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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처리 기술은 1960년  후반부터 우주 연구

와 CT, MRI와 같은 의료 상 분야에서 사용하기 

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처리량이 많고 

연상과정이 복잡하여 문 인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상처리 기술은 1990년  후반부터 다

양한 통신매체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로 인해

서 검색, 컴퓨터 비 , 그래픽스, 방송 등의 응용 

분야가 차 다양해지고 있다. 상처리 기술은 

인간의 시각에 기반을 둔 상정보와 련된 분

야에서 요한 기반 기술로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이러한 상처리 기술의 세부 인 

기술범 를 구분한다면 상 변환, 상 개선,

상 복원, 상 압축, 상 분할, 표   기술, 인

식등과 같이 다양하며, 기본 인 처리로써 상 

조작, 분석 ,인식, 복원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처리 기술을 효과 으로 사용하고 상에서 정

확한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상정보의 개선 

과정이 필수 이다. 상정보의 개선은 상의 해

석과 인식을 한 기본 인 과제이며, 다양한 알

고리즘이 존재한다.

상처리 기술에서 정보추출을 한 기과정

을 처리과정이라 한다. 다양한 처리 과정 

에서 기 상의 잡음을 제거하기 한 필터링 

연산은 정보 해석과 인식을 한 상처리 과정

에서 필수 인 요소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

는 상의 잡음을 제거하기 한 많은 필터링 알

고리즘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필터링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미디언 필터, 혼합 미디언 필터, 평균값 

필터,  -trimmed 평균값 필터, 최 /최소값 필

터,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 MMSE 필터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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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처리 기술은 인간의 시각에 기반을 둔 상정보와 련된 분야에서 요한 기반 기술로써 

재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처리의 세부 기

술범 는 상 변환, 상 개선, 상 복원, 상 압축등과 같이 다양하며, 이런 상처리 기술의 

요한 연구 목표 의 하나는 정확한 정보 추출을 한 상정보의 개선에 있다. 상정보의 개선은 

상의 해석과 인식을 한 기본 인 과제이며,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는 상처리 

기술이 상정보 개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상정보 개선을 한 기존의 필터링 알고리즘은 

잡음제거율이 높은 만큼 경계선의 보존이 어렵다는 단 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다른 상처

리 알고리즘을 함께 응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증가되고 원 상의 요한 정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필터링 알고리즘의 문제 을 개선하는 동시에 잡

음 제거율을 높일 수 있는 Fuzzy Mask Filte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uzzy Mask Filter 알고리즘은 

마스크에서 얻은 정보를 Fuzzy Logic에 용하여 임계값을 구하며, 구해진 임계값을 기 으로 출력

상의 화소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Impulse 잡음과 Salt pepper 잡음을 임의로 생성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한 결과, 제안된 방법

이 잡음 상에 존재하는 픽셀 정보를 훼손하지 않고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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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하다. 이런 필터링 알고리즘들은 다시 여

러 기 으로 분류되지만 원 상의 정보를 기 으

로 처리하기 때문에 마스크 정보를 이용한다는 

공통 인 특징이 있다. 마스크 정보의 이용이란 

심픽셀을 기 으로 마스크의 반경 내에 존재하

는 픽셀의 특징을 이용하여 출력 상의 화소값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마스크정보를 이용한 기존 필터링 알고리즘에

서 컴퓨터는 미리 정의된 규칙에 의해 순차 으

로 처리하며, 컴퓨터 스스로 처리되는 픽셀을 잡

음과 비잡음으로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잡음이 

아닌 픽셀도 함께 처리함으로써 상의 정보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기존 필터링 

알고리즘에서 잡음 제거율과 정보 훼손정도는 서

로 반비례한다. 잡음이 제거된 출력 상의 잡음제

거율이 높을수록 경계선 보존이 어려워지며, 잡음

제거율이 낮을 경우 비교  경계선이 보존되지만,

잡음 제거를 한 필터링 알고리즘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한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다

른 상처리 알고리즘을 함께 응용하여 처리함으

로써 처리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필터링 알고리즘의 단 을 개선하기 해서 

지능기법인 Fuzzy Logic을 용하여 컴퓨터 스스

로 잡음과 비 잡음을 인식하여 잡음이 아닌 픽셀

을 보존하고 잡음만을 처리할 수 있는 Fuzzy

Mask Filter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제안된 퍼지 마스크 필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uzzy Mask Filter 알고

리즘의 수행 순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알고리즘 순서도

2.1 소속도 

Fuzzy Logic은 정도의 차이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지능 알고리즘이다. Fuzzy Logic은 0과 1로 

단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해 입력값을 미리 

설계된 소속 함수를 이용하여 소속도를 계산하며,

계산된 소속도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된 

규칙에 의해 구해진 결과값을 응용하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필터링 알고리즘이 잡음과 

비 잡음에 한 기  없이 처리하여 생기는 단

을 개선하기 해 Fuzzy Logic을 이용하여 잡음

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제안된 Fuzzy Mask Filter 알고리즘은 잡음 

상의 체 픽셀을 순차 으로 거치면서 각 픽셀

에 하여 마스크 정보를 추출한다. 마스크 정보

는 그림 2의 (b)와 같은 기  픽셀을 상으로 지

정된 범  안에 속하는 픽셀들의 명암도 값을 의

미한다.

미리 설계된 퍼지 소속 함수에 입력될 값은 그

림 2의 (b)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기  픽셀값의 

명암도와 마스크에 존재하는 모든 명암도의 평균

값이다.

마스크의 평균 명암도와 마스크의 기  픽셀값

을 설계된 소속 함수에 입력하여 소속도를 구하

고 정의된 규칙에 용한다. 그림 3은 설계된 퍼

지 소속 함수이다.

(a) 평균값의 명암도 소속 함수

(a) Mask 명암도 (b) Mask 픽셀 정보

그림 2. Mask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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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  픽셀값의 명암도 소속 함수

그림 3. 퍼지 소속 함수

그림 3의 (b)는 기  픽셀값을 입력값으로 하

는 소속 함수이다. L과 H구간을 구분하는 alpha

값은 마스크의 범 내에 있는 최소 픽셀값과 최

 픽셀값의 간치이다.

2.2 임계값 결정

각 소속 함수에서 구해진 소속도를 정의된 퍼

지 추론 규칙에 용하여 최종 소속값을 구하게 

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Min-Max 추론방법을 

용한다. 표 1은 정의된 퍼지 추론 규칙이다.

마스크의 평균값과 간값의 명암도가 모두 높

거나 낮은값으로 나올 경우에는 기  픽셀이 잡

음일 가능성은 낮다. 평균값과 반 로 간값이 

높거나 낮게 나올 경우에는 기  픽셀이 잡음일 

가능성은 높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표 1의 퍼

지 추론 규칙을 정의하 다. 정의된 규칙을 이용

하여 임계값을 결정하기 해 각 규칙의 반부 

소속도의 Min값을 선택하고 잡음 가능성에 한 

소속 함수 각 구간에 Max값을 무게 심법에 

용하여 비퍼지화 한다. 비퍼지화된 값을 상에 

용하기 해 0~255사이의 명암도로 정규화하여 

최종 임계값을 결정한다. 그림 4는 잡음 가능성에 

한 소속 함수이며, 식 1은 최종 임계값을 구하

기 한 비퍼지화 과정에서 용된 무게 심법이

다.

그림 4. 잡음 가능성 소속 함수

 ∑  

∑ 

(1)

2.3 출력 화소값 결정

Fuzzy Logic을 이용하여 구해진 임계값은 기

 픽셀이 잡음 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기

 픽셀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임계값보다 클 경

우에는 해당 픽셀을 잡음이라 간주하여 출력할 

화소값으로 평균값을 선택한다. 기 값과 평균값

의 차이가 임계값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잡음

으로 간주하여 마스크에 존재하는 기  픽셀값을 

출력 화소값으로 결정한다.

Ⅲ. 실험  결과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Intel Pentium-IV

2.80GHz CPU와 1.00GB RAM이 장착된 IBM 호

환 PC상에서 Visual Studio .NET 2003 으로 구

하여 실험하 다. Salt pepper 잡음과 Impulse 잡

음을 임의로 생성한 Gray 상에 5 X 5 마스크를 

기 으로 기존 필터링 알고리즘과 비교하 다.

Fuzzy Mask Filter를 실험하기 한 기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구  화면

표 1. 퍼지 추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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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임펄스 잡음 상에 제안된 Fuzzy

Mask Filter알고리즘과 기존의 필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 상이다.

(a) 잡음 상 (b) 제안된 방법

(c) 미디언 필터 (d) 평균값 필터

(e)  -trimmed 필터 (f) MMSE 필터

그림 6. 결과 상 1

그림 6의 (d) 상과 (f) 상은 각각 평균값 필

터와 MMSE 필터를 수행한 결과 상이다. 평균

값 필터링과 MMSE 필터링의 경우에는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하지 못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의 (c) 상의 미디언 필터와 (e) 상의 
-trimmed 필터의 경우에는 잡음을 효과 으로 제

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에 존재하는 나

뭇가지나 동물의 과 같은 부분이 손실되어 원

본 상의 정보를 보존하지 못하 다. 한 마스

크의 처리에 하여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기

존 필터링 알고리즘의 단 에 의해서 동물의 털

이나 동자와 같은 경계선의 정보를 훼손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Fuzzy Mask Filter의 경우

에는 상의 배경에 존재하는 나뭇가지와 같은 

세부 인 특징과 객체의 경계선을 효과 으로 보

존한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7은 제안된 방법의 

다른 결과 상이다.

(a) 원본 

상

(b) 잡음 

상

(c) 결과 

상

그림 7. 결과 상 2

Ⅴ. 결  론

상 개선을 해서 사용되는 기존의 필터링 

알고리즘은 잡음 제거율과 정보 훼손정도가 서로 

반비례하는 단 이 존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잡

음제거를 해서 사용되는 기존의 필터링 알고리

즘이 가진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지능 기법

인 Fuzzy Logic을 용하여 상의 모든 픽셀에 

해서 시스템 스스로가 잡음 정도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는 Fuzzy Mask Filter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Salt pepper잡음과 

Impulse잡음이 생성된 상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 효과 으로 잡음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잡음 제거로 인한 경계선과 원본 상의 정

보 훼손에 한 문제 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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