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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현대 사회는 다양한 영상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영상데이터를 전송, 

처리, 저장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열화는 원 영상을 훼손하게 되며, 대표적인 잡음으로는 Salt and 

Pepper 잡음이 있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A-TMF, CWMF, 선형보간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

밀도 잡음 영역에서 잡음 제거 성능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

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PSNR, 프로파일 등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의 알고

리즘들과 비교하였다.

 • 주제어 : Salt and Pepper, 잡음, 잡음 제거, 선형보간법, PSNR

Abstract Recently, modern society has come up with the importance of video processing as various imaging systems have developed. 
However, deterioration occurs in the process of transmitting, processing, and storing video data for various reasons. Deterioration will 
damage the original image, and the typical noise is Salt and Pepper noise. There are A-TMF, CWMF, and linear interpolation as the 
means to eliminate Salt and Pepper noise. However, these methods show somewhat poor noise abatement performance in high-density 
noise area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to eliminate noise using modified linear interpolation.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PSNR, Profile was used to compare it with existing methods.

• Key Words : Salt and Pepper, Noise, Noise removal, Linear interpolation, PSNR

Received 18 September 2019,  Revised 25 September 2019,  Accepted 30 Sept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Nam-Ho Kim, Dept. of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Korea.  E-mail: nhk@pknu.ac.kr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제20권 제3호, 2019. 

- 166 -

Ⅰ. 서론  

  최근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영상장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데이터는 획득, 전송,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화가 

발생하게 되며 대표적인 잡음으로는 Salt and Pepper 

잡음이 있다. 잡음은 원 영상의 데이터를 훼손하게 되

며, 영상의 화질을 저하시키고,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오류를 야기한다. 따라서 잡음 제

거는 영상처리를 수행하기 전 필수적인 과정이다[1-4].

  Salt and Pepper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A-TMF(alpha-trimmed mean 

filter), CWMF(center weighted median filter), 선형보간

법(linear interpolation) 등이 있다. A-TMF는 마스크 내

의 화소를 정렬하고 평균필터와 메디안 필터를 조합한 

필터로 저밀도 잡음 영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CWMF는 중심 화소에 가중치를 부여한 메디안 필터로 

에지 보존 성능은 우수하나 잡음 밀도가 높은 영역에

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나타낸다. 선형 보간법은 주

변 화소를 이용하여 화소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변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밀도 잡음 영역에

서 부적합한 모습을 나타내었다[5-6].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Salt and Pepper 잡음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잡음 판단을 통

하여 비 잡음인 경우 원 화소를 그대로 대치하고 잡음

인 경우 국부 마스크의 크기를 국한하지 않고 유효화

소를 찾은 후, 이를 이용하여 선형보간법을 적용하여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Ⅱ장에서 기존의 잡음 제거 방법들을 설명하고 Ⅲ장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Ⅳ장에서 비교 분석

을 거친 후 Ⅴ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Ⅱ. 기존 잡음 제거 방법

2.1 A-TMF

  평균필터와 메디안 필터를 합한 형태로 국부 마스크

내의 화소를 정렬하여 평균필터와 메디안필터를 합한 

형태이다.

  국부 마스크내의 n개의 화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

였을 때 다음과 같다.

   ≤ ≤ ⋯ ≤ (1)

  여기서 은 최솟값을 의미하고, 은 최댓값을 의

미한다. 이때 A-TMF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2)

  여기서 ∙는 버림 함수를 의미하고, 의 값은   

     이다. 변수 값에 따라 필

터의 특성 또한 변화한다.

2.2 CWMF

  기본 형태는 메디안 필터이고, 중앙 화소값에 

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리하며 식 (3)과 같이 나타낸

다.

    (3)

  여기서  은 메디안 함수이고, 는 양의 

정수이며, 와 는 국부 마스크의 내부좌표를 의미하

며, 와 의 범위는 ≤ ≤이다.

2.3 선형보간법

  이웃한 픽셀의 값을 선형 함수로 연결하여 중앙 화

소값에 대한 추정값을 얻게 된다.

Ⅲ. 제안한 알고리즘

  제안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은 먼저 잡음 판단을 거

친 후, 비잡음인 경우 그대로 대치하고 잡음인 경우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잡음 

픽셀을 중심으로 네 가지 방향성을 이용하여 마스크의 

크기를 국한하지 않고 유효 픽셀을 찾아낸 후 단거리

에 위치한 두 가지 추정값을 평균하여 필터링 하였다.

3.1 잡음 판단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된 영상에서 에 위치

한 화소를 라고 할 때 식 (4)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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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Salt and Pepper 잡음에 의해 훼손된 영

상을 의미하고, 는 훼손되지 않은 원 영상을 의미하

며 는 잡음 밀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잡음 판단은 binary 마스크로 판단하며, 

식 (5)와 같이 나타낸다.

   








 if  minormax

 
 (5)

  여기서 Salt and Pepper 잡음은 대표적인 임펄스 잡

음으로 min 과 max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0은 잡음 신호를 의미하고, 1은 비잡음 신호를 

의미한다.

3.2 잡음 제거

  binary 마스크에 의해 잡음이라고 판단된 경우 필터

링을 진행하게 되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는 다음

과 같다.

  Step 1. 를 중심으로 네 가지의 방향성을 가진 

마스크를 설정한다.

  Step 2. 방향성 마스크의 크기를 국한하지 않고 중심 

화소 외측에 있는 값들이 모두 유효값이 검출될 때 까

지 계속해서 확장하며, 방향성 마스크를 라고 하

면 식 (6)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 (6)

  여기서  는 마스크의 내부 좌표를 의미하고, 

은 정수의 값을 가지며 마스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Step 3. 네 가지의 방향 외측에 존재하는 유효화소를 

각각 선형 함수로 추정값을 구한다. 방향 내부 인덱스

를     이라고 할 때, 각각 

   를 의미한다. 추정값은 
 라고 

할 때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중앙 화소값과 외측에 존재하는 

화소값의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고, 
 

는 해당 위

치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Step 4. 각 방향에 따라 유효화소간 거리를 
 라 

할 때 
 는 식 (8)과 같다.

  
 


 (8)

  이때 유효화소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심화소에 대

한 출력의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최종 출력에는 
 의 

값이 가장 작은 두 방향의 
 를 사용한다.

  Step 5. 가장 작은 두 방향의 
 값을 각각 

 라 할 때, 최종 출력 는 식 (9)와 같다.

   


 (9)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512×512 크기의 Lena와 Peppers 영

상에 임의로 Salt and Pepper 잡음을 첨가하여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입

증하기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7-8], 

Profile 등을 사용하여 기존의 잡음 제거 방법들과 성

능을 비교하였다.

  기존의 방법들은 3×3 크기의 마스크로 동일하게 시

뮬레이션 하였으며 A-TMF는   , CWMF는 

 의 크기를 가진다. 선형 보간법의 경우 마스크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제안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그림 1에서 (a)는 Lena의 원 영상이고, (b), (d), (f)는 

각각 Salt and Pepper 잡음 40%, 50%, 60%에 훼손된 

영상을 나타내었다. (c), (e), (g)는 각각 훼손된 영상에 

대해 PFA로 처리한 결과이다.

  그림 2의 형식은 그림 1과 같고 Lena영상 대신 

Peppers영상을 사용하였다.

  그림 1, 2의 영상 아래 부분에 각 영상의 300번째 

라인의 프로파일을 나타내었다.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

도 우수한 잡음 제거 성능을 나타내었다.

  표 1은 각각의 필터들에 의해 복원된 Lena와 

Peppers영상에 대한 PSNR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A-TMF와 CWMF의 경우 저밀도 잡음 영역에서는 우수

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였으나 고밀도 잡음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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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Fig. 1. Lena image and Profile (a) Original image (b)

Noisy image (P=40%) (c) PFA (P=40%) (d) Noisy image

(P=50%) (e) PFA (P=50%) (f) Noisy image (P=60%) (g)

PFA (P=60%)

(a)

(b) (c)

(d) (e)

(f) (g)

Fig. 2. Peppers image and Profile (a) Original image (b)

Noisy image (P=40%) (c) PFA (P=40%) (d) Noisy image

(P=50%) (e) PFA (P=50%) (f) Noisy image (P=60%) (g)

PFA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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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ach PSNR comparison for Lena, Peppers image

다소 미흡한 성능을 보였다. 선형보간법의 경우 제안

한 알고리즘과 가장 유사한 성능을 보였지만 마스크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미흡한 성능을 나타낸다. PFA의 

경우 Salt and Pepper 잡음()에 훼손된 Lena와 

Peppers영상에서 26.57[dB], 26.46[dB]의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 기존의 A-TMF, CWMF, 선형 보간법과 비교했

을 때 Lena영상의 경우 각각 10.78[dB], 14.93[dB], 

7.79[dB] 개선되었고, Peppers영상의 경우 각각 11.12[dB], 

14.84[dB], 8.69[dB] 개선되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고밀도 Salt and Pepper 잡음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잡음 판단을 

거친 후, 비 잡음인 경우 화소값을 그대로 대치하고 

잡음이라고 판단된 경우 방향성을 가지는 마스크를 생

성하고 중앙 화소값을 기점으로 외측의 화소값이 모두 

유효화소가 검출될 때까지 마스크의 크기를 국한하지 

않고 늘려 선형 보간법으로 값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A-TMF와 CWMF는 잡음 밀도  가 

30%로 낮을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40%로 높아

질 경우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으며 선형보간법은 

잡음제거 성능은 우수 하였으나 에지보존 성능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내었다. PFA의 경우 잡음제거 성능과 에

지보존 성능이 모두 우수하게 나타내었지만 잡음 밀도

가 높아질수록 처리량이 많아지게 되어 속도가 느려진

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고밀도 영역에서 우수한 성

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잡음을 완화시켜 운

용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이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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