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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제한된 연산 환경에 합한 상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존의 연구들

과 비교할 시에 스마트폰에서 보다 빠르게 상 후처리 결과물을 얻고, 품질 인 면에서도 비교할 만한 수

의 상을 얻는 앱 환경에서 실용 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조도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한 

상잡음 제거 알고리즘은 상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가우시안 잡음만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상 복원과정

에서 발생하는 연산량을 감축하면서 윤곽선의 블러링 상을 방지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평균필터

와 메디언 필터 용 기법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PSNR 값을 가짐을 보 다. 그리고 상 내 윤곽선의 흐려짐

을 방지하여 기존의 방법들에 의한 결과들보다 선명한 상 품질을 가지며, 한 기존의 라 라시안 마스크 

연산 용에 비해 연산량을 약 52% 감소시킴으로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구   용

했을 때도 복원된 상이 원 상에 훨씬 근 하는 상복원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age denoising algorithm appropriate for mobile smart phone equipped with limited computing 

ability, which has better performance and at the same time comparable quality comparing with previous studies. The proposed 

image denoising algorithm for mobile smart phone cameras in low level light environment reduces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also prevents edge smoothing by extracting just Gaussian noises from the noisy input image.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 we 

verified that our algorithm has much better PSNR value than methods applying mean filter or median filter. Also the result image 

from our algorithm has better clear quality since it preserves edges while smoothing input image. Moreover, the suggested algorithm 

reduces computational complexity about 52% compared to the method applying original Laplacian mask computation, and we 

verified that our algorithm has good denoising quality by implementing the algorithm in Android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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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 카메라는 소형화된 모듈  센서를 가지

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장소  실내 등의 열

악한 환경에서 촬  시 잡음(noise)이 많아 상 품질

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 품질을 개선을 목 으로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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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잡음 제거를 한 상 후처리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에서 

직  활용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최

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1].

상잡음은 상의 획득, 변환  송 과정에서 

혼입되는 원 상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정보를 의미

한다. 일반 으로 조도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로 상을 획득하는 경우 이미지 센서 동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잡음 즉, 열잡음(thermal noise)

이 발생한다. 이러한 잡음들은 획득 상에서 가우시안 

잡음 형태로 발생하여 원 상에 한 왜곡을 유발한

다[2-4].

일반 으로 가우시안 잡음이 섞인 상을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는 공간 역에서의 필터링 방법으로 인

한 화소들 사이의 계를 활용하여 마스크 역의 

심화소를 한 수치로 수정하는 평균필터(mean 

filter)[5-6] 용방법과 메디언필터(median filter)[7] 

용 기법들을 활용한다[8]. 이러한 방법들의 용은 

에지에서 블러링 상이 유발된다[2-4]. 이러한 블러

링 상을 개선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4]

되었지만,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에서 간

편하게 직  활용하기 해서는 연산량 감축 역시 고

려되어야할 요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도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획득된 상에서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한 

상으로 개선하기 해, 먼  라 라시안(laplacian) 

마스크 필터[9]를 이용하여 윤곽선을 추출한다. 다음

으로 추출된 화소 값을 기 으로 가우시안 잡음이 포

함된 화소를 선별한 후 평균필터 기법을 용하여 가

우시안 잡음을 제거하는 스마트폰 앱 환경에 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잡음제거 방법의 

성능을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 개념을 용한 계산

량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한 평균필터 만을 용하

을 경우 는 메디언필터 만을 용했을 경우에 

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10]값을 비교하

여 기존의 방법들과의 차별성을 검정하 다. 마지막으

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 한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 앱에 용하여 잡음 제거 특성을 확인하 다.

Ⅱ. 기존의 상잡음 제거 방법

일반 으로 상의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하기 한 

방법으로는 공간 역에서는 표 으로 평균필터  

메디언 필터 용 기법들이 있으며, 주 수 역에서

는 고역통과필터 용 방법[4]이 있다. 주 수 역 

필터링 기법들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연산량이 많

아 스마트폰 카메라 환경에서 용하기 곤란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간 역 필터링 방법으로 근한다[5].

일반 으로 공간 역에서의 필터링 근방법은 크

게 공간선형필터링 개념에 기 를 둔 방법과 그것의 

변형 방법, 그리고 비 공간선형필터링 개념에 기 를 

둔 방법  그것의 변형 방법들이 가우시안 잡음 개

선을 해 연구  용되어 왔는데, 이들의 개념  

장단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공간선형 필터링 근방법에는 표 인 방법

인 평균 필터 방법과 변형된 형태로 용하는 변형법

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평균 필터 방법은 필터링 

하고자 하는 마스크의 심 화소를 인 한 화소와의 

평균값으로 체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주

 역 윤곽선의 상세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 내 윤곽선을 보존하지 못하는 블러링 상을 유

발 시킬 수 있는 단 이 있다[5]. 한 이것의 변형법

으로 잡음이 추가된 상에 용할 마스크 내의 표

편차 값을 구하고 임계값에 따라 벨을 나  후 마

스크 치에 따라 벨을 고려하여 에지 보존을 개선

하는 방법이 있다[6].

비 공간 선형 필터링 근 방법에는 표  방법으

로 메디안 필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처리화소와 

인 화소로부터 마스크 내의 화소들을 크기가 작은 

화소들로부터 정렬한 후에 앙 화소 값으로 체하

는 간단한 방법이다[7]. 그러나 잡음 값을 그 주 에 

있는 가장 근 한 값을 체하기 때문에 잡음성분이 

선택되는 경우가 은 단 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필터 응용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잡음 추정을 이용한 개선된 노이즈를 제거하

는 방법이다[11].

에서 설명한 상복원에 사용하는 방법들의 특성

을 요약하면 평균필터 기법의 경우는 잡음 성분도 평

균의 계산에 포함되므로 출력이 잡음의 향을 받는

다. 하지만 메디언 필터의 경우는 잡음 값을 그 주

에 있는 가장 근 한 값으로 체하여 잡음 성분이 

선택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메디언 필터 기법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한 상 잡음 제거 알고리즘

 603

용한 출력 상은 잡음의 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마스크 내 모든 화소를 정렬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평균필터보다 5배정도 더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결

국 이 이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에서 직

 활용하기 해서는 문제가 된다.

Ⅲ. 제안된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도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

메라를 한 상잡음 제거 알고리즘은 상획득 과

정에서 발생한 가우시안 잡음만 찾아내어 제거한다. 

즉 평균필터 용기법은 잡음 제거 과정이 상 체

를 상으로 하여 상 복원과정에서 블러링 상이 

발생하는데 반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먼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으로 가우시안 잡음으로 추정되는 화소

만 선별한 후, 그 다음으로 평균필터 기법을 용하여 

연산량 감축과 윤곽선의 블러링 상을 방지한다. 결

과 으로 조도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획득한 

상의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블러링 

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 앱 환경에서 합한 알고리즘으로 고려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상잡음 제거 알고리즘 
Fig. 1 Proposed image denoising algorithm

(과정 1) 

먼  상획득  처리의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원 배열 1개로만 처리하여 

연산 양을 인다. 따라서 투명도(A), 색(R), 녹색

(G), 청색(B)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 4개로 이루어진 

ARGB_8888방식의 32비트 컬러 상을 휘도 신호(Y), 

휘도 신호와 청색 성분의 차(U), 휘도 신호와 색 

성분의 차(V)의 3가지 정보로 색을 나타내는 형식인 

YUV방식으로 변환하고 2차원 배열 1개인 휘도신호

(Y)로만 표  된 상만 이용한다[4]. ARGB_8888방

식의 상을 YUV방식 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식 

(1)과 같다.

   
 
 

(1)

(과정 2) 

두 번째로, 휘도신호(Y)로만 표 된 상의 각 화

소는 모두 0에서 255 범  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상 내 체 화소 값의 평균으로 상의 획득 당시가 

조도 환경이었는지 별하는 데 활용한다. 체 화

소 값의 평균이 130이상인 경우는 조도 환경에서 

획득한 상이 아닌 경우로 단하고, 다만 130이하인 

경우를 조도 환경에서 획득한 상이라 가정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용한다.

(과정 3)

세 번째로, 조도 환경에서 획득된 상을 상으

로 하여 휘도신호(Y)로만 표 한 상을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 기법을 용하여 윤곽선을 추출한다.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은 x와 y방향으로 함수의 

변화량을 찾아내어 윤곽선을 검출하는 기법이다[9]. 

일반 으로 2차 미분 값을 이용하는 라 라시안 마스

크 필터링 기법은 모든 방향의 윤곽선 검출은 물론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윤곽선도 검출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의 동작과정
Fig. 2 Operation process of Laplacian mask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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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의 결과는 원 상의 

앙 화소 값을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동작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앙값은 음수를 가지며 모든 요소 값의 합

이 0인 마스크를 원 상과 AND 연산하는 개념이다. 

만약 AND 연산 후 앙 화소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0으로 입한다. 이러한 과정을 상 체에 

용하면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을 통한 원 상

의 윤곽선 추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라 라시안 마스

크는 일반 인 그림 3의 (a)와 같은 8방향 라 라시

안 마스크가 아니라 (b)와 같은 4방향 라 라시안 마

스크 용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연산량을 이기 

함이다. 즉 하나의 심화소를 구하기 해 3x3 8방

향 라 라시안 마스크를 이용하는 경우 9회 AND 연

산을 하고 8번의 덧셈을 하는 반면에, 4방향 라 라시

안 마스크를 이용하면 각선 방향의 요소가 0이므로 

연산이 불필요하여 AND 연산은 5회, 덧셈은 4회로 8

방향 라 라시안 마스크를 이용할 때보다 연산량이 

약 52%로 감소한다. 이는 스마트폰의 앱에서 상을 

처리하는 특성상 요한 요소이다. 이 게 하더라도 

화소의 선명성은 아주 미미한 향을 미치나 실험 결

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존함을 확인하 다.

            

(a) 8방향 라 라시안          (b) 4방향 라 라시안  
       마스크                       마스크

그림 3. 8방향  4방향 라 라시안 마스크 개념
Fig. 3 8-way and 4-way Laplacian mask concept

그림 3에서 제안된 상잡음제거 알고리즘의 (과

정 3) 즉,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 과정을 마친 

상은 각 화소가 0에서 255사이 값을 갖으며 상의 

화소 값이 변화함에 따라 략 인 윤곽선 추출이 

그림 4의 (b)에서 나타낸 음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

는 6x6인 원 상의 화소 값과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 후의 화소 값을 나타낸 그림 4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다. 

 

       (a) 원 상       (b) 라 라시안 필터링 결과

그림 4. 원 상과 라 라시안 마스크 필터링 결과
Fig. 4 Result of Laplacian mask filtering applied to 

original image

(과정 4)

네 번째로, 각 화소 값에 해 임계값 0과 180사이

의 범 의 값을 갖는 화소만 가우시안 잡음으로 간주

한다. 가우시안 잡음으로 간주된 화소는 3x3 평균 필

터링 기법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그 외 화소는 

열화되지 않은 화소로 간주되며 원 상의 화소 값을 

변화 없이 결과 상의 화소 값으로 출력한다. 여기서 

임계치로 정한 0과 180이란 값은 부분의 조도 환

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한 상에서 

가우시안 잡음으로 나타나는 화소 값들의 평균이다. 

결과 으로 잡음으로 간주된 일부 화소만 평균필터링

을 함으로써 상 내 포함된 가우시안 잡음은 제거하

고 원 상에서 윤곽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그 로 

표 하여 블러링 상으로 인해 상이 체 으로 

흐려짐을 방지한다.

(과정 5)

마지막으로 휘도신호(Y)로만 표 된 상에서 와 

같은 잡음제거 과정을 모두 마치면 잡음이 제거된 Y 

level 상과 처음 YUV방식 상으로 변환할 때 구

했던 U와 V값을 식(2)에 입하여 ARGB_8888방식 

상으로 변환하여 출력 상을 얻는다[4].

   
   
   

(2)

IV. 실험  성능평가

제안된 알고리즘의 가우시안 잡음 제거 성능을 평

가 상으로 LENA 상을 사용하 는데, 이는 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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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σ)가 5~10인 가우시안 잡음에 의해 인 으로 훼

손된 512x512 크기이다. 상 상에 제안된 알고리

즘을 용한 후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10]

값을 비교하여 기존의 가우시안 잡음 제거 방법인 평

균필터 용 기법  메디언필터 용 기법과 성능을 

분석한다. 

일반 으로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은 

다음 식 (3)으로 정의되고, MSE(Mean Squared 

Error)는 식 (4)로 얻는다[12]. 식 (3)에서 255는 샘  

픽셀이 8비트임을 나타내고, 식 (4)의 R과 C는 상

의 행렬의 가로  세로 크기를 의미하며, O는 원 

상, N는 잡음이 첨가된 상을 의미하며 행렬 값은 

해당 화소 값을 나타낸다.

 ㆍlog
 


 (3)

ㆍ
 










 (4)

그림 5는 LENA 상에 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5

의 (a)는 원 상이고 (b)는 원 상에 하여 표 편

차(σ)가 10인 가우시안 잡음을 주입한 상이며 (c), 

(d), (e)는 각각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한 기존의 필터 

기법들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용한 실험 결과이다.

      

      (a) 원 상           (b) 잡음이 첨가된 상

      

 (c) 평균필터기법 용    (d) 메디언 필터기법 용

(e) 제안 알고리즘 용

그림 5. LENA 상에 한 실험 결과
Fig. 5 Simulated LENA images

그림 5의 (c)와 (d)에 의한 결과 상들은 상 복

원과정에서 잡음 제거에는 우수하나 윤곽선을 흐리게 

만들어 원 상에 비해 화소 변형이 더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결

과 (e)는 잡음제거 성능 측면에서 (c)  (d)와 거의 

유사하며 윤곽선과 같은 상세정보는 더욱 우수하게 

보존되어 결과 으로 조도 환경에서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한 상 잡음 제거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좀 더 구체 인 성능 분석으로 아래 그림 6과 같은 

실험 결과를 산출하 는데,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방

법은 가우시안 잡음의 분산이 작을수록 훨씬 우수한 

잡음제거 성능을 나타내어 다른 기존의 필터 용 기

법들과 비교하면 모든 역에서 높은 PSNR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스마트폰에서 획득한 상에 앱 환경에서 

간단히 용하면 복원된 상이 원 상과 훨씬 근

하여 우수한 상복원 성능을 가진다.

그림 6. LENA 상에 한 PSNR 비교
Fig. 6 PSNR characteristics of LENA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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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필터의 특성 비교
Table 1. PSNR values of LENA images

Standard 
deviation

( )

Application techniques  (Unit : dB)

Noised 
Average 
filter

Median 
Filter

Proposed 
algorithm

5 37.13 30.26 38.45 44.95

6 35.57 30.26 37.93 43.70

7 34.22 30.26 37.43 41.93

8 33.08 30.26 36.88 40.11

9 32.05 30.26 36.34 38.05

10 31.15 30.25 35.85 36.21

마지막으로 그림 7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안드로이

드 기반의 스마트폰 앱으로 구 하여 동작하는 이

다. 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작한 카메

라 인텐트를 활용하 고 기능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한 

상획득(그림 7에서 쳐 기능)  상처리(그림 7

에서 처리 기능) 등이며 나머지 획득 상  처리된 

상들은 자동으로 장되게 구 하 다. 

그림 7.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앱 구
Fig. 7 Implementation of Android smart phone App

V.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도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

메라를 한 상잡음 제거 알고리즘은 상획득 과

정에서 발생한 가우시안 잡음만 찾아내어 제거함으로

써 상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량 감축  윤곽

선의 블러링 상을 방지한다. 즉 평균필터가 체 

상을 상으로 하여 용하는 데 반해, 제안한 알고리

즘은 가우시안 잡음으로 선별된 화소만 평균필터 기

법을 용하여 연산량 감축과 윤곽선의 블러링 상

을 방지하 다. 

실험 결과로 우수한 PSNR 특성을 확인하 고, 기

존의 라 라시안 마스크 연산 용에 비해 연산량을 

약 52% 감소시킴으로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구   

용했을 때도 복원된 상이 원 상과 훨씬 근 하

여 우수한 상복원 성능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잡음 제거 알고리

즘은 조도 환경에서 획득한 상의 잡음제거  스

마트폰 내 상처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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