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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잡음제거에 주로 적용되어 왔던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 기법을 개량하여 에지 

정보를 더 잘 살리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잡음 영상에서 에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웃 

픽셀값들의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에지와의 거리를 기반으로 필터의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잡음 제거를 수행하면 기존의 잡음 제거율을 유지하면서도 에지 

정보를 보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서론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영상 취득 장치 및 디지털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재현 장치가 보편화되면서 높은 품질의 

영상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상의 

문제로 취득할 수 있는 영상의 화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득한 영상을 후 처리를 통해 화질을 개선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잡음 제거 알고리즘 중 하나인 양방향 필터 기법은 주어진 

잡음 영상에서 거리 정보와 픽셀값 정보를 이용하여 필터의 

계수를 결정하는 기법이다.[1] 이 기법은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아 다양한 영상처리에서 사용되고 있다. 타 잡음제거 

알고리즘과 같이 양방향 필터 기법 또한 영상을 흐리게 하여 

잡음을 흐트러뜨린다. 때문에 원 영상의 윤곽이 희미해져 에지 

정보를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에지와의 거리에 

따라 필터 계수를 바꾸어 블러링 정도를 조절하면 에지 정보도 

더욱 잘 보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적응적 필터에 대한 연구도 

여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3][4][5] 

영상의 에지를 검출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캐니 

검출기(canny edge detector)[2]나 소벨 마스크(sobel 

mask)는 인접한 픽셀의 차이인 경사도(gradient)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에지 주변에서는 픽셀의 값이 크게 변하고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점에 있는 픽셀은 주변 픽셀과 비슷한 

픽셀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사도 기반의 에지 

검출기는 유의미하지만, 잡음 영상에서는 잡음으로 인해 에지가 

아닌 점에서도 높은 기울기를 가져 오검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지에서 가까운 픽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픽셀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무잡음 영상에 비해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잡음에 둔감한 에지 정보 검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와의 거리에 따라 계수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여 에지 성분의 보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크게 2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2.1 장에서는 

잡음 영상에서 보다 잡음에 둔감하게 에지 정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분산 영상 기법을 제안한다. 2.2 장에서는 검출된 

에지와의 거리를 통해 에지와 가까운 점에서는 블러링을 덜 

일어나게 하고 에지와 멀리 떨어진 점에서는 블러링이 많이 

일어나게 조절하여 양방향 필터를 설계한다. 3 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여러 잡음 영상에 적용하여 기존의 양방향 필터에 대해 

잡음 제거 정도와 에지 보존 정도를 비교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다. 

 

2. 제안 알고리즘 

 
1. 에지 추정 알고리즘-분산 영상 

본 논문에서는 에지를 추정하는 데에 분산 영상을 

이용한다. 분산이미지는 각 픽셀 당 이웃 픽셀들의 픽셀값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미지로 만든 것으로, 식 (1)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1) 

 

이 식에서        는 결과 분산영상의 픽셀 x 에서의 픽셀값이고, 

  는 x 와의 거리가 특정 값 이하인 이웃픽셀들의 집합,     는 

원본 입력 영상의 픽셀 y 에서의 픽셀값을 의미한다. 

영상의 에지 주변에서의 픽셀값 분포는 2 개의 잡음 

모델이 혼합된 형태, 에지에서 떨어진 부분에서의 픽셀값 

분포는 1 개의 잡음 모델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산 

영상의 픽셀값은 에지 주변에서 커지고 에지에서 멀어지면 

작아지는 경향성을 갖는다. 이 성질은 분산 영상이 기울기 

영상처럼 에지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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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에지를 추정할 수 있다. 영상의 잡음 정도에 따라 

에지가 아닌 부분에서 큰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기울기 

영상에 비해 이 분산 영상은 더 안정적으로 에지를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영상에서의 에지 추정에 캐니 

검출기를 사용한다. 다만 분산 영상에서는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non-maxima suppression 단계는 제외하고 이진화 

단계와 에지 연결 단계만을 사용하였다.  

이진화 단계에서는 이중 임계값으로 영상을 이진화 시켜 

높은 임계점보다 높은 값을 갖는 픽셀은 에지 픽셀로 확정하고 

낮은 임계점보다 높은 값을 갖는 픽셀은 후보 픽셀로 저장해 

둔다. 에지 연결 단계 에서는 이진화 단계 에서 확정한 경계 

에지 주변에 있는 후보 픽셀들도 에지 픽셀로 결정하여, 에지를 

연결해 준다. 이 과정을 통해 에지 영상을 얻게 된다. 

 

2. 잡음 제거 알고리즘 – 에지 적응적 양방향 필터 

양방향 필터는 식 (2)를 통해 영상을 처리한다. 

                                           (2) 

k는 normalization 인수로,  

                                     (3) 

의 값을 갖는다. c 와 s 는 각각 픽셀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잡음 제거를 하는 공간 필터와 픽셀값의 차이를 

이용하는 범위 필터 계수로, 가우시안 모델을 가정하면 

        
 
 

 
 
      

  
 
 

                    (4) 

                   
 
 

 
 
         

  
 
 

       (5) 

   이 된다. 이 식에서      의 값을 조정하면서 필터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σ가 작아지면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계수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원본 영상에 가까워 에지 정보는 잘 

보존하는 대신 잡음 제거 성능은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σ가 

커지면 잡음 제거 성능은 높아지는 대신 원본영상에서 크게 

벗어나 에지 정보를 많이 잃는다. 

본 논문에서는 σ를 영상 전체에서 고정된 하나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 값 중에서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에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픽셀에서는 가지고 있는 에지 정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다소 

경계 정보를 잃더라도 잡음 제거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는 큰 σ값을 선택하고 반대로 에지 

주변의 픽셀에서는 잡음 정보가 에지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므로 σ를 낮춰 잡음 제거 성능이 낮더라도 에지 

정보를 보존하도록 한다. 

즉, 필터의 σ값은 각 픽셀과 에지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한다. 

픽셀과 에지와의 거리는 픽셀을 중심으로 (2N+1)*(2N+1)의 

윈도우를 잡아 그 안에 있는 2-1 에서 구한 에지 픽셀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즉 

         
     
   

            
                              

                             
 

    
                           
   
 

                        
             

 

  (a)   (b)  (c) 

그림 1.  에지 추정 알고리즘 결과. (a) 원 무잡음 영상에서의 

에지, (b) 잡음 영상에서의 캐니 에지, (c) 잡음 영상에서 분산 

영상법을 통해 구한 에지 

 

    
                           
   
 

                        
             

이다. 이 조건을 식 (2)~(5)에 대입하여 양방향 필터 결과를 

얻는다. 

 

3. 실험 결과 
1. 경계 추정 알고리즘 

그림 1 은 잡음 영상에서 캐니 검출기와 제안된 분산 

영상법을 이용하여 구한 에지 정보와 실제 에지 정보를 

보여준다. 니 검출기의 경우는 원본 에지 정보를 다 포함하지만 

픽셀값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잡음으로 인해 생긴 

굴곡도 에지로 판단한다. 분산 영상법을 사용하면 픽셀 값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잡음으로 인해 생긴 

굴곡은 거의 무시하지만, 어느 정도는 원본 에지 정보를 잃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의 대략적인 위치와 분포도에 따라 필터 

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에지 픽셀을 과다 검출하여 영상의 

많은 부분이 에지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는 캐니 검출기는 

적합하지 않다. 분산 영상의 경우 에지 정보를 일부 잃지만, 

에지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고 에지가 많이 분포하는 부분과 

적게 분포하는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잡음 제거 알고리즘-에지 적응적 양방향 필터 

그림 2 는 동일한 잡음 영상에 기존 양방향 필터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지 적응적 양방향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양방향 필터에 비해 에지 적응적 양방향 필터의 

결과에서 원숭이의 수염, 눈 등의 세밀한 부분에서 에지 정보를 

잘 보존하고, 코와 같이 평탄한 부분에서는 잡음을 더 잘 

제거하였다. 

표 1 은 여러 영상에 각각 가우시안 노이즈와 균일 노이즈를 

섞고, 기존의 양방향 필터와 에지 적응적 양방향 필터를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잡음 제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결과 영상의 신호-잡음비를 비교하였고, 

에지성분 보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잡음이 없는 원본 영상의 

에지 영상과 잡음제거 후의 각 에지 영상간의 

NCC(normalized cross correlation) 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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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양방향 필터 결과 영상. (a) 기존 양방향 필터 적용 결과 (b) 에

지 적응적 양방향 필터 적용 결과 

   

영상/ 

잡음 모델 

신호 잡음비 

 비교(dB) 

에지 NCC  

비교 

 기존 제안 기존 제안 

Lena/gauss 16.24 18.44 0.2971 0.3251 

Lena/uniform 10.06 10.40 0.3911 0.4986 

Baboon/gauss 12.48 11.86 0.3974 0.4015 

Baboon/uniform 14.69 15.42 0.5359 0.5510 

Barbara/gauss 15.83 17.13 0.4508 0.5101 

Barbara/uniform 16.99 17.68 0.5348 0.5603 

Light/gauss 16.08 17.74 0.3466 0.3600 

Light/uniform 17.31 19.24 0.3860 0.3975 

Kodak/gauss 11.55 11.25 0.4721 0.4739 

Kodak/uniform 13.85 14.18 0.6237 0.6132 

평균 14.51 15.33 0.4436 0.4691 

표 1. 다양한 영상과 잡음 모델에서의 기존 방법 및 제안한 방

법의 성능 비교 

 

실험에 사용한 영상들에서 신호 잡음비를 평균 

0.8dB 향상시킴과 동시에, 에지 영상의 NCC 도 2.3%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코닥 영상과 같이 일부 원본 

영상에서 에지 성분이 많고 강했던 영상에서는 오히려 에지 

정보를 많이 잃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분산 영상을 통해 

에지 정보를 추출할 때 threshold 를 낮춰 보다 많은 점을 

에지로 판단하게 하는 등 간단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지와의 거리에 기초한 적응적인 계수를 갖는 

새로운 양방향 필터를 제안한다. 우리는 원 잡음 영상에 대하여 

잡음에 둔감하게 개략적인 에지 정보를 얻기 위해 이웃 

픽셀들의 픽셀값의 분산을 통해 분산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에지를 검출한다. 이 에지성분은 양방향 필터의 계수를 

결정한다. 에지에서 먼 픽셀일수록 잡음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낮추고, 에지에서 가까울수록 에지 정보를 

블러링시키지 않기 위해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기존 양방향 필터에 비해 전체적인 잡음 제거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에지 정보도 보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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