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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에 의해 상의 열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우시안 잡음과 임펄스 잡음이 

첩되어 생성된 복합잡음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지정보를 고려하며 임펄스 잡음과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잡음이 첩된 복합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

은 먼  잡음의 종류를 단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가 AWGN이라고 하면 self-adaptive weighted mean 필터를 사용

하여 구하여진 값과 마스크 내의 간값 사이의 평균을 출력으로 한다. 만약 임펄스 잡음이라고 단 될 경우, 변형

된 비선형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 고 단 기

으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사용하 다. 테스트 상들에 한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보다 잡음제거나 에지보존 등 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image signal processing, image signal is corrupted by various noises and caused the degradation phenomenon. And Images often 

corrupted by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nd impulse noise which called mixed noise. In this paper, the algorithm is proposed to 

remove mixed noise while keeping edge information. The proposed algorithm first classifies the noise type, if the classify result is AWGN, 

then the mean of the output after using self-adaptive weighted mean filter and median value will be the outfiltering value. And if the noise type 

is impulse noise, then the noise is removed by a modified nonlinear filter. Also we compare existing methods through the simulation and using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as the standard of judgement of improvement effect. The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on test images 

indicate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raditional filtering algorithms.

키워드

임펄스 잡음, AWGN, Edge, 복합잡음,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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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의 잡음은 획득 는 송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잡음은 원 상의 화소값들을 변화시키기 때

문에 원래의 정보를 괴시켜 결과 상에 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잡음제거는 상처리 역에

서 아주 요한 부분이다[1]. 잡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는 임펄스 잡음,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그리고 이 두 가지 잡음이 첩되어 생성

된 복합잡음 등이 있다. 실제에서 상은 복합잡음에 의

하여 왜곡될 확률이 높은 만큼, 복합잡음에 의하여 훼손

된 상에 한 복원은 임펄스 잡음이나 AWGN이 상

에 단독 으로 존재하는 상의 복원보다 복잡도와 난

이도가 높아서 상처리 역에서의 도 으로 볼 수 있

다[1-3]. 

복합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

었고 표 으로는 선형 필터로서 MF(mean filter), 

WF(wiener filter)가 있다[1, 3]. 이 필터들은 복합잡음 

의 AWGN의 제거방면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

만 임펄스 잡음제거 방면에서나 에지보존방면에서 그 

성능이 미흡하다. 한 복합잡음 의 임펄스 잡음을 효

과 으로 제거하기 하여 선형 필터보다 효과 인 비

선형 필터들이 제안되었다[4]. 

표 인 비선형 필터는  SM(standard median) 필터이

며, 이를 응용한 CWM(center weighted median) 필터, 

Min-max 필터, SWM(switching median) 필터 그리고 Z. 

Zhang과 D. Zhang의 PSM(progressive switching median) 

필터 등이 고안되었다[1-6]. 그러나 이러한 필터들은 임

펄스 잡음제거에서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AWGN의 제거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지를 보존하며 복합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먼  잡음의 종류를 단한 후, 단된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잡음제거 방법을 선택하는 처리

하는 복합 필터를 제안하 다. 즉 임펄스 잡음이라고 

단되었을 경우, 제안한 변형된 비선형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AWGN이면 self-adaptive weighted mean 필터

를 사용하여 얻어진 값과 마스크 내의 간값 사이의 평

균을 출력으로 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잡음제

거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

하 으며, 제안한 방법의 우수한 잡음제거 특성을 나타

내었다[7].

Ⅱ. 기존의 방법들

2.1. Standard median 필터

SM 필터는 잡음 상으로부터 잡음제거에서 가장 

표 인 비선형 필터이며 아래의 식 (1)과 같이 정의

된다[1].

 ∈ (1) 

여기서 는 입력 상의 화소값이며, 는 

출력 화소값이다. 한 ∙는 앙값 선택 연산자

를 나타낸다[1]. 한 는 마스크를 나타내며 식 (2)과 

같이 표 된다.

≤ ≤ ≤≤ (2)

식 (2)에서와 같이 마스크의 크기는 ×

이고,  는 처리 마스크 내부의 좌표이다.

2.2. Center weighted median 필터

WM(weighted median) 필터는 식 (3)과 같이 표 된다

[2].

      

∈

(3) 

WM 필터는 각 화소의 값 를 가 치 

만큼 생성한 후, 간값을 선택한다. CWM 필터

는 식 (4)와 같이 표 된다.



    ∈ 

(4)

여기서, 는 양의 정수이다. 즉 앙화소에 해서만 

가 치를 용하고, 주변화소에 해서는   

을 용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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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ean 필터

MF 필터는 공간선형필터이며, 인근 화소값에 하여 

평균을 취함으로 세세한 부분을 제거한다. MF 필터는 

다음 식(5)와 같이 표 된다[1-6].

 
×









∈ 

(5)

2.4. Min-max 필터

Min-max 필터는 다음 식 (6)과 같이 표 된다.

   










max  

i f   max  

min  

i f   min  

    otherwise

(6)

식 (6)에서와 같이 만약 가 마스크 내의 최 치

보다 크거나 최소치보다 작을 경우 잡음신호라고 단

되어 최 치 혹은 최소치 값을 출력화소값으로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부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비잡음신호

로 단되어 원래의 값을 그 로 출력한다[6].

2.5. Switching median 필터

SWM 필터는 와 마스크 내의 화소값들을 정

렬한 후 얻어진 간값 사이의 차이값과 threshold의 값

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잡음 여부를 단한 후, 필터링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SWM 필터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5, 6].

 








 i f 


 
(7)

여기서 는 마스크 내의 화소들을 정렬한 후의 

간값을 나타내고 

는 threshold 값을 나타낸다[5].

2.6. Progressive switching median 필터

PSM 필터는 SWM를 변형한 필터로서 마스크의 크기

도 응 으로 변할 수 있다. PSM 필터는 마스크 내에서 

비잡음신호라고 단된 화소들을 정렬한 후, 간값을 

출력으로 하고 만약 비잡음신호들의 개수가 0일 경우, 

마스크의 크기를 크게 하고 계속 처리한다[6]. PSM 필터

의 잡음제거 능력은 우수하지만 긴 상처리 시간이 필

요한 단 을 가지고 있다.

Ⅲ.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복합잡음은 먼  salt 

and pepper 임펄스 잡음을 첩한 상에 AWGN을 첩

시켰는데 시뮬 이션을 하여 Matlab image toolbox를 

이용하여 이 두 잡음을 인가하 다. 8비트 상에서 salt 

and pepper 임펄스 잡음은 0과 255의 값을 나타내나 그에 

인가된 AWGN에 의하여 값이 랜덤으로 변하게 됨으로 

임펄스 잡음과 AWGN을 단하는 것은 복합잡음제거

에서 매우 요하다.

3.1. 잡음의 단

그림 1은 필터링 마스크를 나타낸다.

)1,1( −− jiX ),1( jiX − )1,1( +− jiX

)1,( −jiX ),( jiX )1,( +jiX

)1,1( −+ jiX ),1( jiX + )1,1( ++ jiX

Mask

Image

그림 1. 필터링 마스크.
Fig. 1. Filtering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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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스크 내의 앙화소 와 주 의 

× 개의 화소들 사이의 차를 구

하고 이 차들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 과정을 아래의 식 

(8)과 같이 표 된다.

 
× 


 




 





∉

(8)

다음, 앙화소 와 이를 포함한 마스크 내의 

체 화소들과의 차의 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구며 식 

(9)와 같이 표 된다.

 
× 


 




 




(9)

임펄스 잡음인가 아니면 AWGN인가는 와 사이

의 차의 값에 의해 잡음의 종류를 단 할 수 있다. 만약 

앙화소 가 임펄스 잡음이면 AWGN에 의하여 

변화를 가졌지만 AWGN에 의하여 훼손된 화소들은 작

은 범 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주 화소들과의 차

이가 큰 임펄스 잡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와 의 차이값은 근하여야 할 신 상 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1-3, 7]. 그리고 AWGN일 경우 

화소값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이값은 근사하다

[1, 6]. 즉 조건 (10)을 만족할 때, 는 주 의 화소

들과의 차이가 크고 변화가 격하다고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임펄스 잡음이라고 단하고 만족하지 않는다

면 본 논문에서의 복합잡음은 임펄스 잡음과 AWGN에 

의해 훼손된 경우를 연구하기에 나머지 경우에는 

AWGN이라고 단한다.

   (10)

여기서 threshold 의 값은 여러 가지 상들에 하

여 실험을 거친 후 정해진다. 실험을 통하여  의 값은 

0.5∼2사이의 수치를 가질 때 가장 합하 다. 

3.2. 잡음의 제거

잡음의 단을 거친 후, 복합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단된 잡음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필터를 용하 다. 

잡음제거 과정은 아래와 같다.

A. 만약 임펄스 잡음일 경우

우선 마스크 내의 최 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화소들

을 제거하고 나머지 화소들 가운데서 간값을 찾아내

어 그 값을 출력으로 한다. 여기서 나머지 화소들의 개수

의 크기가 홀수와 짝수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런데 간

값이라함은 화소들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 화소들을 정

렬하여 간 치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데 짝수의 경우 

간 치를 확정할 수 없음으로 간값이 명확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에 한 응이 필요하여, 따라서 임펄스 

잡음이라고 단되었을 경우, 필터링을 거친 출력화소

값은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1, 5]. 

 











 



 
(11)

여기서 는 최 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후의 화소들

의 개수이고 는 가 홀수 일 때, 정렬한 후의 간

값을 나타내고, 짝수의 경우는 화소들을 정렬한 후의 




번째 화소와 




번째 화소의 평균값을 출력값으

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B. AWGN의 제거

AWGN의 제거에는 본 논문에서는 에지를 보존하면

서도 우수한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하는 self-adaptive 

weighted mean filter(SAWMF)를 거쳐 얻어진 값과 마스

크 내의 간값 사이의 평균을 출력으로 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제안한 SAWMF는 아래와 같다.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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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스크 내의 각 화소의 가 치값을 

나타내며 이 가 치의 값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화하

며 아래의 식 (14)와 같이 표 된다.

 


×


(14)

∈ (15)

한, 식 (15)에서 은 SM 필터를 이용하여 구한 

간값을 나타낸다.

출력 상의 화소값 는 다음과 같다.

 


 










 




 





×










(16)

제안한 방법의 블록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Noise estimation

Calculate the value 

of weight and find 

out the median 

value MM

Calculate the mean 

of SAW MF and MM

Yes

No

Calculate the value 

of  D d and  D a

Δ  D is  larger than 

threshold T 1

Gaussian noise

Calculate the mean 

of the pixels under 

the mask(M)

Noisy image 

Restored image 

Calculate the 

number of  C  

C  is odd or even

Find out the  value 

of the modd

(m c/2+m c/2+1)/2  

odd

even

Impulse noise

그림 2. 제안한 필터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filter.

Ⅳ.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필터의 복합잡음의 제거 성능

을 평가하기 해, salt and pepper 임펄스 잡음 30%, 다양

한 분산(σ)값을 가지는 AWGN에 의해 훼손된 512×512 

크기의 Lena 상에 해 시뮬 이션하 으며, PSNR 값

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 다. 본 논

문에서 비교를 하여 사용된 기존의 방법은 각각 

Min-max 필터, SWM 필터, MF, CWM 필터, SM 필터, 

PSM 필터 등 이다. 

그림 3은 Lena(512×512) 상에 첩된 복합잡음을 

제거한 기존의 필터와 제안한 필터의 시뮬 이션 결과

이다. 그림에서 (a)는 훼손되지 않은 원 상이며 (b)는 

임펄스 잡음(30%), AWGN(σ=15)의 복합잡음에 의하여 

훼손된 상이고, (c)∼(h)는 각 기존의 Min-max(3×3) 

필터,  SWM(3×3) 필터, MF(3×3), CWM(3×3, C=3), 

SM(3×3) 필터, PSM(3×3) 필터의 처리 결과이며, (i)는 

제안한 필터로 처리한 결과이다. 잡음제거 효과를 나타

내기 하여 그 시뮬 이션 결과를 각 상의 300라인

을 profile로 표 했으며 상의 하단에 gray level로 나

타내었다.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SM 필터, CWM 필터와 

PSM 필터는 임펄스 잡음제거 능력은 우수하지만 

AWGN을 제거하는 능력은 미흡하며 한 PSM 필터는 

상처리 시간이 긴 단 이 있다. Min-max 필터와 

SWM 필터는 복합잡음제거 부분이 매우 미흡함을 나

타내고 있다. MF는 복합잡음에서 AWGN의 제거특성

성능이 우수한 반면, profile을 통하여 보아낼 수 있듯이 

임펄스 잡음이 제거가 미흡하여 많은 잡음이 상에 남

아있고 한 시각  상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그림 (i)에서 제안된 필터는 복합잡음제거  상의 

상세정보를 보존하며 복원시키는 특성이 우수함을 나

타내고 있고 profile 비교에서 보아도 원 상과의 차이

가 가장 작았고 상 으로 은 상처리시간이 필요

했다.

그림 4는 임펄스 잡음은 30%, AWGN은 σ가 5부터 30

까지 변화할 때의 복합잡음에 의하여 훼손된 Lena 상

에 한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의 PSNR을 그래

로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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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ena 상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 테스트 이미지 (b) 노이지 이미지 (c) 민-맥스(3×3) (d) SWM(3×3) (e) MF(3×3)

(f) CWM(3×3, C=3)) (g) SM(3×3) (h) PSM(3×3) (i) 제안된 필터
Fig. 3. Simulation result of Lena image.

(a) Test image (b) Noisy image (c) Min-max(3×3) (d) SWM(3×3) (e) MF(3×3)
(f) CWM(3×3, C=3)) (g) SM(3×3) (h) PSM(3×3) (i) Propos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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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제안한 방법은 모든 역에서 기존의 방법

들에 비해 높은 PSNR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AWGN 잡음분산이 높은 복합잡음에서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안한 방법은 복합잡

음을 제거하는 능력이 강하며 에지보 존성능이 우수함

을 나타낸다.

5 10 15 20 25 30

15

20

25

30

 Min-max 3*3

 SWM 3*3

 MF 3*3

 CWM 3*3

 SM 3*3

 PSM 3*3

 Proposed

AWGN(σ)

P
S
N
R
[d
B
]

Lena image(Impulse noise P=30%)

그림 4. AWGN의 분산 σ변화에 따른 PSNR.
Fig. 4. PSNR with variation of AWGN 

standard deviation σ.

표 1은 먼  임펄스 잡음이 30%가 인가되고 다음 10

∼30인 분산의 AWGN에 의하여 훼손된 Lena 상의각 

방법들에 한 PSNR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제안한 방법은 모든 역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

해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원 상과의 차이가 작아 

우수한 상복원성능을 나타내었다.  

표 1. 각 필터의 특성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for restoring 

 Lena[dB].

Method
Standard deviation(σ)

10 15 20 25 30

Min-max 12.28 12.33 12.32 12.26 12.16

SWM 13.43 13.41 13.35 13.25 13.13

MF 19.02 19.05 19.03 19.01 18.95

CWM 20.18 19.97 19.57 19.12 18.55

SM 21.72 19.12 19.01 12.26 13.31

PSM 24.74 23.37 22.20 21.24 20.46

Proposed 26.60 25.44 24.33 23.30 22.25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합잡음에 의해 훼손된 상을 에지

를 보존하며 복원하기 하여, 우선 잡음의 종류를 

단하는 효과 인 방법을 제안하 고 잡음종류에 의하

여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복합잡음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복합잡음의 제거특성을 확인하기 테스트 상으

로써 Lena 상을 사용하 으며 다양한 분산을 갖는 

AWGN과 임펄스 잡음 30%를 원 상에 첩하여 시뮬

이션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 다.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임펄스 잡음 P=30%, AWGN은 σ=15인 복

합잡음에 의해 훼손된 Lena 상을 복원할 경우, 기존

의 Min-max 필터, SWM 필터, MF, CWM 필터, SM 필터

와 PSM 필터는 각각 12.33[dB], 13.41[dB], 19.05[dB], 

19.97[dB], 19.12[dB], 23.37[dB]의 PSNR을 나타내었으

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25.44[dB]의 우수

한 PSNR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복합잡음제거

와 에지와 같은 상세정보를 보존하는 우수성을 볼 때, 

상처리의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용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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