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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 신호처리 시스템의 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의 열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열화의 주된 원인은 

잡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펄스 잡음환경에 의해 훼손된 상의 잡음을 제거하는 표 인 방법은 

SM(standard median filter)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필터는 상의 에지 역에서 특성이 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임펄스 신호를 스무딩시키면서 에지를 보존하는 비선형 필터를 제안하 다. 그리고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한 결과 상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의 수치가 기존의 방법들보다 우수하 으며, 에지보존특성도 우수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선형 필터는 

상의 임펄스 잡음제거에 유용하게 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e transmitting process of image signal processing system,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auses of degradation that have been occurring. 

The main cause of degradation is attributed to the noise. The most representive method of removing noise of image, which is caused by 

impulse noise environment, is using the SM(standard median filter). At edge, the filter has a special feature which has a tendency to decrease. 

As a result, we proposed a nonlinear filter that restores the image considering edge quality in the impulse noise environment. And through the 

simulation, we compared with the many of the conventional algorithms and the value of the PSNR(peak signal to nise ratio) is better than them 

and preserve the edge very well. So the nonlinear filter that proposed in this paper is excepted to help improve restoring the images that in 

impulse noise environment.

키워드

비선형 필터, 임펄스 잡음, 열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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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을 정보 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한 련된 

기술들이 속히 발 함에 따라, 정보신호를 획득 는 

송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으로 

인한 상에 한 열화는 상처리 분야에서 해결 되여

야 할 요한 문제이다. 열화를 발생시키는 잡음은 발생

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표 인 잡

음에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과 임펄스 

잡음(impulse noise) 등이 있다.

임펄스 잡음은 dynamic range의 최  는 최소값의 

크기로 발생되며,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기 해 가장 잘 

알려진 필터로는 SM(standard median) 필터이며 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CWM(center 

weighted median) 필터, Min-max 필터 등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필터들은 임펄스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하지

만, 상의 에지 역에서 특성이 다소 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alt & pepper 임펄스 잡음환경

에서 훼손된 상을 복원하기 하여, 비선형 필터를 제

안하 다. 그리고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 다.

Ⅱ. 기존의 방법들

2.1. Standard median filter

SM 필터는 잡음 상으로부터 임펄스 잡음제거에 

가장 표 인 비선형 필터로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우수한 잡음제거 성능을 가진다. SM 필터는 처리화소

와 주변 화소로부터 추정된 화소값을 선택하며 잡음제

거를 한 처리 마스크 는 식 (1)과 같이 표 된다[1].

≤≤ ≤ ≤ (1)

식 (1)에서와 같이 마스크의 크기는 ×

이고, 는 처리 마스크 내부의 좌표이며, 

이때 SM 필터는 화소들을 왼쪽으로 가면서 크기가 작

은 화소들부터 정렬시킨 후, 그 에서  간값을 선택

한다.

 ∈ (2)

여기서 는 입력 상의 화소값이며, 는 

출력 화소값이다. 한 ∙는 앙값 선택 연산자

를 나타낸다[1].

2.2.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WM 필터는 필터링 마스크 의 앙 화소값에 가

치를 인가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식 (3)과 같

이 표 된다[2].

      

∈

(3)

WM 필터는 각 화소의 값 를 가 치 

만큼 생성한 후, SM 필터와 마찬가지로 가 치

를 주고 정렬시킨 화소값들 가운데서 앙값을 선택한

다.

그리고 이러한 WM 필터의 특수한 경우로서, 다음의 

식 (4)와 같이, 앙화소에 해서만 가 치를 용하고, 

주변 화소에 해서는   을 용한 필터를 

CWM 필터라 한다[2].



   ∈ 

(4)

여기서, 는 양의 정수이며, =0일 경우 CWM 필터

는 SM 필터가 되고, 마스크 내의 총 화소수 보다 가 치 

이 크거나 같게 되면, 필터링은 수행되지 않는다. 

한 앙화소의 가 치가 클 경우, 상의 에지 성분에 

한 보존 성능은 우수해지는 반면, 잡음제거에는 한계

가 발생한다.

2.3. Min-max filter

임펄스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에지보존과 처리시

간의 에서 비교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는 Min-max 

연산에 기반을 둔 peak and valley 필터는 이웃화소의 최

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앙화소의 임계값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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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서 다음 식 (5)와 같이 표 된다.

   










max  

i f   max  

min  

i f   min  

    otherwise

(5)

식 (5)와 같이 peak and valley 필터는 일반 으로 

을 용한 ≤ ≤  ≤ ≤  범 의 3×3 

도우 내의 이웃화소를 사용하며, 잡음의 제거과정과 

처리화소의 훼손여부를 단하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

하는 필터이다.

2.4. Average filter

AF 필터는 인근 화소값에 하여 평균을 취함으로 

세세한 부분을 제거한다. 이는 미세한 변화를 억제시

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 도 임펄스 잡음의 

삽입에 경우 극단 인 값으로 인해 원래의 값이 훼손되

는 한계를 갖고 있다. AF 필터는 다음 식(6)과 같이 표

된다.

 
×









∈ 

(6)

여기서 는 마스크를 나타낸다.

Ⅲ. 제안한 필터

본 논문에서는 salt & pepper 잡음을 제거함에 있어

서, 기존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잡음 요소에 

한 왜곡을 이는 동시에 우수한 잡음제거 능력을 

가지는 필터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1. 제안한 필터의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of proposed filter.

제안된 방법은 잡음 단과 잡음제거등 두개 부분으

로 나뉘며 오직 잡음 신호에 하여 필터링하고 비잡음 

신호는 그 로 출력하여 세부 인 부분을 보호하 다.

step 1. 마스크 내의 앙 화소값이 임펄스 잡음인가를 

단한다. 

step 2. step 1을 거친 후 앙 화소값이 잡음이 아닌 경

우, 필터링 처리를 하지 않고 원래의 화소값을 출력신호

로 처리한다. 

마스크 내의 앙 화소값이 잡음인 경우, 마스크 내의 

화소값이 0혹은 255를 제외한 비임펄스 신호만을 추출

하여 계속 필터링 처리한다.

step 3. 평균값을 구한다. 비임펄스 신호의 갯수가 0이 

아닌 경우, 비임펄스 신호값들의 평균치를 구한다. 만약 

마스크 내에 부 잡음이라면 마스크 내의 체 화소값

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 두 가지 경우의 평균값에 한 

정의는 아래의 식(7)과 같이 표 한다. 식 (7)에서 는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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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i f  

(7)

 

여기서 는 마스크 내의 0 는 255를 제외한 화소

값들의 합을 나타내고   는 마스크 내의 0 는 255를 

제외 한 후의 화소값들의 갯수이다. 는 마스크 내의 

체 화소값들의 합을 나타내며 × 

는 마스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step 4. 마스크 내에 부 잡음이 아닌 경우에는 식 (7)

에 따라 평균값을 구하고 각각 비임펄스   신호값들과의 

차를 구한다. 




min
 i f 

  

min
 i f 

  
(8)

여기서 는 비임펄스 신호를 표시하고, 는 평

균값과 비임펄스 신호사이의 가장 작은 차가 0보다 작을 

때의 값 에서 치가 제일 작을 때의 값을 나타내며, 

는 평균값과 비임펄스 신호사이의 가장 작은 차

가 0보다 클 때의 값들의 치값이 제일 작은 값을 나

타낸다.

 
















i f   or  

 i f 

(9)

여기서 는 출력신호를 나타내고 는 평균값과 

제일 가까운 비임펄스 신호이다. 를 찾는 방법은 아래

의 식 (10)을 이용한다.

 












 i f   


 i f   

(10)

의 값과 의 값이 같지 않고 식 (9)의 

계를 만족한다면 와 평균값 사이의 합의 평균을 

출력신호로 하고, 만약 와 의 값이 같다면, 

식 (7)에서 구한 평균값을 출력신호로 한다. 마스크 내에 

부 잡음인 경우에는 식(7)에서 구한 부 잡음인 경우

의 평균값을 출력신호로 한다. 제안된 필터는 식 (11)로 

정의된다.

 












 i f≠  or

 i f   or

 

(11)

제안된 필터는 임펄스 잡음을 제거함에 있어서 우선 

잡음을 단하고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잡음이 아

니라고 단되면 원래의 값을 그 로 출력신호로 하

기 때문에 통 인 SM 필터등 기존의 방법들이 할 수 

없는 에지를 최 한 보존하는 우수한 특성이 있다. 

Ⅳ.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필터의 잡음제거 성능을 평가

하기 해, (512×512)크기의 Lena 상과 Boat 상에 

5%∼70% 도의 salt & pepper 잡음을 생성한 후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 으며, PSNR 값을 이용하여 기

존의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 다.

일반 으로 MSE(mean squared error)와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상의 개선 정도를 해 사용하

고 있으며, 다음 식(12), (13)와 같이 정리된다.


×





(12)

lg



 (13)

이때, R, C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크기를 나타내며, 

는 원 상의 각 화소값, 는 필터링 된 

상의 각 화소값을 나타낸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Lena(512×512) 상과 

Boat(512×512) 상에 첩된 임펄스 잡음(50%)을 제거

한 기존의 필터와 제안한 필터의 시뮬 이션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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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비교를 하여 사용된 기존의 방법은 각각 

SM 필터, Min-max 필터, AF 필터 등 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a)는 훼손되지 않은 원 상이며 

(b)는 임펄스 잡음(50%)에서 훼손된 상이고, (c)∼(e)

는 각 기존의 SM(3×3) 필터, Min-max(3×3) 필터, 

AF(3×3) 필터의 처리 결과이며, (f)는 제안한 필터로 처

리한 결과이다.

(a) (b)

(c) (d)

(e) (f)

그림 2. Lena 상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 테스트 이미지  (b) 노이지 이미지(50%) 

(c) SM(3×3) (d) 민-맥스 (e) AF(3×3) (f) 제안한 필터
Fig. 2. Simulation result of Lena image.

(a) Test image (b) Noisy image(50%) (c) SM(3×3) 
(d) Min-max (e) AF(3×3) (f) Proposed filter

그림 2와 그림 3 , (c)에서 SM 필터는 임펄스 잡음제

거 능력은 우수하지만 세부 인 부분을 괴시켰기에 

몽롱화 상을 일으켰고 (d)에서 Min-max 필터는 에지

역의 보존은 우수한 특징을 나타내었지만 임펄스 잡

음제거 부분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e)에서의 AF 

필터는 임펄스 잡음제거특성  에지 역에서 보존 성

능이 우수하지만 시각  상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a) (b)

(c) (d)

(e) (f)

그림 3. Boat 상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 테스트 이미지 (b) 노이지 이미지(50%) 

(c) SM(3×3) (d) 민-맥스 (e) AF(3×3) (f) 제안한 필터
Fig. 3. Simulation result of Boat image.

(a) Test image (b) Noisy image(50%) (c) SM(3×3)
(d) Min-max (e) AF(3×3) (f) Propos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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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법들의 처리 결과를 본다면 모두 잡음제거 

능력과 세부 인 부분을 보호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추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도의 잡음을 제거함에 있

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f)

에서 제안된 필터는 임펄스 잡음제거  에지 역에서

의 상이 복원특성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Lena 상과 Boat 상에 첨가된 임

펄스 잡음의 변화에 따라 훼손된 상의 잡음제거 특성

을 나타낸 것으로 제안한 방법이 기존방법들보다 잡음

도가 낮은 역  잡음 도가 높은 역에서도 상

의 복원특성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Lena 상에 한 PSNR.
Fig. 4. PSNR for Lena image.

그림 5. Boat 상에 한 PSNR.
Fig. 5. PSNR for Boat image.

한, 표 1과 표 2는 Lena와 Boat 상에 해salt & 

pepper 잡음 도의 변화에 따른 처리결과이다. 표에서 

나타낸 PSNR의 수치는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보

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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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a[dB].

Salt& pepper 
noise

Method

SM
3×3

Min-
max

AF
3×3

Proposed

10% 33.82 20.01 23.95 42.13

20% 29.20 14.83 20.85 38.14

30% 23.82 12.04 18.88 35.48

40% 19.20 10.20 17.38 33.37

50% 15.37 8.90 16.14 31.12

표 2. 각 필터의 특성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for restoring 

Boat[dB].

Salt& pepper 

noise

Method

SM

3×3

Min-

max

AF

3×3
Proposed

10% 30.15 20.02 23.36 38.74

20% 27.46 14.87 20.64 34.90

30% 22.90 12.04 18.69 32.74

40% 18.83 10.24 17.31 30.85

50% 15.22 8.91 16.08 28.79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환경에서 훼손된 상을 

복원하기 하여, 마스크 내의 잡음을 단한 후 비임펄

스 신호값들만 가지고 처리하는 비선형 필터를 제안하

으며, 이 방법은 마스크 내의 비임펄스 신호값들의 갯

수와도 한 연 이 있으며 그 갯수의 크기에 따라 처

리 방법을 선택한다. 제안한 필터는 마스크 내에 부 잡

음인 경우도 고려했기 때문에 잡음 도가 높을 때에도 

우수한 잡음제거 능력을 보이고 있다. 임펄스 잡음이 

50% 첩된 Lena 상에 한 시뮬 이션결과, 기존의 

SM 필터, Min-max 필터, AF 필터는 각각 15.3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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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dB]와 16.14[dB]의 PSNR을 나타내었으며,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31.12[dB]의 우수한 PSNR을 나

타내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알고리즘이 다소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다소 긴 단 은 있으나, 상의 에

지 역을 보존하는 동시에 잡음제거 능력이 우수하여 

임펄스 잡음환경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처리 시스템

에서 유용하게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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