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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폰,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의 보급으로 인하여 영상 신호처리는 여러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은 대부분 임펄스 잡음에 의해 훼손되며, 화질개선을 위한 잡음제거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잡

음제거를 위한 기존의 방법에는 평균 필터, 메디안 필터 등이 있지만, 미흡한 잡음제거 특성을 나타낸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제거를 위해 표준편차를 이용한 변형된 평균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

며,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법은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우수한 잡음제거 특성을나타내었다.

ABSTRACT

Image signal processing is applied in different areas due to diffusion of smart phone，computer, multimedia

etc. However, image most is damaged by impulse noise, and the need of denoising technology for

improvement of image quality is coming to the fore. The existing methods for denoising such as mean filter

and median filter, but they represent poor denoising. Therefore, the removes impulse noise, this paper

proposed the modified mean filter algorithm using standard deviation, and as a simulation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ed excellent denoising capabilities to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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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로 휴대폰, 컴퓨터, 멀티

미디어 등의 기술이 가속화되어, 영상 신호처리가

여러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

상의 처리,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임펄스 잡음이 첨가되며, 이는 영상의 화질

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공간 영역에서는 평균 필터(mean

filter), 알파 트림드 평균 필터(a-trimmed mean

filter), 메디안 필터(standard median filter) 등이

있다[2]-[4]. 그러나 평균 필터는 영상의 고주파

성분들을 훼손시켜 블러링 현상을 일으키고, 메디

안 필터는 우수한 잡음제거 특성을 나타내었지만,

영상에 시각적인 오류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

로 제거하기 위하여, 비선형 필터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성을 평가하

기 위해, PSNR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

능을 비교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은 우수한 잡음제

거 특성을 나타내었다.

Ⅱ.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한 변형된 평균 필

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필터 알고리즘

은 7×7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필터 처리 과정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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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화소 을 중심으로 7×7{

×  }의 마스크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수직, 수평, 45°, 135° 각 방향성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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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ltering mask.

의 부분집합 
(    )를 생성하여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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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각 방향에서 화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거하기 위해, 각 방향성분을 오름차순으로 정열

하며,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는 정열 후 집합을 나타내고, 

는 집합원소를 나타내며,  ≤이다.

Step 3. 정열 후, 각 방향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을 제거하여, 형성된 새로운 벡터는 식 (3)과 같

이 표현된다.


   ∈

       (3)

Step 4. 각 방향성분에서 가장 우수한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도입하여 판정하며,

식 (4), (5)와 같이 표현된다.

  


  



  ∈
 (4)

 





  




  ∈

 (5)

여기서 는 화소들의 평균치이고, 는

표준편차이다.

Step 5. 각 방향성분에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원 영상신호에 가깝다고 가정하며, 최소 표준편차

벡터방향을 선택하여 처리한다. 다음, 선택 벡터

방향의 평균 값을 구하고 각 화소 값과 평균의

차를 구하며,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       
   

∆       
    

(6)

여기서 는 선택한 벡터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는 평균값과 벡터방향 신호사이의 가장 작

은 차가 0보다 작을 때의 값 중에서 절대치가 제

일 작을 때의 값을 나타내며, ∆는 평균값과

벡터방향 신호사이의 가장 작은 차가 0보다 클

때의 값 중에서 절대치가 제일 작을 때의 값을

나타낸다.

Step 6. 따라서 최종 출력 화소는 식 (7)과 같

이 표현된다.

 (7)

여기서 는 평균값과 제일 가까운 신호이며,

를 찾는 방법은 다음 식 (8)과 같다.

 









∆   

∆   
(8)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임펄스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512⨉512 크기의 8

비트 그레이 영상 Man에 임펄스 잡음(P=40%)을

첨가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영상의 개선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PSNR을 구하여 기존의 방법

들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





(9)

  log
 


 (10)

그림 2는 Man 영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

고, 평균 필터, 알파 트림드 평균 필터, 메디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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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 2에서 (a)는 원 영상

이고, (b)는 잡음 영상이며, (c)는 평균 필터, (d)

는 알파 트림드 필터, (e)와 (f)는 각각 메디안 필

터, 제안된 알고리즘 필터에 의한 처리결과이다.

(a) Original image (b) Noisy image

(c) Mean filter (d) A-trimmed filter

(e) Median filter (f) Proposed filter

Fig. 2. Simulation result.

그림으로부터, 기존의 평균 필터, 알파 트림드

필터는 처리 결과 영상에서 블러링 현상이 나타

났고, 메디안 필터는 블러는 적지만 영상에 오류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을 통해 얻어진 영상은 우수한 잡음제거 및

에지 보존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3은 Man 영상에서 임펄스 잡음 밀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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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SNR for Man image.

화에 따른 PSNR이며, 그 결과 수치를 표 1에 나

타내었다.

Table 1. PSNR values obtained by different

denoising methods applied on Man image.

Noisy
density

Method[dB]

Mean
A-trim

med
Median Proposed

10% 22.05 20.38 27.24 32.69

20% 19.20 17.51 25.42 28.56

30% 17.30 15.79 21.81 25.01

40% 15.68 14.40 17.89 21.34

50% 15.40 13.31 14.50 17.56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한 변형된 평균 필

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임

펄스 잡음 밀도가 40%일 경우, 21.34[dB]의 높은

PSNR수치를 나타내었고, 기존의 방법보다 각각

5.62[dB], 6.94[dB], 3.45[dB] 개선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임펄스 잡음에 훼손

된 영상을 복원하여 영상 신호처리에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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