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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계 검출은 다른 상처리의 기본이 되는 분야이다. 기본 으로 경계라고 하면 화소 값의 변화가 

격히 나타나는 부분으로서 단순히 생각하면 Gradient 방식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으로 인식하는 경계와는 다소 차이가 생기게 되어 원하지 않은 부분, 원하는 부분이 제 로 

표 되지 않았다. 이에 해 제안하는 방식은 상 화소에 하여 주변 화소 값의 평균과 비교하여 유

사도로서 경계를 검출하여 사람의 에 좀 더 맞는 경계 검출 이미지를 표 하려 한다.

Abstract
 Edge detection is an base research task in the field of image processing. Edge detection can be regarded 
as a technique for locating pixels of abrupt gray-level change. So with Gradient method, it can be 
computed easily. But it can't satisfy human naked eye. so in this paper, new algorithm based on the 
NLM(Non Local Means) is proposed for good performance for human naked eye.

1. 서론

   경계 검출은 다른 상처리의 기본이 되는 분야이다. 기

본 으로 경계는 화소 값의 변화가 격히 나타나는 부분

으로서 단순하게는 Gradient 방식을 사용하는 Sobel, 

Prewitt, Roberts 방식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사람이 으로 인식하는 경계의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 화

소와 주변 화소와의 유사도의 개념으로 비지역  평균 기

법(Non Local Means)의 개념을 가지고서 경계를 정의하려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방식과 제안 하는 방식에 

한 설명하 다. 3장에서는 기존 방식과 제안 하는 방식에 

한 결과 상들을 비교하 으며, 4장에서는 결론과 앞으

로의 연구방향에 하여 논의 하 다.

2. 본론

 2.1 Sobel 경계 검출 방식

   Sobel 경계 검출 방식은 수평, 수직 각각에 한 1차 미

분 값을 이용한다.

   상 화소 에 해 인근 화소와 다음과 같이 (그림 1)

의 (b), (c) 마스크를 통한 연산하여 결과 값이 특정 값보다 

크면 경계화소로 정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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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bel 미분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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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안하는 경계 검출 방식

   제안하는 방식의 기본개념은 인근 화소와 유사도를 비교

하는 것이다. 본래 비지역  평균 기법(Non Local Means)

은 노이즈 제거를 한 기법으로 인근 화소와의 유사도와 

그에 따른 가 치를 계산 하는 방식이다.[1][2]

(그림 2) 비지역  평균 방식의 도식

    (그림 2)는 비지역  평균 방식을 설명하기 한 간단한 

그림이다. 상 화소 에 하여 인근 탐색 범  내에서 

 ,  ,   에 한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가 치 

 ,  ,  를 주어 를 보완하는 방식

이다.[3][4]

    이 개념을 경계 검출에 용시켜서 인근 화소와 유사도

를 계산하고 이 값을 특정 값 이상일 경우에 경계화소로 

정 한다.

    유사도를 정하는 유사도 값 는 식 (2)와 같이 정의한

다. 원래 비지역  평균 방식에서 사용된 식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
      

(2)

   원래 잡음제거에 사용되었던 비지역  평균 방식은 주 

탐색범 가 일반 으로 ×  이었으며 하  탐색 범

는 ×이었다.[1][2]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주 목 이 경계정보를 계산하기 때

문에 연산량을 생각하여 의 범 를 수정하여 탐색 범

를 ×에서만 유사도를 계산하도록 정의하 다. 따라서 

식(2)에서 를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

   


(3)

    

    

    

    

    

(그림 3) 상 화소()와 인근 화소 ×  크기

   만약 탐색범 를 좀 더 넓게 하게 되면 연산량도 늘어나

게 되지만 경계선 자체도 더 두껍게 나타나서 이에 따른 

후처리로 세선화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로 

탐색하는 것이 하다.

3. 실험결과

   몇 가지 표이미지들을 기존 방식과 제안한 방식으로 

비교하 다.

   실험에 사용된 탐색 범 는 ×  범 로 하 고, 는 

50으로, 의 임계값은 27로 정하 다.

(a) 원본 이미지

(b) Sobel (c) 제안 하는 방식

(그림 4) Lena 이미지 비교

   (그림 4)는 인물 이미지의 표 인 로 Lena의 실험결

과이다. Sobel 방식에 비하여 제안하는 방식은 얼굴 부분과 

모자부분이 차이가 보인다. 얼굴부분에서는 제안하는 방식

이 좀 더 표정을 알아보기 좋아 보이며, 모자 부분에서는 

경계 정보외의 모자의 세세한 표 이 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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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이미지

(b) Sobel (c) 제안 하는 방식

(그림 5) Semiconductor 이미지 비교

   (그림 5)는 세세한 선들이 특징인 Semiconductor 이미지

이다. Sobel의 경우 이러한 경계 정보들이 무 몰려있어서 

경계를 제 로 알아 볼 수가 없다.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이

러한 경계정보들을 많이 살리고 표 해 냈다.  한 상 

앙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문자 표 에 한 정보도 제안

하는 방식이 가독성이 더 높게 표  되었다.

(a) 원본 이미지

(b) Sobel (c) 제안 하는 방식

(그림 6) House 이미지 비교

   (그림 6) House 이미지는 뚜렷한 경계가 나타난 이미

지로 두 상 모두 경계 정보는 잘 표  된 편이다. 비교

할 부분은 가운데 굴뚝 부분 부분에 한 표 이 제안 하

는 방식이 좀 더 잘 되어있다. 

(a) 원본 이미지

(b) Sobel (c) 제안 하는 방식

(그림 7) Airplane 이미지 비교

   (그림 7) Airplane 이미지의 경우에 두 방식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 다. 원하지 않은 배경부분인 구름부분은 

Sobel 방식이 경계정보가 부분 없기에 더 나아 보이며, 

비행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 하는 방식이 더 잘 표 되

었다.

4. 결론

   좋은 이미지는 사람의 에 맞게 표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주변 화소의 유사도

를 에 두고 경계를 검출해 낸다는 방식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는 체 으로 사람의 에 좀 더 잘 띄는 좋은 

결과를 나타났다. 특히 (그림 5) semiconductor 같이 세세

한 경계 정보를 목 으로 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이런 세세한 정보들에 경계정보로서 다

소 불필요한 정보도 더해져 있다.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방향으로는 불필요한 경

계정보 표 을 일 수 있는 후처리 과정에 한 연구와 

기존의 경계 검출 방식과 비교하여 복잡하고 많은 연산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 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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