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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영상장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

털 영상장비의 데이터는 사용 환경 및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잡음에 노출되며, 이러한 잡음은 장비의 출

력과 처리 과정에 영향을 끼치며 오차를 유발하여 신뢰도를 저하한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 전송 과정에서 주로 발생

하는 잡음인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여 효과적으로 영상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판단과 방향성 마스크를 이용한 유효 화소의 탐색으로 영상 복원이 진행되며, 검출된 유효 화소에 따라 구해진 추정

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종 출력을 계산한다.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으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PSNR 및 프로파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Digital video equipment is importa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widely used in different fields for various 
purpose. Data of digital video equipment is exposed to noise due to different reasons including user environment and 
processing and such noise affect output and processing method. This can even cause error, resulting in decreased 
reliability of the equipment. In this research, it offers algorithm to effectively recover video by removing noise and 
impulse noise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channel delivery. This proposed algorithm recovers video by exploring valid 
pixel using directional local mask and noise determination. Then, valid pixel calculated goes through the final output 
calcul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estimation. For comparing suggested method and algorithm, simulation is 
carried out. For checking the function of it, PSNR and profile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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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의 정보 통신은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신호가 훼손되어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4].
임펄스 잡음은 채널 전송 과정 및 가시광통신 등에서 

주로 발생하여 신호를 훼손하며, 에지 검출이나 분할 등

의 영상 처리 작업이 전처리 과정으로 필수적으로 행해

진다. 때문에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기법

들이 제안되었으며, 대표적으로 AWMF (adaptive 
weighted median filter)[5], A-TMF(alpha-trimmed mean 
filter)[6], CWMF(center weighted median filter)[7]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필터들은 밀도가 높은 임펄스 잡음 

환경에서 잡음 제거 특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8-9].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임펄스 잡음에 대응하기 위해 

방향에 따라 유효 화소의 탐지가 가능한 마스크를 적용

하여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잡음 화소의 경우 방향성 마

스크의 확장 및 비교 선별을 통하여 선정한 추정치를 통

해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비잡음 신호

는 효율적인 영상 복원을 위해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리

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확대영상 

및 프로파일, PSNR 비교를 통해 기존 방법들과 비교, 분
석하였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고밀도 임펄스 잡음 환경에서 3×3 크기의 작은 마스

크로 필터링을 진행하게 되면, 마스크 내부 요소가 모두 

잡음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

스크의 크기를 확장하여 잡음의 영향을 완화하지만, 마
스크의 크기가 크면 출력 영상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잡음 밀도에 따라 알맞은 크기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밀도가 높은 임펄스 환경에서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잡음 판단을 통한 마스크 확

장과 유효 화소들의 거리에 따른 추정치 선별을 이용하

여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입력 영상이 잡음으로 판단된 

경우 방향성을 가진 확장성 마스크를 통해 유효 화소를 

탐색하여 추정값을 유추한다. 추정값과 입력 영상과의 

거리 계산을 통해 추정값 사이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출력을 결정하여 영상을 복원하였다. 잡음이 아닌 

경우 영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화소를 출력

으로 사용한다. 
필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Step. 1 영상 보존을 위하여 잡음 화소에 대해서만 필

터링을 진행하며, 입력 영상  에 대하여 잡음 판

단을 실시한다. 8비트 그레이 레벨 영상에서 S&P 잡음 

신호의 화소 값은 max 255와, min 0의 크기를 가

진다[10].
본 논문에서 잡음 판단은 식 (1)과 같은 형태로 판단

한다.

  








 if    min or max

 
(1)

식 (1)에서 0은 잡음 신호, 1은 비잡음 신호를 나타내

며 잡음 판단의 결과에 따라 필터링을 진행한다.

Case. 1    인 경우

입력 영상  의 화소값이 잡음이 아니라고 판단

된 경우 영상 보존 및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필터링을 진

행하지 않으며, 화소값 그대로 출력으로 사용한다.

Case. 2    인 경우

입력 영상이 잡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필터링을 진

행하기 위하여 Step. 2로 이행한다.
Step. 2 입력 영상  의 효과적인 복원을 진행하

기 위해  의 주변에 존재하는 유효 화소를 탐색하

여 복원에 사용한다.
유효 화소를 탐색하기 위한 마스크는  를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2)

식 (2)에서 은 방향성 마스크의 개수를 의미한다. 
은 마스크의 방향 성분으로, 을 통해 구해진다. 
는 방향 성분 사이의 각도로, 360°를 마스크 개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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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값과 같다. 본 논문에는  로 필터링을 진행하

였으며,  °가 된다. 

           

           

           

          

(3)

여기서 과 은 마스크의 공간 좌표를 의미한다. 

또한, 마스크와 입력 영상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화소 거리 를 측정하며,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or  if    

   if    
(4)

마스크 이  에 가장 인접한 경우 은 최소

값을 가지며, 수직 성분( : 홀수)인 경우  , 대각

선 성분( : 짝수)인 경우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마스크는 과 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되며, 확장 한계 

까지 증가한다. 즉 과 은 ≤   ≤ 의 범위

를 가진다. 확장 한계 은 올바른 필터 출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되며, 마스크 확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필터의 

출력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1
과 같이 × 크기의 마스크의 범위를 가진다.

최초의 유효 화소 탐색은 입력 영상에 가장 인접한 마

스크, 즉  or  의 위치에 존재하는 마스크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작을 결정한다.
Case. 1 유효 화소가 탐지된 마스크 이 확장 한계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or  ≤ 

그림 1의 과 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이며, 의 

화소값을 추정치 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식 (4)에 따

라 화소 거리 을 구한다.

Case. 2 확장 한계까지 확장된 마스크 내부에 유효 화

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or   

그림 1의 과 같은 경우이며, 확장 한계까지 확장된 

Fig. 1 Effective pixel selection

마스크 내부에 유효 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정치 

은 8비트 그레이 영상 화소값의 평균인 128로 설정한

다. 단, 이 경우 유효 화소가 마스크 내부에 존재하지 않

으므로 화소 거리 은 출력을 계산하는데 낮은 비중을 

두기 위하여, 식 (5)와 같이 정해진다.

 








 if    

  if    
(5)

Case. 3 마스크가 원 영상의 가장자리 바깥으로 확장

되는 경우 ∉

그림 1의 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마스크가 영상의 

가장자리 부분까지 확장하여 유효 화소를 탐색하였으

나 존재하지 않았을 때, 추정치 은 Case. 2와 같은 128

으로 설정한다. 화소 거리 역시 영상 내부의 요소들로 

복원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식 (5)를 통해 계산한다.
Step. 3 원 영상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유효 화소를 선

별하기 위해 입력 영상의 가장 인근에 존재하는 유효 화

소를 선별하였으며, 서로 대칭된 방향성을 지닌 두 마스

크 사이의 거리 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은 Step. 

2에서 구해진 추정치의 화소 거리를   

와 같이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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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된 방향성을 가진 마스크의 화소 거리를 의미하며, 이 

경우 은 ≤ ≤ 의 범위를 가진다. 이를 통해 구한 

∼중 최소값을 지닌 성분을 화소 행렬 와 거리 

행렬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식 (6)에서 는 대칭된 방향성을 가진 마스크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의 비교 과정에서 최소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마주보는 화소 사이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 즉 

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화소를 출력 계산

에 사용한다.
Step. 4 최종 출력은 행렬 와 거리 행렬  , 그리고 

을 이용하여 선형 보간을 통해 계산되며 식 (7)과 같

이 표현된다.

  


      (7)

그림 2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블록선도이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512×512 
크기의 8비트 그레이 영상 Lena와 Peppers 에 대해 Salt 
and Pepper 잡음  을 가하여 시뮬레이션하였

으며, 기존 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프로파일과 확대영

상, PSNR을 사용하여 AWMF, ATMF, CWMF와 비교

하였다.
그림 3의 (a)는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Lena 영상의 원 

영상이며, (b)는 임펄스 잡음으로 훼손된 영상이다. 그
리고 그림 3의 (c)는 AWMF으로, (d)는 A-TMF, (e)는 

CWMF, (f)는 제안한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b)영상을 각각 처리한 결과이다. 잡음 

영상의 임펄스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한 프로파

일을 나타낸 것이다. 잡음 제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 영상과 잡음 영상, 그리고 시뮬레이션 영상들의 (230, 
300)위치를 기준으로 150×150 크기의 영상을 확대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에서 (d)의 A-TMF로 처리한 결과는 임펄스 잡음의 영

향으로 잡음 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출력 영

상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의 

AWMF와 (e)의 CWMF로 처리한 영상은 임펄스 잡음

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출력 영상에 잔류하여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상인 (f)
에서는 임펄스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존 방법에 

비해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기존의 방법과 노이즈 영상, 제안한 알고리

즘으로 처리한 결과의 프로파일이다. 프로파일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A-TMF는 임펄스 잡음 제거 특성이 

미흡하였으며, AWMF와 CWMF는 높은 밀도의 임펄스 

잡음에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

즘으로 처리한 영상은 우수한 잡음제거 특성을 보였으

며, 원 영상의 프로파일과 가깝게 복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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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 Filtering image with salt and pepper noise
(a) Original image (b) Noise image(P=70%)
(c) AWMF (d) A-TMF (e) CWMF (f) PFA

표 1과 2는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한 

Lena 영상과 Peppers 영상의 PSNR 수치를 나타낸 것이

다. PSNR 비교로부터 기존 방법은 밀도가 낮은 잡음 영

역에서는 잡음 제거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높은 

잡음영역에서 임펄스 잡음 제거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높은 

밀도의 잡음 영역에서도 임펄스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우수한 영상 복원 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잡음 밀도

가 낮은 영역에서도 기존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Noise 
density

Lena image
AWMF A-TMF CWMF PFA

10% 33.88 31.69 33.71 43.09
20% 29.69 25.98 25.80 39.49
30% 23.75 21.41 19.91 37.28
40% 19.37 18.25 16.11 35.14
50% 15.23 15.72 13.06 33.58
60% 12.46 13.96 10.89 31.69
70% 10.02 12.35 9.03 29.89
80% 8.21 11.24 7.65 27.68
90% 6.63 10.18 6.42 24.12

Table. 1 PSNR comparison or each filter(Lena)

Noise 
density

Peppers image
AWMF A-TMF CWMF PFA

10% 32.99 30.97 32.84 42.09
20% 29.17 25.52 25.39 38.89
30% 23.58 21.09 19.65 36.26
40% 18.78 17.86 15.73 34.80
50% 14.96 15.37 12.76 33.06
60% 12.07 13.44 10.52 31.42
70% 9.63 11.78 8.64 29.64
80% 7.82 10.57 7.26 27.44
90% 6.31 9.49 6.07 23.72

Table. 2 PSNR comparison or each filter(Peppers)

Ⅳ. 결  론

본 논문은 고밀도 임펄스 잡음 환경에서 영상을 복원

하기 위해 잡음 판단과 방향성 마스크를 이용하여 구한 

추정치를 비교 및 분석하여 최종 출력을 산출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법은 임펄스 잡음의 영향

을 최소화하여 영상을 복원하였으며, 확대영상 및 프로

파일 결과 기존 방법들보다 고밀도 잡음 환경에서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의 PSNR은 

70%의 임펄스 잡음의 Lena 영상은 29.89dB로 기존의 

AWMF, A-TMF, CWMF에 비해 각각 19.87dB, 17.54dB, 
20.86dB 개선되었으며, Peppers 영상에서의 PSNR은 

29.64B로 각각 20.01dB, 17.86dB, 21.00dB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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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file of Lena image (a) Original image (b) Noised image (c) AWMF (d) A-TMF (e) CWMF (f)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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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Fig. 4 Enlarged Lena image with profile line 
(a) Original image (b) Noise image(P=70%) (c) AWMF (d) A-TMF (e) CWMF (f)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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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알고리즘은 고밀도 임펄스 잡음 환경에서 기

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높은 PSNR을 

나타내며 영상 복원에 적합함을 보였다. 제안한 알고리

즘은 임펄스 잡음 환경의 시스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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