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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이미지는 다양한 잡음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중 

SAP(salt and pepper) 잡음은 데이터의 전송과정에서

의 오류나 메모리 셀(cell) 오류, 또는 아날로그의 디

지털 변환과정에서의 오류로 야기되는 임펄스

* 본 논문은 2021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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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타입의 잡음을 의미한다[1, 2]. SAP 잡음은 

이미지 화소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salt)과 최소값

(pepper)으로 이미지의 화소값을 변형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SAP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미디언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3]. 이는 일정 

크기의 윈도우 내의 화소값들 중 중간값으로 이미지 

화소값을 대체하는 기법으로 잡음 비율이 낮은 경우 

좋은 성능을 가지지만 잡음 비율이 커지는 경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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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and pepper is a type of impulse noise. It may appear due to an error in the image
transmission process and image storage memory. This noise changes the pixel value at any
position in the image to 0 (in case of pepper noise) or 255 (in case of salt noise).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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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가변블록 크기를 사용하는 

AMF(adaptive median filter) 방법[4]과 이에 기반한 

DBMF(decision-based median filter) 방법[5],

IMF(iterative median filter) 방법[6], 그리고 

MMF(min-max filter) 방법[7] 등이 소개되었다.

SAP 잡음 제거를 위한 최근의 연구로는 AFSWMF

(adaptive fuzzy switching weighted mean filter) 방

법과 NAMF(non-local adaptive mean filter)를 들 수 

있다. 먼저 AFSWMF 방법은 SAP 잡음의 위치를 검

출하는 단계와 이를 복원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화소값의 잡음 정도를 세 가지 

경우(잡음이 없는 경우, 잡음이 약간 있는 경우, 잡음

이 많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후 복원하

고자 하는 화소위치의 잡음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화소값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8]. NAMF 방법은 SAP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세 가

지 과정을 거친다. 앞의 두 과정은 이전의 여러 SAP

잡음 제거 알고리즘들처럼 잡음의 위치를 추정하고 

이 위치의 화소값을 복원한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일

반적인 백색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사

용되는 비국부 평균 필터(non-local mean filter)를 

SAP 잡음을 제거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이를 적용

함으로써 복원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다[9].

제안하는 SAP 잡음 제어 알고리즘도 크게 세 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SAP 잡음 위

치를 검출하는 단계로 단순히 0 또는 255의 화소값을 

가지는 위치 중 원래 이미지 화소의 값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위치를 최종 SAP 잡음 발

생 위치로 결정한다. 이후 잡음 위치는 주변의 가변 

크기 블록 내에 포함된 잡음이 없는 화소값들의 가중 

평균을 이용해 복원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가중치

는 복원화소 위치를 중심값으로 가지는 정규화된 가

우시안 커널의 계수 값을 사용한다. 위의 두 단계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복원과정에서 사

용된 잡음이 없는 주변화소값의 개수에 따라 복원화

소들의 신뢰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한가

중 평균(weighted mean) 값으로 복원화소 값을 추가 

보정함으로써 최종적인 복원 화소 값을 얻어낸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대표적인 SAP 잡음 제거 

방법으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미디언필터링 

방법과 최근에 소개된 방법인 NAMF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세 단계로 동작하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적용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해 10개의 실

험이미지에 적용한 결과와 이전의 대표적인 방법을 

이용한 결과와의 차이점을 객관적 화질 및 주관적 화

질 측면에서 비교하였으며,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관련 이론
본 절에서는 기존의 SAP 잡음 제거 기법으로서 전

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디언 필터 기법

과 가장 최근에 소개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NAMF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한다.

2.1 미디언필터(MF)
미디언 필터 기법은 SAP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가

장 널리 사용되어 왔던 전통적인 방법이다. 먼저 잡

음이 포함된 이미지  ∈×가 있을 때 이

를 × 크기의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복원한 이

미지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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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edian(.)는 (.)에 포함된 모든 원소의 값들 중 

중간값을 선택하는 함수이다. 이러한 미디언 필터는 

적은 연산량을 가짐에도 낮은 SAP 잡음 비율에서는 높

은 잡음 제거 효율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잡음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성능은 급격히 저하된다.

2.2 NAMF(non-local adaptive mean filter)
2.2.1 비국부평균(non-local mean) 필터링

Buades등이 제안한 비국부평균(NLM, non-local

mean) 필터링 방법은 이미지에서 백색가우시안잡음

(white-gaussian noise)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으로 이후 많은 잡음제거 알고리즘의 기

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10].

잡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라 하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 σ를 가지는 독립동일분포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가우시

안 잡음을 라 하면,    ∈와 

같이 관측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전

체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흑백 이미지의 경우 

와 는 정수 값을 가지며 컬러 이미지의 경우 

벡터의 값을 가질 것이다. 관측 데이터로부터 비국부

평균필터를 이용한 추정값 는 식(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2)

여기서 은  위치의 값과 비교대상이 되는 영역

에 속한 위치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분모항은 가중치

들의 정규화를 위한 값, 즉 관측값()들의 평균과 

예측값()들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된 항목

이다.

최초 제안된 비국부평균 필터 기법의 경우 전체 데

이터 영역 즉,  를 고려하였으나 이후 연구를 

통해 전체 데이터 영역 대신  위치의 주변영역에 한

정하는 것이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는  위치와  위치 사이의 데이터 

유사성에 따라 결정되는 가중함수(weight function)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p



 (3)

여기서, 는 가중함수에 대한 사용자입력 파라미

터이며,  는 위치  위치와  위치 데이

터 값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며 식 (4)와 같

다.



 ∙

(4)

위의 식(2)에서부터 식(4)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

으로 살펴보면  위치에서의 추정된 데이터값 는 

다른 위치인 ∈에서의 데이터 값들의 가중평균을 

취한 값으로 예측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때 사용된 가

중치는 데이터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2.2.2 비국부평균필터링을 사용한 NAMF

SAP 잡음 제거를 위해 비국부평균필터링을 활용

한 NAMF 방법은 이미지내 SAP 잡음의 위치를 검출

한다. 이때 검출된 위치 중 실제 이미지 화소값이 0

또는 255인 경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일한 화소값의 

주변 분포율이 일정 임계값보다 큰 경우 해당 화소는 

잡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SAP 잡음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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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화소값들 중 잡음이 없는 화소값들의 평균으로 

복원하며 이렇게 복원된 이미지에 이전 절에서 기술

한 비국부평균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인 복원영

상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NAMF 기법은 비국부 평균필터를 

SAP 잡음제거에 적합하도록 식(3)에 포함된 값을 

다음의 식(5)와 같이 적용하였다.

  ×


××


× (5)

여기서 과 은 각각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며,

은 잡음판별 행렬(잡음위치는 1, 이외의 경우 0)로 

는 이러한 내에 포함된 1값을 가지는 위치의 개

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그리고 는 사용

자 파라미터로 논문에서는 각각 2.2186, 6.0314,

4.5595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NAMF 방법은 낮은 SAP 잡음 비율에서는 

블러링 현상으로 인해 객관적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만 높은 SAP 잡음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객관적 

화질을 가진다.

Ⅲ. 제안하는 알고리즘
제안하는 SAP 잡음제거 방법은 다음과 같이 3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SAP 잡음 화소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로서 화소값이 0 또는 255인 화소값들 중 실제 

이미지 값이라고 판단되는 위치를 제외하고 선택한

다. 두 번째 단계는 복원하고자 하는 위치의 화소값 

주변에 위치한 화소 값들 중 잡음이 포함되지 않은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잡음위치의 화소값을 복원하며,

이 과정에서 가변크기블록 및 거리에 대한 가중치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전의 여러 SAP 잡음제거 방

법들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마지막 단계는 복원된 이미지에 대한 추가 보정 

과정으로 복원 위치 주변에 위치한 화소값에 대한 신

뢰도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복원화소값을 보정한다.

3.1 SAP 잡음 위치 검출
먼저 SAP 잡음이 포함되지 않은 원이미지를 

 ∈×라 하고 SAP 잡음이 포함된 이미

지를  ∈×라 할 때 두 이미지 화소값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or 
   for 

(6)

여기서 는 SAP 잡음 비율을 의미한다. 즉, 잡

음이미지는 원이미지의 화소값들 중 의 비율에 

해당하는 화소값이 0 또는 255로 변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잡음의 위치를 0(잡음이 없는 위치)과 1(잡음

이 있는 위치)로 저장하는 행렬  ∈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or 

  
(7)

하지만 잡음의 위치로 위의 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화소값에 따라서는 실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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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 또는 255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9]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

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 화소 위치에 대해서,
를 중심으로 ×  크기 윈도우 내

에 포함된  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for   ∈ 
× 

(8)

여기서,  은 특정 영역내에서 

 인 값을 가지는 위치의 개수를 의미하며,


× 는 중심이 이고, 폭과 높이가 각

각 크기를 가지는 윈도우 영역을 의미한다.

즉, 는 를 중심으로 한 특정 크기의 윈도

우내에 포함된 식(7)로 확인된 SAP 잡음이 없는 화소

의 개수를 의미한다. 윈도우의 크기를 지정하는 는 

처음 1부터 시작하며,   인 경우 1씩 증가하

며, 최대 max까지 윈도우의 크기를 확대한다. 이 과

정에서   인 경우에는 해당 위치를 잡음 화

소라고 간주하고 다음 화소위치로 넘어간다. 반면 

 max까지 윈도우의 크기가 증가되어도 여전히 

  인 경우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윈도우 영역에서 현재 고려하

고 있는 와 동일한 값의 개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for ∈
× 

(9)

이후  값과 특정 임계값(threshold)과의 비

교를 통해 잡음 화소의 위치 값을 나타내는 식(7)의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0)

여기서, 는 임계값을 의미한다. 이제 최종적으로 

식(10)에서  인 위치가 SAP 잡음 위치인 것으

로 고려한다.

3.2 SAP 잡음 화소 복원
제안하는 방법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검

출된 SAP 잡음 화소 위치에 대해서 화소 값을 복원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두 가

지 주요한 특징을 가진다. 잡음 화소를 복원하는 과

정에서 가변크기의 윈도우 내에 포함된 여러 화소값

들 중 잡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화소값 만으로 잡

음 화소값을 복원한다. 이는 동일한 윈도우 크기 내

의 모든 화소값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미디언 필터링 

방법과는 대비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또 하나의 특징

은 복원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화소값의 위치와 복원

하고자 하는 화소값의 위치사이의 거리에 따른 가중

평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9] 등에서 사용된 

방법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검출된 화소의 위치를 가변 크기 블록내의 주변 화

소값의 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복원한 이미지를 

 ∈×라고 할 때 복원된 는 식(11)과 

 













 ∈
× 





 ×× ∈

× 

for   



   fo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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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될 수 있다 .

여기서 
 은 복원위치와 복원에 사용되는 잡음

이 없는 화소 위치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로 아

래와 같이 가우시안 형태의 함수를 정규화하여 사용

한다.


  











 





 (12)

여기서 normalize(.)는 전체 가중치의 계수 합이 1이 

나오도록 정규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추가로 

 max인 윈도우 영역 내에서도   인 경

우 즉, 고려하는 주변 화소가 모두 잡음화소인 것으

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과성(causality)에 기반하여 이

미 복원된 3개 화소값의 평균으로 화소값을 복원한

다.

3.3 신뢰도 기반 후처리
앞의 두 단계를 거처 SAP 잡음에 대한 일차 복원

이 완료되었다. 먼저 SAP 잡음 위치를 검출하고 검출

한 위치에 대해서 가변 크기를 가지는 주변 영역내의 

잡음이 없는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잡음 화소를 복원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복원

된 화소값들에 대한 신뢰도 값을 산정하고, 복원화소 

위치 주변에 위치한 신뢰도 행렬 이용하여 복원된 화

소값에 대한 추가 보정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주요 

아이디어는 복원 화소값은 복원과정에서 사용된 잡

음이 없는 화소 값의 개수에 따라 복원 정확도 다르

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즉, 주변 8개의 잡음이 없

는 화소값을 이용하여 복원한 화소값의 신뢰도는 2개

의 잡음이 없는 화소값을 이용하여 복원한 화소값의 

신뢰도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인 중심이 

인 윈도우 내 신뢰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for  
  for   

(13)

즉, 주변 화소값들 중 잡음이 없는 화소 위치값 또

는 추가 보정처리 대상이 되는  위치에서의 신

뢰도는 최대값인 8의 값을 가지며, 복원된 화소는 

 일 때 주변에 위치한 잡음이 없는 화소의 개수

를 신뢰도 값으로 가진다. 이러한 신뢰도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최종 복원이미지 

  ∈×의 값은 식(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for  ∈
× 

(14)

Ⅳ. 실험 및 분석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을 위해 10개의 이

미지(bus.bmp, container.bmp, hall_monitor.bmp,

highway.bmp, table.bmp, airfield.bmp, bridge.bmp,

houses.bmp, pepper.bmp, truck.bmp)에 대해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함에 있어,

식(10)에서의 임계값은  을 사용하였고,

max , 그리고, 거리에 따른 가중평균을 구하기 

위한 가우시안 필터의 분산값으로는  의 값을 

사용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기존의 미디언 필터링

(MF) 방법과 더불어 AFSWMF[8], NAMF[9]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객관적 화질 측

정은 식 (15)의 PSNR(peak to signal to noise ratio)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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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 1 ~ 표 5는 SAP 잡음 비율이 각각 10%, 30%,

50%, 70%, 그리고 90%일 때의 잡음 이미지에 대해서 

MF, AFSWMF, NAMF,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을 적

용하였을때의 객관적 화질을 비교하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AFSWMF 방법은 낮은 잡음 비율에서 상대

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게 나왔으며, NAMF는 높은 잡

음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객관적 화질을 나타내

었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잡음 비율이 10%~70%의 

경우 MF는 물론 AFSWMF, NAMF 방법보다 높은 객

관적 화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음 비율이 

90%인 경우에는 NAMF과 비교하여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잡음비율이 10%인 경

우 NAMF 방법과 비교하여 평균 1.8564dB가 높으며,

잡음비율이 90%인 경우 AFSWMF 방법과 비교하여 

평균 0.8893dB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

<표 1> SAP 잡음비율 10%일 때 Median Filter(A), AFSWMF(B), NAMF(C)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D)을 이용한 복원 영상의 객관적 
화질(PSNR)과 제안하는 방법과 각 방법과의 객관적 화질 향상 정도(D-A, D-B, D-C)

no. res. image A B C D D-A D-B D-C
1

352
x

288

bus 26.788 33.294 31.125 33.66 6.872 0.366 2.535

2 container 27.296 31.974 29.645 32.1 4.804 0.126 2.455

3 hall_monitor 28.884 34.071 32.372 34.51 5.626 0.439 2.138

4 highway 33.652 41.623 40.882 41.715 8.063 0.092 0.833

5 table 29.244 34.974 32.096 35.17 5.926 0.196 3.074

6

512
x

512

airfield 26.545 30.643 29.242 31.478 4.933 0.835 2.236

7 bridge 26.136 33.357 32.359 33.449 7.313 0.092 1.09

8 houses 23.94 28.569 27.402 28.846 4.906 0.277 1.444

9 pepper 32.655 40.119 38.687 40.16 7.505 0.041 1.473

10 truck 32.627 41.787 40.547 41.833 9.206 0.046 1.286

average 28.7767 35.0411 33.4357 35.2921 Δ6.5154 Δ0.251 Δ1.8564

<표 2> SAP 잡음비율 30%일 때 Median Filter(A), AFSWMF(B), NAMF(C)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D)을 이용한 복원 영상의 객관적 
화질(PSNR)과 제안하는 방법과 각 방법과의 객관적 화질 향상 정도(D-A, D-B, D-C)

no. res. image A B C D D-A D-B D-C
1

352
x

288

bus 21.176 29.378 27.055 29.436 8.26 0.058 2.381

2 container 21.851 28.689 26.677 28.771 6.92 0.082 2.094

3 hall_monitor 22.005 29.952 28.343 30.287 8.282 0.335 1.944

4 highway 23.054 36.612 35.61 36.7 13.646 0.088 1.09

5 table 23.165 31.075 28.959 31.232 8.067 0.157 2.273

6

512
x

512

airfield 21.295 27.594 26.273 28.018 6.723 0.424 1.745

7 bridge 21.485 29.228 28.053 29.306 7.821 0.078 1.253

8 houses 19.819 25.645 24.195 25.794 5.975 0.149 1.599

9 pepper 23.451 35.171 33.771 35.315 11.864 0.144 1.544

10 truck 24.199 36.615 35.209 36.676 12.477 0.061 1.467

average 22.15 30.9959 29.4145 31.1535 Δ9.0035 Δ0.1576 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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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AP 잡음비율 50%일 때 Median Filter(A), AFSWMF(B), NAMF(C)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D)을 이용한 복원 영상의 객관적 
화질(PSNR)과 제안하는 방법과 각 방법과의 객관적 화질 향상 정도(D-A, D-B, D-C)

no. res. image A B C D D-A D-B D-C
1

352
x

288

bus 14.146 26.532 24.77 26.692 12.546 0.16 1.922

2 container 14.817 26.416 24.903 26.602 11.785 0.186 1.699

3 hall_monitor 14.848 27.742 26.361 28.118 13.27 0.376 1.757
4 highway 14.534 33.531 32.808 33.804 19.27 0.273 0.996

5 table 15.42 28.642 27.089 28.824 13.404 0.182 1.735

6

512
x

512

airfield 14.477 25.177 24.328 25.69 11.213 0.513 1.362

7 bridge 14.668 26.655 25.84 26.953 12.285 0.298 1.113
8 houses 14.018 23.33 22.225 23.634 9.616 0.304 1.409

9 pepper 15.016 32.12 31.285 32.704 17.688 0.584 1.419

10 truck 15.531 33.632 32.638 33.959 18.428 0.327 1.321

average 14.7475 28.3777 27.2247 28.698 Δ13.9505 Δ0.3203 Δ1.4733

<표 4> SAP 잡음비율 70%일 때 Median Filter(A), AFSWMF(B), NAMF(C)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D)을 이용한 복원 영상의 객관적 
화질(PSNR)과 제안하는 방법과 각 방법과의 객관적 화질 향상 정도(D-A, D-B, D-C)

no. res. image A B C D D-A D-B D-C
1

352
x

288

bus 9.28 23.666 23.073 24.267 14.987 0.601 1.194

2 container 9.843 23.883 23.391 24.394 14.551 0.511 1.003

3 hall_monitor 9.9 24.894 24.607 25.638 15.738 0.744 1.031
4 highway 9.104 30.583 30.935 31.393 22.289 0.81 0.458

5 table 10.291 26.041 25.571 26.556 16.265 0.515 0.985

6

512
x

512

airfield 9.573 22.849 22.786 23.599 14.026 0.75 0.813

7 bridge 9.702 24.079 24.093 24.799 15.097 0.72 0.706
8 houses 9.383 20.869 20.673 21.584 12.201 0.715 0.911

9 pepper 9.716 29.227 29.35 30.244 20.528 1.017 0.894

10 truck 10.294 30.925 30.824 31.742 21.448 0.817 0.918

average 9.7086 25.7016 25.5303 26.4216 Δ16.713 Δ0.72 Δ0.8913

<표 5> SAP 잡음비율 90%일 때 Median Filter(A), AFSWMF(B), NAMF(C)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D)을 이용한 복원 영상의 객관적 
화질(PSNR)과 제안하는 방법과 각 방법과의 객관적 화질 향상 정도(D-A, D-B, D-C)

no. res. image A B C D D-A D-B D-C
1

352
x

288

bus 6.008 19.735 20.743 20.634 14.626 0.899 -0.109

2 container 6.578 20.527 21.38 21.302 14.724 0.775 -0.078

3 hall_monitor 6.576 21.442 22.349 22.305 15.729 0.863 -0.044
4 highway 5.818 27.775 28.85 28.649 22.831 0.874 -0.201

5 table 6.942 22.86 23.566 23.524 16.582 0.664 -0.042

6

512
x

512

airfield 6.246 19.292 20.121 20.04 13.794 0.748 -0.081

7 bridge 6.404 20.836 21.877 21.751 15.347 0.915 -0.126
8 houses 6.205 17.583 18.499 18.454 12.249 0.871 -0.045

9 pepper 6.308 25.304 26.66 26.568 20.26 1.264 -0.092

10 truck 6.906 27.333 28.419 28.353 21.447 1.02 -0.066

average 6.3991 22.2687 23.2464 23.158 Δ16.7589 Δ0.8893 Δ-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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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i)                         (iii)                         (iv)                       (v)
<그림 2> SAP 잡음 비율이 50%인 경우 arifield.bmp(i), bridge.bmp(ii), houses.bmp(iii), pepper.bmp(iv), 

truck.bmp(v)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복원한 이미지. 
위에서부터 원본이미지, 잡음 이미지, MF, AFSWMF, NAMF, 제안하는 방법으로 각각 복원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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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알고리즘은 잡음 비율과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SAP 잡음 비율이 

50%일 때 주관적 화질을 비교하고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높은 객관적 화

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AFSWMF 방법과 유사하게 

블러링(blurring)을 최소화하면서도 SAP 잡음을 효과

적으로 제거함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연구  

이미지의 전송과정이나 이미지저장을 위한 내부 

메모리 오류 등으로 나타나는 SAP 잡음은 이미지의 

화소값을 0 또는 255로 변형시키는 임펄스 잡음의 한 

종류로서 매우 큰 이미지 열화를 발생시킨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신뢰도 기반 가중 평균을 이용한 

SAP 잡음제거 알고리즘은 먼저 SAP 잡음의 위치를 

판별하고 판별된 위치의 화소값을 주변 화소값들의 

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일차로 복원한다.

이 과정에서 거리에 따른 주변화소의 영향도를 고려

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커널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일

차로 복원된 화소값은 복원과정에서 사용된 잡음이 

없는 화소의 개수에 비례하는 신뢰도 행렬을 이용하

여 추가 보정된다.

실험 결과 잡음 비율에 관계없이 기존의 여러 방법

보다 높은 객관적 및 주관적 화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AP 잡음 비율이 30%~70%인 경우 가장 

상대적 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잡음 비율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의 성능차이

를 고려한 적응적 SAP 잡음 제거 방법을 연구 및 적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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