 가중치

를 적용하여 출력 신호에 가한다.
Step 5. 저주파 성분 필터의 출력은 입력 화소와 비슷

한 화소들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치로 사용하여 계산된

다. 저주파 성분 필터에 대한 추정치   는 마스크 내부

의 화소 범위를 만족하는 요소의 집합을  이라 할 때, 

 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저주파 성분 필터의 추정

치  와 출력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max  


max  


 
   (10)

식 (9)에서  는  의 원소 개수를 의미한다. 저주

파 성분 필터는 저주파 영역의 경우 표준편차가 잡음 추

정치보다 낮게 측정되어 마스크 내부 요소의 평균을 출

력으로 사용하여 AWGN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반대로 

고주파 영역의 경우 평균 필터로 발생하는 블러링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 신호를 가감하여 출력을 구

한다.
Step 6. 최종 출력을 구하기 위해 고주파 성분 필터와 

저주파 성분 필터의 출력에 대한 가중치를 구한다. 가중

치 는 다음 수식과 같이 마스크 표준편차  와 가

우시안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다.

  min
 


  (11)

   


exp

 


 (12)

   


exp

 


 (13)

식 (11)에서  는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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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스크 표준편차와 잡음 추정치로 구한다. 이때, 
min 는 와 를 비교하여 더 작은 변수를 사용하

는 함수이며, 계산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

을 막기 위해 최대치 보다 큰 경우  를 로 고정한

다.  는 마스크 표준편차가 클수록 큰 값을 가지며, 값

이 작은 경우 저주파 필터를 강조하며,  의 값이 커질

수록 고주파 필터를 강조하는 성질이 강해진다. 가우시

안 분포의 위치를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가우시안 분포

의 표준편차는   의 값을 가지며, 최대치는   의 

값을 갖는다. 

Fig. 1 Gaussian distribution

그림 1은 가우시안 분포와 각 필터의 가중치를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의 값이 클수록 각 필터에 적용되는 가중치

의 편차가 커지게 되며, 의 값은 클수록 식 (12)의 

 는 저주파 성분 필터의 가중치를, 식 (13)의 

 는 고주파 성분 필터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는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각 필터의 변수를 의미하며, 
평균과 함께 각 영상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여기서, 각 변수는    


,   


의 값

을 가지며, 각 필터의 가중치의 비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 값이 클수록 각 필터를 강조하는 특성이 강해

지며, 제안한 알고리즘은  으로 설정하였다. 
Step 7. 최종 출력  는 다음 수식과 같이 각 필터의 

출력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의 합산으로 나타낸다.

    

     (14)

그림 2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이다.

Fig. 2 Flow-chart of proposed algorithm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 
크기의 8비트 그레이 영상인 Baboon과 Barbara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시뮬레이션에 이용

된 원영상과, 표준편차가 15인 AWGN에 훼손된 잡음 

영상이며, 처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영

상을 × 크기로 확대한 영상이다. 영상을 확대

한 위치는 Baboon은 [400, 350] 위치를, Barbara는 [300, 
200]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AF, AWAF, A-TMF, 
SWF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리한 결과와 원영상과의 차영상을 확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 필터는 인 × 크기의 

마스크로 처리하였으며, 차영상은 원영상과 잡음 영상의 
화소값 차이의 절댓값에 2배수를 적용하여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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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mage Noise image

Baboon

Barbara

Fig. 3 Test image

그림 4에서 기존 AF, AWAF, A-TMF로 처리한 결과

는 저주파 성분에 대한 손실이 적은 반면, 고주파 성분

과 에지 부분에서 손실이 크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aboon 영상의 수염 부분과 Barbara 영상

의 머플러 부분의 줄무늬 영역에서 차영상이 크게 발생

하였으며, 잡음 제거 과정에서 영상의 고주파 성분의 손

실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SWF으로 처리한 결과의 

차영상의 경우 AF, AWAF와 A-TMF의 차영상과 비교

하여 고주파 영역의 손실이 적었으나, 주변 영역에 비해 

밝기가 밝은 점을 볼 수 있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

한 차영상은 기존 방법들에 비해 밝기가 밝은 부분이 현

저하게 적었으며, 영상의 고주파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잡음을 제거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저주파 

영역의 AWGN역시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으며,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Standard
deviation

PSNR of Baboon image [dB]

AF AWAF A-TMF SWF PFA

5 23.27 23.44 23.56 26.12 34.76

10 23.15 23.28 23.38 25.76 29.72

15 22.96 23.03 23.10 25.22 27.12

20 22.72 22.74 22.78 24.57 25.37

25 22.42 22.40 22.40 23.85 24.02

Table. 1 PSNR comparison for Baboon image

Standard
deviation

PSNR of Barbara image [dB]

AF AWAF A-TMF SWF PFA

5 25.16 25.18 25.31 28.25 36.36

10 24.98 24.96 25.06 27.67 31.48

15 24.69 24.64 24.68 26.85 28.73

20 24.35 24.27 24.24 25.98 26.80

25 23.91 23.80 23.73 25.01 25.42

Table. 2 PSNR comparison for Barbara image

표 1과 2는 각각의 필터들로 처리한 영상의 기존 영

상에 대한 PSNR을 나타낸 것이다.

AF AWAF A-TMF SWF PFA

Baboon

Barbara

Fig. 4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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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WAF와 A-TMF로 처리한 결과의 PSNR은 

AWGN의 표준편차와 관계없이 Baboon 영상과 Barbara 
영상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AWGN의 표준편차가 

낮은 영상에서 블러링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 다소 미흡

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SWF의 경우 비교적 손실이 적지

만 표준편차가 낮은 영상에서 필터링에 의한 손실이 다

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

으로 처리한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

으며, 특히 AWGN의 표준편차가 작은 상에서도 높은 

PSNR을 나타내며 효과적인 잡음 제거 성능을 보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AWGN에 훼손된 영상에서 고주파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마스크 내부의 표준편차를 

통해 영상의 고주파 성분 및 저주파 성분을 파악하였으

며, 각 성분에 대한 필터의 출력을 구하여 가우시안 분

포와 표준편차를 이용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출력

을 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고주파 성분

이 밀집한 부분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확대영상과 

차영상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존 방법들에 고주파 성분

이 많은 영상에서 블러링 효과가 적게 나타났으며, 저주

파 영역의 AWGN 제거 역시 적합하였음을 확인하다. 
제안한 방법의 PSNR은 잡음 확률 표준편차가 15인 

AWGN에 훼손된 영상을 처리한 결과 Baboon 영상에서 

27.12dB로 기존의 AF, AWAF, A-TMF, SWF로 처리한 

결과에 비해 각각 4.16dB, 4.09dB, 4.02dB, 1.90dB 개선

되었으며, Barbara 영상에서는 28.73dB로 각각 4.04dB, 
4.09dB, 4.05dB, 1.88dB 개선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주파 성분이 많은 환경에서 기

존의 방법보다 AWGN 제거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블러

링 현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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