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1: 1431~1436, Nov. 2020

히스토그램의 변곡점을 이용한 영상 신호의 잡음 제거

백지현1·김남호2*

Noise Removal of Image Signals using Inflection Points on Histogram

Ji-Hyeon Baek1 · Nam-Ho Kim2*

1Graduate Student, Dept. of Smart Robo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2*Professor, Dept. of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요  약

현대사회에서 CCTV, 블랙박스 등 다양한 영상기기로 편리함을 도모한다. 하지만 야간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영

상 신호가 송, 수신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상의 식별이 어렵다

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상 정보에서 영상의 잡음 제거는 필수불가결한 단계이다. 영상 잡음 중 대표적인 임

펄스 잡음으로 Salt and Pepper 잡음이 있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 그중 대표

적인 방법으로 CWMF, MMF, A-TMF 등이 있다. 이러한 필터들은 공통적으로 저밀도 잡음 영역에서는 우수한 성능

을 보이지만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 잡음 제거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히스

토그램 그래프의 변곡점을 이용하여 영역을 나누어 특이점을 제거하고, 히스토그램 분포를 이용한 가중치 필터를 제

안한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PSNR을 이용하였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various video devices such as CCTV and black boxes are used for convenience. However, noise is 
frequently generated in the process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video images and video signals photographed at night. 
If such noise is not eliminated, the problem that the image is difficult to identify is generated. Accordingly, noise 
elimination of images in the image information is an indispensable step. Salt and Pepper noises are typical impulse noises 
among image noises. Previou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as a method for eliminating noise, and CWMF, MMF and 
A-TMF are typical methods. In common, such a filter exhibits excellent performance in a low-density noise area, but a 
disadvantage is that noise elimination performance in a high-density noise area is somewhat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he inflection point of the histogram graph to separate areas and remove singular points, and 
proposes a weighting filter utilizing histogram distribution. PSNR was used for objectiv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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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을 이용한 전

자기기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 하는 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야간에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거나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상을 식별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인식에러 라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
라서 영상데이터의 경우 잡음 제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영상 잡음은 대표적으로 Salt and Pepper 잡음이 있다

[1-3]. Salt and Pepper 잡음의 경우 대표적인 임펄스 잡

음으로 두 개의 극값이 영상에 임의로 분포되어있는 잡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CWMF 
(center wighted median filter)[4], MMF (modified median 
filter)[5-6], A-TMF(alpha-trimmed mean filter)[7]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저밀도 잡음영역

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alt and Pepper 잡음의 특징을 

이용하여 잡음판단을 거친 후 잡음이라고 판단된 픽셀

만을 필터링 하였으며, 히스토그램의 그래프를 이용하

여 영역을 지정한 후 필터링 마스크의 메디안 값을 기준

으로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픽셀은 특이점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하고, 히스토그램 값을 이용하여 가중치

를 주어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 

알고리즘의 결과 영상과 화질 손실 정보를 평가하는 지

표인 PSNR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Salt and Pepper 잡음의 경우 두 가지의 극값이 영상

에 임의로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임펄스 잡음이다. 따
라서 영상의 픽셀을 하나씩 확인하여 잡음값이라고 판

단된 경우에만 필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잡음 판단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플래그 마스크의 형태로 판단하

였다. 영상의  에 위치한 플래그 마스크를 라고 할 

때 식 (1)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1)

8비트 그레이 영상에서 Salt and Pepper 잡음은 0또는 

255의 값을 가지며, 해당 값을 가지는 픽셀을 잡음이라

고 판단하여 플래그 마스크의 값이 0으로 표현된다.
필터링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Step 1. 만약 영상의  에 위치한 플래그 마스크의 

값이 1이라면 원 영상의 픽셀 값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값을 출력 값으로 사용한다. 최종 출력 영상을 라고 

할 때, 식 (2)로 표현 가능하다. 여기서 는 잡음에 훼

손된 영상을 의미한다.

  (2)

Step 2. 플래그 마스크의 값이 0이라면 잡음이라고 판

단하여 필터링을 진행한다. 먼저 영상의 히스토그램 값

의 분포를 이용하여 영역을 나눈다. 히스토그램 값을 

라고 할 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11].

(a)

(b)
Fig. 1 Histogram graph of Peppers image (a) Original 
image (b) Noisy image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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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영상의 밝기 레벨을 의미한다. 따라서 

 ∼ 의 값을 가지며, 잡음 값인 0과 255는 

제외한 값을 의미한다. 는 값을 가지는 화소의 개수

를 의미한다.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히스토그램의 그래

프를 이용하였고 아래로 볼록한 변곡점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변곡점은 

감소, 증가하는 구간이 각각 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알고리즘의 경우  의 값을 

가진다. 히스토그램의 영역을  라고 할 때 는 영역의 

개수를 의미하며 식 (4)와 같이 나타낸다.

  ∼
 ⋯

⋮

  ∼

(4)

여기서  의 원소들은 영역에 해당하는 의 값들이

며 의 값은 변수이다.
Step 2. 필터링 마스크의 메디안 값을 기준으로 마스

크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 영역을 정하며 필터링 마스

크를 라고 할 때, 식 (5)와 같이 표현한다.

    ≤  ≤ (5)

여기서  는 필터링 마스크 내부의 위치를 나타내

는 인덱스이고, 은 필터링 마스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이며 양의 정숫값을 가진다. 마스크 내부의 메디안 

값을 라고 할 때 식 (6)으로 표현 가능하다.

   (6)

여기서 는 필터링 마스크 내부의 값들 중 잡음값들

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화소들의 집합이며 ∙

함수는 집합의 중앙값을 구하는 함수이다. 이 때 유효화

소들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중앙 1개의 값을 구하고, 짝
수 개이면 중앙 2개의 값의 평균을 구한다.

Step 3. 필터링 마스크 내부의 유효화소들 중 메디안 

값이 해당되는 히스토그램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유효

화소들을 특이점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한다.
Step 4. 특이점을 제거한 유효화소들의 히스토그램값

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주어 최종 출력값을 도출해 낸

Fig. 2 Flow chart

다. 만약 유효화소들을   라고 할 때 식 (7), (8)로 표

현 가능하다.

    (7)

 

 ∙ ∙  ∙
(8)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flow chart는 그림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8비트 그레이 Peppers 영상에 

임의로 Salt and Pepper 잡음을 입혀 시뮬레이션 영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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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eppers image (a) Original image (b) Noisy 
image (P=50%)

로 사용하였고  과  의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필터링 마스크의 크기에 따른 결과를 각각 나

타내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결과 영상과 비교할 필

터로는 CWMF, MMF, A-TMF를 사용하였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PSNR[12]을 수치화하여 나타내었다. 
PSNR은 식 (9), (10)과 같이 나타낸다.

×







(9)

 log
  (10)

식 (9)에서  는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

내며 본 논문에서는 각각 512의 값을 가진다. 는 잡음

에 훼손되지 않은 원 영상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a), (b)는 각각 Peppers의 원 영상, 잡음에 

50% 훼손된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4는  의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영상이며 (a), (b), (c), (d) 각각 순서대로 CWMF, MMF, 
A-TMF, PFA(proposed filter algorithm)으로 처리한 결

과이다.
그림 5는  의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영상이며 그림 4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기존의 방법들 중 MMF의 경우 가장 우수

한 성능을 보였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에 비해 잡음 제거 

성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5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들의 경우  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 4보다 대체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잡음 제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잡음 제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제안한 알

고리즘의 경우 의 값에 상관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표 1, 2에는 각각  과  일 때의 PSNR 수치

를 표로 나타내었다.

(a) (b) (c) (d)
Fig. 5 Simulation result (m=2) (a) CWMF (b) MMF (c) A-TMF (d) PFA

(a) (b) (c) (d)

Fig. 4 Simulation result (m=1) (a) CWMF (b) MMF (c) A-TMF (d) 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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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SNR[dB]

CWMF MMF A-TMF PFA
10 29.53 40.25 31.15 40.62
20 22.07 32.35 25.52 37.09
30 17.36 25.70 21.13 34.83
40 14.12 20.73 17.93 32.89
50 11.63 16.40 15.34 31.06
60 9.76 13.19 13.36 28.25
70 8.28 10.60 11.85 24.48
80 7.06 8.40 10.54 20.36
90 6.09 6.63 9.53 16.17

Table. 1 Each PSNR result of Peppers image (m=1)

P[%]
PSNR[dB]

CWMF MMF A-TMF PFA
10 31.72 40.57 31.76 39.24
20 30.94 36.93 31.06 35.96
30 29.79 34.07 29.90 33.82
40 28.39 31.44 28.17 32.37
50 24.52 26.56 24.16 31.08
60 18.60 20.03 19.00 29.71
70 13.99 15.04 14.88 28.45
80 10.10 10.81 11.41 26.48
90 7.26 7.62 8.90 21.60

Table. 2 Each PSNR result of Peppers image (m=2)

표 1과 2에 따르면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저밀도 

잡음 영역에서는  일 때,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는 

 일 때 잡음 제거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데이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잡

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영상은 8비트 그레이 Peppers 영상을 이용하였고, 잡음

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임펄스 잡음인 Salt and Pepper 잡
음을 임의로 입혀 시뮬레이션 하였다.

Salt and Pepper 잡음의 경우 두 가지의 극값을 가진

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극값을 제외한 나

머지 값은 훼손되지 않은 화소라고 판단하여 필터링을 

진행하지 않고 잡음인 화소들만을 골라 필터링을 진행

하여 원 화소의 보존률을 높였다. 또한 히스토그램의 그

래프를 사용하여 영역을 나누었고, 필터링 마스크에서 

잡음을 제외한 유효화소들의 메디안 값을 기준으로 마

스크 내부에 기준과 다른 히스토그램 영역에 있는 화소

를 특이점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하여 출력값의 정확도

를 높였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값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최종 출력값을 도출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선행 연구되어

진 CWMF, MMF, A-TMF를 이용하였으며, 필터링 마

스크의 크기는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평가의 지표로 PSNR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CWMF, MMF, A-TMF 모두 

공통적으로 고밀도 잡음 영역보다 저밀도 잡음 영역에

서 잡음 제거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PFA의 

경우 저밀도 영역과 고밀도 영역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

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의 값을 가질 경우 

 의 값을 가질 때와 비교하였을 때 고밀도 잡음 영

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연

산량이 적어 필터링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저밀도 잡음 영역에서는  의 값으로 필터링

을 진행하고,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는  의 값으로 

필터링을 진행한다면 최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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