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디지털 영상처리는 사무자동화, 의료산업, 위성
사진, 공장자동화, 영상검지 또는 영상인식 시스템, 
로봇 등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영상 데 이터는 획득, 전송, 처리하는 과정에
서 여러 외부 원인 에 의해 잡음이 첨가되어 영상
의 열화가 발생한다. 영 상에 첨가되는 잡음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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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 양한 종류가 있으
며, 주로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Salt and Pepper 잡음이 대표적이다.[1]

영상에 첨가되는 잡음은 발생되는 원인과 형태
에 따 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로 Salt and 
Pepper 잡음,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등이 있다. Salt and Pepper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비선 형 필터에는 CWMF(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MMF(modified median 
filter), AMF(adaptive median filter) 등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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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영상 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처리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상처
리란 의료용 사진해석, 물체인식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실용화 되어지고 있으며, 영상잡음의 종류는 
가우시안 잡음, 임펄스 잡음, Salt and Pepper 잡음 등이 있다. 잡음은 영상을 훼손 시키는 불필요한 정
보를 의미하며, 잡음제거는 일반적으로 필터로 제거한다. 대표적인 잡음제거 방법으로는 메디안필터, 평
균필터 등이 있으며, 메디안 필터는 Salt and Pepper 잡음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잡음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잡음제거 성능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한 픽셀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BSTRACT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use of digital video device, more researches are actively made on the 
image processing technologies. Image processing is practically used on various applied fields such as 
medical photographic interpretation, and object recognition. The types of image noise include Gaussian 
Noise, Impulse Noise, and Salt and Pepper. Noise refers to the unnecessary information which damages 
the video and the noise is mainly removed by a filter. Typical noise removal methods are Median Filter 
and Average Filter. While Median Filter is effective for removing Salt and Pepper noise, the noise 
removal performance is relatively lower in the environment with high noise density. To address such 
issue, this study suggested an algorithm which utilizes neighboring pixels to remov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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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필터들은 잡음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에지 
보존 및 잡음 제거 특성이 미흡하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alt and Pepper로 훼손된 
영상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잡음판단을 거
친후 비잡음 픽셀은 그대로 대치하고, 잡음인 경우 
flag mask를 이용하여 평균필터로 필터링하며, flag 
mask가 모두 잡음인 경우 전처리된 픽셀을 대치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
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발생한 Salt and Pepper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평균 필터를 사
용하였다. 먼저 잡음 판단을 거친후, 비잡음인 경
우 원본화소를 유지하고 잡음인 경우 평균필터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여기서 flag mask 
의 픽셀이 모두 잡음으로 판단된 경우 중앙픽셀의 
바로 윗부분의 전처리된 인접화소로 대체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필터링 순서는 다음과 같다.

Step 1. Salt and Pepper잡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비잡음인 경우 원화소를 대치하고, 잡음인 
경우 평균필터를 통해 필터링과정을 거친다. 원 영
상에서 i,j의 위치에 있는 화소 는 식(1)과 같
다.

 








   

   
        (1)

여기서 P는 잡음 밀도를 나타내고, SP는 Salt 
and Pepper에 의해 훼손된 잡음 화소값을 의미하고 
I는 훼손되지 않은 원영상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Step 2. 잡음 판단을 거친 후 잡음이라고 판단되
면 3×3 flag mask를 생성하여 평균필터로 필터링하
며, flag mask를 라고 할 때 식(2)로 표현할 수 
있다.

 








 i f   minor max
 

           (2)

여기서 0과 1은 각각 잡음신호와 비잡음 신호를 
나타낸다. Salt and Pepper잡음의 경우 min 또
는 max 의 값을 가진다.

Step 3. 잡음음으로 판단된 경우 평균필터로 필
터링하며 는 출력 영상 이라고 할 때 식(3)과 같
이 표현된다.

 ×
 

 



               (3)

여기서 는 입력 영상이며, ×는 마스크의 크
기를 나타내고 값은 식(4)와 같다.
                                 (4)

n은 마스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이고, 마스크
를 M으로 표현할 때 식(5)와 같다.

≤≤≤≤    (5)

식(5)에서 은 마스크의 중앙 화소값이다.

Step 4. 과 이웃하는 8개의 화소값이 전부 
잡음으로 판단된 경우 전처리된 픽셀값을 대치한
다. 전처리된 픽셀의 위치는 중앙화소와 제일 인접
한 로 처리한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512×512 크기의 8비트 그레이 영
상인 Lena영상에 Salt and Pepper잡음을 60% 첨가
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
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PSNR을 이용하여 기존의 
MF, CWMF, AMF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MSE(mean squared error)와 PSNR의 식은 일반적으
로 식(6),(7)로 표현할 수 있다.

×




 


                    (6)

 log
                     (7)

여기서 는 원 영상의 화소값이고, 는 출력
영상의 화소값이며, R과 C는 각각 영상의 가로, 세
로 크기를 나타낸다.

 

          (a)                     (b)   
Fig 1. Lena image (a) Original Lena image (b) 
Noise Lena image

218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그림 1에서 (a)는 레나의 원영상이고, (b)는 60%
의 Salt and Pepper잡음에 훼손된 영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PA)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MF, CWMF, AMF로 성능을 비교하
였다. 

 

           (a)                    (b)

 

           (c)                    (d)
Fig 2. Lena filtering (a) MF (b) CWMF (c) AMF 
(d) PA

Fig 3. PSNR graph

그림 3은 각각의 필터들에 의해 복원된 영상을 
PSNR로 비교해본 그래프이다. 일반적인 필터의 경
우 잡음밀도가 30%정도로 낮은 경우 잡음제거 성
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40% 이상으로 높은 경
우 성능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40% 이상의 높은 잡음
밀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Salt and Pepper잡음의 높은 잡음 밀
도의 환경에서도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flag 
mask를 이용해 평균필터로 필터링하고, flag mask
의 모든 픽셀이 잡음일 경우 중앙화소와 제일인접
하게 위치한 전처리된 픽셀로 대치하는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필터링 방법들은 잡음
밀도가 높은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지
만,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도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그림 2에서 확인 가능하
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Salt and Pepper잡음 
환경에서 운용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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