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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영상처리는 방송, 통신, 컴퓨터 그래픽, 의학 분야 등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을 

획득, 처리,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 원인에 의해 영상의 열화가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합잡음을 제

거하기 위해 잡음 판단 후, salt and pepper 잡음은 네 방향의 화소 변화에 따른 가중치 필터로 처리하고, AWGN은 세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가중치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영상복원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

리즘은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된 Boat 영상을 적용하여 처리한 결과, 기존의 CWMF, AWMF, MMF에 

비해 각각 1.33[dB], 1.41[dB], 0.51[dB] 개선었다.

ABSTRACT 

Recently, digital image processing is being applied in various area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computer 
graphic and medical science. But, degradation of images occurs in the process of digital image acquisition, processing 
and trans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remove the mixed noise, this paper suggested the image restoration algorithm 
to process salt and pepper noise with weighted filters according to 4 direction pixel changes after judging the noise and 
to process AWGN with weighted filters which have individu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processed 
results by applying Boat images which were corrupted by salt and pepper noise(%), suggested algorithm 
showed the improvement by 1.33[dB],  1.41[dB], 0.51[dB]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existing CWMF, AWMF, 
MMF.

키워드 : 복합잡음, 잡음제거, 공간 가중치,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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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영상처리는 방송, 통신, 컴퓨터 그래픽, 의학 분

야 등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들이 개

발되어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가전과 개인 컴퓨터의 응용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디지

털 영상은 쉽게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디지털 영상을 획득, 처리,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 원인에 의해 잡음이 첨가되어 영상의 열화가 발생

한다[1-4].
영상에 첨가되는 잡음은 발생되는 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양항 종류가 있으며, 주로 salt and pepper 잡
음,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복합잡음이 

대표적이다. 그 중 공간 영역에서 복합잡음 제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복합잡음을 제거하

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대표적인 공간

영역 기법에는 CWMF(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AWMF(adaptive weighted median filter), MMF 
(modified median filter)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은 복합잡음 환경에서 필터의 한계로 잡음 제거 특성

이 미흡하다[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되는 복합잡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잡음판단을 통하여 salt and 
pepper 잡음은 네 방향의 화소 변화에 따른 가중치 필터

로 처리하고, AWGN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가중치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영상복원 필

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8, 9].
  

Ⅱ. 기존 방법

2.1. CWMF

CWMF는 가중치 필터의 한 형태로 중심 화소에 대

해서만 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타 화소에 대해

서는 가중치 1을 적용하며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는 양의 정수이고, 일 경우 CWMF
필터는 메디안 필터가 되고, 중심 화소의 가중치가 클 

경우, 영상의 에지 성분에 대한 보존특성은 우수하지만 

잡음제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5].

2.2. AWMF

AWMF는 마스크의 각 화소와 화소들의 메디안 값과

의 차이에 따라 적응 가중치를 부여하며, 식 (2)와 같이 

표현된다[6].

  
  




  






× 


           (2)

여기서 은 마스크의 메디안 값을 나타내고, 는 파

라메타로 각 화소와 메디안 값의 차에 의해 결정된다.
AWMF의 최종 출력은 식 (3)과 같다.

 
 




  





× 

     (3)

AWMF는 저주파 영역에서는 우수한 잡음제거 특성

을 나타내지만, 화소값이 급격히 변하는 고주파 영역에

서는 잡음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다.

2.3. MMF

MMF는 를 중심으로 하여 × 마스크를 취

하고 × 영역의 잡음 유무를 식 (4)와 같이 판단

한다[7].

 ≤ ≤ 

 








 i f   or 
 

             (4)

의 요소들이 잡음이 아닌 경우, 화소는 원상태로 

마스크 
′에 대입하며 식 (5)와 같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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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이 잡음인 경우, 그 잡음 화소를 중심으

로 × 마스크 를 취하며 식 (6)과 같다.

  ≤  ≤             (6)

여기서, 은 잡음화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마스크 의 메디안 값 구하고 식 (7)과 같이 
′에 

저장한다.


′         (7)

필터 처리를 거쳐 형성된 최종 마스크 
′의 메디안 

값을 이용하여 최종 출력을 식 (8)과 같이 구한다.

′                     (8)

Ⅲ.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첨가되는 복합잡음을 완화하

기 위하여 잡음 판단을 거친 후, salt and pepper 잡음과 

AWGN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중심화소가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된 경우, 추

정 마스크를 이용하여 중심화소를 제외한 × 마스크 

내의 salt and pepper 잡음을 제거하고 네 방향에 화소 

변화에 따른 가중치와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최중 출

력을 구한다.
중심화소가 AWGN에 훼손된 경우, 거리에 따른 공

간 가중치(SW: spatial weight), 중심화소의 차이에 따

른 가중치(CW: center weight), 메디안 값의 차이에 따

른 가중치(MW: median weight)를 각각 설정하고 세 개

의 가중치 특성을 혼합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출력

을 구한다.

3.1. 잡음판단

복합 잡음에 의하여 훼손된 영상에서 의 위치에 

있는 화소 는 식 (9)와 같다.










 or   

  
     (9)

여기서 는 원 영상의 화소값을 나타내며, 
는 잡음 영상의 화소값, 는 AWGN의 크기, 
는 salt and pepper 잡음의 확률이다. 또한 salt and 
pepper 잡음 판단은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i f    or 
 

                  (10)

여기서 는 2진 형태이며, 0과 1은 각각 salt and 
pepper 잡음과 AWGN을 나타낸다.

3.2. Salt and pepper 잡음제거

Step 1. 중심화소가 salt and pepper 잡음으로 판단된 

경우, × 마스크 을 식 (11)과 같이 설정한다.

 

≤ ≤ ≤ ≤
              (11)

여기서, 은 양의 정수 1의 값을 가진다.
Step 2. 에서 중심화소를 제외한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된 화소를 중심으로  × 마스크 를 식 

(12)와 같이 설정한다.

 

≤ ≤ ≤ ≤
             (12)

여기서, 는 에서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

된 화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Step 3.  마스크 내의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

되지 않은 화소의 요소를 , 그 요소수를 라 정의하고  

메디안 필터링한다.
가 홀수인 경우, 의 요소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

한 후 메디안 값을 구하며 식 (13)과 같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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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짝수인 경우, 의 요소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

한 후 메디안을 구하기 위해 식 (14)와 같이 구한다.

  

           (14)

가 0일 경우  마스크 내의 화소가 모두 salt and 

pepper 잡음이므로 을 에 대입한다.
Step 4. 추정 마스크를 이용하여 메디안 필터링한 

를  변형된 
′  마스크를 구한다.

Step 5. 
′는 그림 1과 같으며, 네 방향의 요소를 식 

(15)와 같이 설정한다.

Vl
2 Vl

3

Vl
1 C

Vr
4 Vr

3

Vl
4

Vr
1

Vr
2

Fig. 1 
′Mask


    


     

(15)

     


    

Step 6. 네 방향에서 화소 변화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식 (16)과 같이 설정한다.

 

  


 





     

           (16)

여기서, 는 네 방향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낸다.
Step 7. 네 방향에 대해 각각 식 (17)과 같이 선형 보

간법을 적용한다.

  










                 (17)

Step 8. 네 방향에 화소 변화를 이용한 가중치와 선형 

보간법을 적용한 최종 출력은 식 (18)과 같이 구한다.

 




                            (18)

3.3. AWGN 잡음제거

Step 1. 중심화소가 salt and pepper 잡음으로 판단된 

경우, × 마스크 을 식 (19)와 같이 설정한다.

                         (19)

Step 2.  마스크 내의 salt and pepper 잡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는 식 (20)과 같다.










 i f    or 
 

    (20)

Step 3. SW, CW, MW 마스크를 식 (21)과 같이 설정

한다.

  
 

  
 

  


           (21)

여기서,  ,  , 는 가중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는  마스크 내의 메디안 값을 나

타낸다.
Step 4. 세 개의 가중치 특성을 혼합한 최종 가중치는 

식 (22)와 같이 구한다.

  ×
×

   (22)

Step 5.   마스크와 2 진화 

의 곱에 가중치 를 적용한 최종 출력은 식 (23)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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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기서, 는 
∈
 이다.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512⨉512 크기의 8 비트 그레이 영

상인 Boat에 대해 복합잡음을 첨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또한 영상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PSNR을 사용하여 기존의 CWMF, AWMF, MMF로 

성능을 비교하였다. PSNR은 식 (24), (25)와 같이 표

현된다.

 
×







              (24)

  log
                    (25)

여기서 R, C는 이미지 가로, 세로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한 잡음 제거 특

성을 입증하기 위해, Baboon 영상과 Boat 영상에 salt 
and pepper 잡음()과 AWGN(  )을 첨가

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의 시뮬레이션하

였다.
그림 2에서 (a)는 원 영상이고, (b)는 salt and pepper 

잡음() 및 AWGN(  )에 훼손된 영상이며, 
(c)는 CWMF(×), (d)는 AWMF(×), (e)는 MMF
(×), (f)는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PFA: proposed 
filter algorithm)로 처리한 결과이다. 그림 3은 복합잡음

에 훼손된 영상을 복원함에 있어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제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 5에서 Boat 영
상에 (200, 400)화소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각각 50화소 

영역을 확대한 영상으로 나타내었다.
확대 영상으로부터, 기존의 방법들은 복잡음 환경에

서 잡음 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에지 영역에

서 블러링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복합잡음 환경에서 잡음제거 특

성이 우수하며, 에지 영역에서 에지 보존 특성이 우수

하였다.
그림 4는 각각의 필터들에 의해 복원된 영상에 대한 

PSNR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은 Boat 영상을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PSNR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밀도가 

낮은 영역 및 높은 영역에서도 우수한 PSNR을 나타내

었다.

(a) (b)

(c) (d)

(e) (f)

Fig. 2 Simulation result of Boat image (a) Original 
image (b) Noise image (c) MMF (d) CWMF (e) AWMF 
(f)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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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 Zoom image(Boat) (a) Original image (b) Noise 
image (c) CWMF (d) AWMF (e) MMF (f) PFA

10 20 30 40 50 60
15

20

25

30
σ = 10

Boat image

 PFA
 MMF
 CWMF
 AWMF

Noise density(%)

P
SN

R
[d

B
]

Fig. 4 PSNR graph for Boat image

Table. 1 Each PSNR[dB] comparison for Boat  image 

S & P
Boat, AWGN(  )

CWMF AWMF MMF PFA

10%
20%
30%
40%
50%
60%

27.39[dB]
26.88[dB]
26.29[dB]
24.69[dB]
21.74[dB]
17.35[dB]

26.56[dB]
26.12[dB]
25.69[dB]
24.60[dB]
22.43[dB]
18.39[dB]

28.06[dB]
27.78[dB]
27.33[dB]
25.51[dB]
22.07[dB]
17.82[dB]

29.65[dB]
28.14[dB]
27.03[dB]
26.02[dB]
25.04[dB]
24.08[dB]

Ⅴ. 결  론

본 논문은 복합잡음환경에서 훼손된 영상을 복원하

기 위하여 잡음판단을 통하여 salt and pepper 잡음은 네 

방향의 화소 변화에 따른 가중치 필터로 처리하고, 
AWGN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가중치 필

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영상복원 필터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복합잡음 환경

에서 잡음 밀도 변화에 따른 잡음 제거 특성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우수한 PSNR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salt and pepper 잡음() 및 AWGN(  )에 

훼손된 Boat 영상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26.02[dB]의 

높은 PSNR을 보이고 있고, 기존의 CWMF, AWMF, 
MMF에 비해 각각 1.33[dB], 1.41[dB], 0.51[dB] 개선되

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복합잡음 환경에서 운용

되고 있는 영상처리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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