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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구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영상신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영상신호를 송,수신할 때 다양한 이유로 잡음이 발생하게 되며 Salt and Pepper 
잡음과 AWGN이 대표적이다. 영상처리를 수행 할 때 잡음을 제거하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오류의 전파라는 문제점

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CWMF, MF, AMF 등이 있지만 이러한 필터들의 경우 고

밀도 잡음 영역에서 다소 미흡한 성능을 보이며, 스무딩 현상으로 인해 에지 성분의 보존률도 다소 떨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표준편차를 이용한 변형된 가중치 필터를 이용하여 Salt and Pepper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 제거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PSNR과 확대영상을 사용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

교하였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ny new technologies are being utilized. In particular, video 
signals are used in various fields. However, when transmitting and receiving video signals, salt and pepper noise and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occur for multiple reasons. Failure to remove such noise when performing image 
processing can cause problems. Generally, filters such as CWMF, MF, and AMF remove noise. However, these filters 
perform somewhat poorly in the high-density noise domain and cause smoothing, resulting in slightly lower retention of 
the edge compon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by effectively eliminating salt and pepper noise using a 
modified weight filter using standard deviation. In order to prove the noise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e compared it with the existing algorithm using PSNR and magnifi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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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을 이용

하여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 자동화, U-Health Care, 스마트 홈 등 혁신 기술과 

사물인터넷이 합쳐 다양한 분야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

다. 그 중 영상신호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증가 

하면서 관련 연구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상

신호를 송수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잡음이 발생하

게 된다. 잡음의 대표적인 종류로 Salt and Pepper 잡음, 
AWGN 등이 있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지 않고 영상

처리를 하게 되면 오류의 전파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영상처리를 실행전 잡음제거는 필수적인 단

계이다.
Salt and Pepper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선행 되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CWMF 
(center weighted median filter)[1], MF(median filter), 
AMF(adaptive median filter)[2-4]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필터들의 경우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 미흡한 성능

을 보일 뿐만 아니라 스무딩 현상으로 인해 에지 성분 

보존률도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잡음 영역과 고주파 영

역에서 효과적으로 Salt and Pepper 잡음[5]을 제거하기 

위해 잡음판단 부분과 잡음제거 부분으로 나뉘어 잡음

판단을 거친 후 잡음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3×3 마스크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정보 전

달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5×5 마스크를 이용할 경우 많

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황

에 따라 마스크의 크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필터링

을 진행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 잡음제거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기

존의 잡음제거 방법들과 확대영상을 사용하여 비교하

였다. 판단의 기준으로는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6-8]을 사용하였다.

Ⅱ. 제안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원 화소의 보존률을 높이기 위해 잡음

판단 부분과 잡음제거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잡음

판단 부분에서 잡음이라고 판단된 화소만 필터링을 진

행한다.

2.1. Salt and Pepper 잡음

Salt and Pepper 잡음의 경우 대표적인 임펄스 잡음이

다. 영상의 에 위치한 화소 는 식 (1)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1)

는 Salt and Pepper 잡음에 의해 훼손된 영상의 잡음

값을 의미하고 잡음값은 두 가지의 극값을 가진다는 특

성이 있다. 는 잡음에 훼손되지 않은 원 영상의 화소값

을 의미하고 는 잡음 밀도를 의미한다.

2.2. 잡음판단 부분

Salt and Pepper 잡음의 특성을 이용하여 잡음을 판단

한다. 잡음의 판단은 binary 마스크로 판단하였고, 
라고 할 때 식 (2)로 표현 된다.

 








 if  min  max

 
(2)

여기서 min , max 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 위치한 화소의 값이 0 또는 255의 값을 가진다면 

Salt and Pepper 잡음이라고 판단하여 필터링을 진행한다.

2.3. 잡음제거 부분

Step 1. 잡음판단 부분에서 잡음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화소값을 그대로 출력값으로 대치하며 출력 영상

을 라고 정의할 때, 식 (3)과 같다.

  (3)

Step 2. 잡음판단 부분에서 잡음이라고 판단된 경우 

3×3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4)

여기서 는 마스크의 내부 위치를 의미한다.


 내의 유효화소수를 라고 할 때  이면 case 

1로 처리하고 ≤ 이라면 case 2로 처리한다.

case 1.  이라면 
 에서 출력 영상 화소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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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마스크내의 

유효화소들을 평균하여 최종 출력값을 다음과 같이 구

한다.

  







  (5)

여기서 
 는 번째 유효화소값을 의미한다.

case 2. ≤ 이라면 5×5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한다.


    ≤ ≤  (6)


 내의 유효화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식 (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여기서 는 
  내부 유효화소수의 개수를 의미한

다. 5×5 마스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3×3 마스크보다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불

필요한 정보를 내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 요소들을 평균하여 기준값을 구하고, 그 기준값보다 

낮은 값은 low영역, 높은 값은 high영역으로 나눈다. 기
준값을  , 낮은 값의 영역을 , 높거나 같은 값의 영

역을 라고 할 때 식 (8), (9)와 같이 나타낸다.

  


 



 (8)

    

   ≥

(9)

여기서 은 의 요소들 중 보다 작은 영역의 내

부 인덱스를 의미하고, 는 보다 높거나 같은 영역의 

내부 인덱스를 나타낸다. 는 번째 값을 의미한다.

Step 3. 식 9에서 낮은 값의 영역과 높은값의 영역의 

표준편차를 각각 구한 후, 표준편차가 작은 영역을 선택

한다. 이때 선택된 요소의 개수가 1개이거나, 표준편차

가 같다면 두 영역을 합친 값을 반환한다. 여기서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의미는 내부의 값의 산포도가 낮아 표준

편차가 높은 영역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하

다는 의미이다. 와 의 표준편차를 각각  라

고 할 때, 식 (10), (11), (12), (13)과 같이 나타낸다.

 











 (10)

 






 (11)

 











 (12)

  






 (13)

여기서 와 는 각각 과 번째 값을 의미한다.
Step 4. 선택된 영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며, 가중치 마

스크를 라고 할 때 식 (14),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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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여기서 는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준값이 되며, 

의 메디안 값으로 계산된다. 는 Step 3에

서 선택된 영역의 값을 의미하며 는 해당된 영역의 요

소개수를 의미한다. 선택된 영역의 값은 식 (16)에서 확

인 할 수 있고, 는 1부터 의 값을 가지는 상수이다.












 if 

 if 

 

(16)

최종 출력값을 라고 할 때 식 (17)로 표현 가능

하다.

 


 






 



×

(17)

그림 1은 제안한 알고리즘(PFA : proposed filter 
algorithm)을 flow chart로 나타낸 것이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Baboon과 

Barbara영상에 Salt and Pepper(50%) 잡음을 임의로 적

용하였다. 영상의 크기는 512×512 크기이고, 8bit 그레

이 영상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잡음제거 우

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들인 CWMF, 
MF, AMF의 결과영상과 확대영상을 이용하여 비교하

였고,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PSNR을 사용하였다. MSE, 
PSNR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8)

 log
  (19)

여기서 는  에 위치한 원 영상이고 R, C는 각각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a), (b)는 Baboon과 Barbara의 원 영상이

고 (c), (d)는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된 영상이다.

(a) (b)

(c) (d)
Fig. 2 Test image (a) Original image (Baboon) (b) 
Original image (Barbara) (c) Noised image (Baboon) 
(d) Noised image (Barbara)

그림 3, 5는 Baboon과 Barbara영상을 기존의 방법들

과 제안한 알고리즘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a), (b), (c), (d) 순서대로 각각 CWMF, MF , AMF , PFA
의 결과 영상이다.

그림 4, 6은 영상의 고주파 영역의 잡음제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 5에서 시뮬레이션한 영상의 한 

부분을 확대한 영상이다. Baboon영상의 경우 (160, 300) 
화소를 중심으로 200×200 크기로 확대한 영상이며, 
Barbara영상의 경우 (250,350) 화소를 중심으로 200× 
200 크기로 확대한 영상이다. 확대한 부분은 그림 3,5에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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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Filtering result of Baboon (a) CWMF (b) MF (c) AMF (d) PFA

(a) (b) (c) (d)
Fig. 4 Magnified images of Baboon (a) CWMF (b) MF (c) AMF (d) PFA

(a) (b) (c) (d)
Fig. 5 Filtering result of Barbara (a) CWMF (b) MF (c) AMF (d) PFA

(a) (b) (c) (d)
Fig. 6 Magnified images of Barbara (a) CWMF (b) MF (c) AMF (d)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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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7 PSNR graph (a) Baboon PSNR (b) Barbara PSNR

그림 7은 기존방법 및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복원된 

영상의 PSNR 결과값을 그래프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a)는 Baboon영상의 결과, (b)는 Barbara영상의 결과이다.

표 1, 2는 그림 7의 결과값을 표에 나타낸 것이다.
CWMF의 경우 잡음밀도가 10%일 때, MF보다 우수

한 성능을 보였지만 잡음밀도 20%이상일 경우 MF보다 

미흡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기존의 알고리즘들 중 에지 

보존 성능이 가장 부족하게 나타내었다.
MF의 경우 잡음밀도 10%에서 30% 까지의 변화에 

따른 PSNR 수치의 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내었지만 

40%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PSNR 수치의 편차가 높아지

며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CWMF보다 에지 보존

성능은 우수하게 나타내었지만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 

다소 미흡한 성능을 보인다.

AMF의 경우 잡음밀도 10%에서 30%까지 수치를 

PFA와 비교 하였을 때, 기존의 알고리즘 중 제안한 알

고리즘의 결과값과 가장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확
대영상으로 보아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잡음제거 성능

이 우수하게 나타내었지만 PFA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인다.

P[%]
PSNR[dB]

CWMF MF AMF PFA

10 25.22 23.20 31.60 32.45

20 22.25 22.15 27.19 29.22

30 18.67 20.17 23.36 27.05

40 15.46 17.39 19.54 25.08

50 12.85 14.56 16.16 23.25

60 10.79 12.06 13.30 21.50

70 9.04 9.91 10.82 20.18

80 7.68 8.18 8.79 19.04

90 6.50 6.72 7.02 16.03

Table. 1 Each PSNR result of Baboon image

P[%]
PSNR[dB]

CWMF MF AMF PFA

10 26.68 24.59 32.94 34.17

20 23.20 23.49 28.41 30.97

30 19.06 21.01 23.97 28.69

40 15.64 17.93 19.98 26.71

50 12.85 14.73 16.28 24.88

60 10.71 12.08 13.30 23.26

70 8.92 9.85 10.75 22.01

80 7.52 8.05 8.65 20.79

90 6.38 6.61 6.92 17.05

Table. 2 Each PSNR result of Barbara image

PFA의 경우 잡음밀도가 10%에서 80%로 변화 할 때 

PSNR의 수치는 변화율이 낮고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잡음밀도 80%에서 90%로 변화할 때 PSNR의 수치가 

변화율이 크고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잡음

제거 성능과 에지 보존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내었

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원 영상과 가장 흡사하게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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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Salt and Pepper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잡음판단 부분과 잡음제거 부분으로 나누어 잡음이라

고 판단된 화소만 필터링을 진행하여 원 화소의 보존률

을 높였다. 잡음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3×3마스크를 이

용하여 내부의 유효화소수에 따라 3×3 마스크 또는 5×5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터링 한다. 3×3마스크의 경우 유

효화소를 이용하여 평균필터로 필터링 하였고 5×5 마스

크의 경우 유효화소들을 평균하여 기준값을 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Low 영역과 High 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표준편차가 낮은 영역을 가

중치 필터로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마스크의 크기를 유동적으

로 변화시켜 유효화소들을 이용하여 Salt and Pepper 잡
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기준 값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유효화소의 산포도를 높여 영상의 스무딩 현상

을 최소화 하였다. 따라서 영상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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