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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디지털 시대의 급속 발전과 함께 멀티미디어 관련 영상 장치들이 대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펄스 잡음에 의해 영상이 훼손되어 영상 인식이 어렵게 되며, 이러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환경에서 훼손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훼손된 화소를 중심

으로 방향성과 화소 사이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영상복원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선 효과의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ABSTRACT

Curr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age, multimedia-related image devices become popular. 
However, images are susceptible to corruption in processing image data due to the impulse noise and activ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restore these images. This paper, in order to restore the damaged images in impulse noise 
environments, suggested an image restoration algorithm which applies weights depending on spatial distance between 
directionality and pixel by focusing on damaged pixels. Additionally, this algorithm was compared with existing 
methods by using the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 as the objectiv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re were improved 
effects.

키워드 : 임펄스, 잡음 제거, 방향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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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산업사회가 고도의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발전

함에 따라 영상처리는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대사회는 디지털 

장치들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으며, 영상 관련 기술정보

의 공유가 급격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발전

에 따라, 영상의 처리, 전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요인에 의해 잡음이 첨가되어 영상이 흐려지게 되어 

영상의 질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영상에 첨가된 잡음

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3].
영상에 첨가되는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

은 공간적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잡음

제거 기법에는 알파 트림드 평균 필터(A-TMF: alpha- 
trimmed mean filter)[3], 메디안 필터(SMF: standard 
median filter)[2,4], 다중 메디안 필터(MMF: multistage 
median filter)[5], 가중치 필터(WF: weighted filter)[6, 
7],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CWMF: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8], 적응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

(ACWMF: adaptive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방향성을 고려한 가중치 필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임펄스 잡음을 판단한 후, 비 임펄

스 잡음일 경우는 원 화소 그대로 보존하고 임펄스 잡

음 화소일 경우는 훼손된 화소를 중심으로 방향성과 화

소 사이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리

하였다. 그리고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PSNR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

교하였다.

Ⅱ. 기존 방법

2.1. SMF(standard median filter)

메디안 필터는 중심 화소와 주변화소를 이용하여, 화
소 값을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시킨 후, 메디안 값

을 선택하여 최종 출렬 화소로 한다[2]. 메디안 필터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 ≤ ≤ ≤

 (1)

  
여기서, 는 마스크를 나타내고, 마스크의 크기

는 이며, 는 마스크 내부좌표를 나타

낸다.

2.2. A-TMF(alpha-trimmed mean filter)

필터링 마스크 내의 개의 테스트 화소값을 오름

차 순으로 정열하였을 경우, 화소값의 sort 형식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  (2)

여기서 은 마스크 화소값의 최소치를 나타내고, 
는 화소값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이때 알파 트림

드 평균 필터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3].

 
 





  (3)

여기서 [·]는 올림 함수를 나타내고, 의  값의 범위

는 ≤  이다. 이에 따라 알파 트림드 필터는 변

수  값에 따라 필터 특성이  변화된다[3].

2.3. CWMF(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CWM 필터는 가중치 필터의 한 형태로서 중심 화소

에 대해서만 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타 화소에 

대해서는 가중치 1을 적용하며,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8].

    

   ∈  (4)

 
여기서, 는 양의 정수이며, =0일 경우 CWM 필

터는 메디안 필터가 되고, 마스크 내의 총 화수보다 가

중치 이 크거나 같게 되면, 필터링은 수행되지 

않는다. 또한 중심 화소의 가중치가 클 경우, 영상의 에

지 성분에 대한 보존 성능은 우수해지는 동시에 잡음제

거에 한계가 발생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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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판단과 잡음제

거 부분으로 나눈다. 임펄스 잡음 판단을 거쳐, 비 잡음 

화소일 경우는 원 화소 그대로 출력하고, 잡음 화소일 

경우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방향 화소에 가중치를 설정

하여 처리한다.

3.1. 잡음의 판단

임펄스 잡음에 의하여 훼손된 영상은 다음 식 (5)와 

같이 표현된다[7].

 








   

   
 (5)

여기서 는 영상에서  위치의 화소를 나타

내 는 잡음 밀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은 임펄스 잡음

에 훼손된 잡음 화소를 나타내고, 는 원영상의 화소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는데 임펄스 잡

음 신호의 화소값은 과 을 가지며,   , 

  이다.

3.2. 잡음의 제거

잡음 판단 과정을 거친 후, 잡음 신호에 대해서는 그

림 1과 같은 필터링 마스크와 같이 4개의 방향으로 선

정하여 처리한다.
Step 1. 화소  를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방향성

을 고려하여, 네개의 방향 집합으로 나누며, 


(   )로 정의된다. 부분 집합 
는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6)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S17 S18 S19 S20

S21 S22 S23 S24 S25

그림 1. 방향성 마스크

Fig. 1 Directional mask 

Step 2. 잡음화소 검출에 의해 각 방향 벡터를 2진화 

형태로 나타낼 경우,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 

≠

  
(7)

  

여기서 는 집합 
의 요소를 나타낸다.

Step 3. 각 방향에서 중심 화소와의 공간적 거리에 의

하여 각 방향벡터에 가중치 를 적용하며, 다음 식 (8)
과 같이 나타낸다.

 










      





    

     

 (8)

여기서   ,   ,   의 값으로 설정한다.

Step 4. 세분화한 부분 집합 
과 2 진화 

의 곱

에 가중치를 를 적용한 각 방향의 출력값을 라

고 할 때, 식 (9)와 같이 나타낸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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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각 방향에서 비 잡음 화소의 개수를 , ,,

라고 할 때,    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에서 최대값을 갖는 인덱스와 두번째 최대값을 갖는 

인덱스 ,를 구한다.

Step 6. 각 방향에서 비 잡음 화소수가 가장 큰 두 방

향의 출력값 과 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출

력 화소값을 구하며 식 (10)과 같이 나타낸다.

 


    (10)

여기서 가중치 는 2의 값을 적용하였고, 가중치

은 1의 값을 적용하였다. 

Step 7. 따라서 최종 출력 화소값은 식 (11)과 같이 나

타낸다.

      (11)

여기서 










   

   
 (12)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방향성을 고려한 가중치 필터를 제안하였으며, 
8 비트 그레이 영상 Lena와 Camera man(512⨉512)에 

임펄스 잡음 10%∼60%를 첨가하여 시뮬레이션하였

다. 또한 영상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PSNR을 사용하여 기존의 SMF,  A-TMF, CWMF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그 기준으로  PSNR을 

사용하였다.

 
×











   (13)

  log
   (14)

그림 2는  Lena 영상과 Camera man 영상에 잡음 밀

도가 40%인 임펄스 잡음을 첨가하였을 경우의 영상이

고, 그림 3은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그림 3에서 (a)는 메디안 필터(SMF), (b)는 알파 트림

드 평균 필터(A-TMF)(  ), (c)는 중심 가중치 메

디안 필터(CWMF)(5×5), (d)는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PFA: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a)                        (b)

그림 2. 테스트 이미지  (a) Lena 영상 (b) Camera man 영상

Fig. 2 Test image (a) Lena image (b) Camera man image  

시뮬레이션 결과, 메디안 필터로 처리한 영상은 잡음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잡음제거 특성이 미흡하고,알파 

트림드 평균 필터로 처리한 영상은 잡음을 제거함에 있

어서 블러링 현상이 일어났으며, 중심 가중치 메디안 

필터는 메디안 필터의 변형으로서 마스크의 크기를 변

화시킴에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

스크 내의 메디안 값이 잡음일 경우 특성이 미흡하여 

일부 잡음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

으로 처리한 결과는 잡음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도 우수

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높은 영역에서도 우수한 잡음 

제거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는 각 필터의 PSNR을 나타낸 것이며, Lena와 

Camera man 영상의  PSNR 수치를 표 1과 2에 각각 나

타내었다. 표 1의 Lena 영상 결과에서 잡음 밀도가 40%
인 경우, 32.71[dB]의 높은 PSNR을 보이고 있고, 기존

의 SMF, A-TMF, CWMF에 비해 각각 13.59[dB], 
14.46[dB], 4.90[dB] 개선되었으며, 표 2의 Camera man 
영상 결과에서 13.76[dB], 15.63 [dB], 5.42[dB] 개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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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Lena, Camera man 영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SMF (b) A-TMF (c) CWMF (d) PFA 
Fig. 3 Simulation result of Lena and Camera man image 
(a) SMF (b) A-TMF (c) CWMF (d) PFA

10 20 30 40 50 60

10

15

20

25

30

35

40

P
SN

R
[d

B
]

Noise density(%)

 SMF
 A-TMF
 CWMF
 PFA

Lena

(a)

10 20 30 40 50 60

10

15

20

25

30

35

40

P
SN

R
[d

B
]

Noise density(%)

 SMF
 A-TMF
 CWMF
 PFA

Cameraman

(b)

그림 4. 임펄스 잡음밀도에 따른 PSNR (a) Lena 영상 (b) 
Camera man 영상

Fig. 4 PSNR with Impulse Noise density (a) Lena image 
(b) Camera man image

Noise 
density

Method
SMF A-TMF CWMF PFA

10%
20%
30%
40%

33.71[dB]
29.52[dB]
24.01[dB]
19.12[dB]

31.76[dB]
25.92[dB]
21.47[dB]
18.25[dB]

32.01[dB]
31.28[dB]
29.32[dB]
27.81[dB]

38.62[dB]
36.08[dB]
34.39[dB]
32.71[dB]

표 1. 각 방법의 PSNR(Lena 영상)
Table. 1 PSNR of different method(Lena image) 

Noise 
density

Method
SMF A-TMF CWMF PFA

10%
20%
30%
40%

34.54[dB]
29.87[dB]
23.61[dB]
18.74[dB]

27.93[dB]
22.44[dB]
19.24[dB]
16.87[dB]

31.93[dB]
30.92[dB]
29.59[dB]
27.08[dB]

38.30[dB]
35.73[dB]
33.91[dB]
32.50[dB]

표 2. 각 방법의 PSNR(Camera man 영상)

Table. 2 PSNR of different method(Camera man image) 



임펄스 잡음환경에서 방향성을 고려한 가중치 필터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1739

Ⅴ. 결  론

본 논문은 임펄스 잡음환경에서 훼손된 영상을 복원

하기 위하여, 방향성을 고려한 가중치 필터를 제안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임펄스 잡음을 판단한 후, 비 잡

음일 경우는 원 화소 그대로 보존하고 잡음 화소일 경

우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화소 사이의 공간적 거리에 따

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 기
존의 방법들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밀도가 높

은 영역 및 낮은 영역에서도 우수한 PSNR 결과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영상처리 분

야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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