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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지 검출은 문자, 차선 및 물체 인식 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단순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우수한 에지 검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에는 공간 영역에

서 방향성 기울기 마스크를 적용하여 에지를 구하는 방법과 SE(structure element)를 이용한 수학적 모폴로지

(mathematical morphology) 기반의 에지 검출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은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은 영상

에서 에지 검출 특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 중 Sobel 방법

과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ABSTRACT 

Edge de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technologies to simplify images in the text, lane and object recognition 
implementation process, and various studies are actively carried out at home and abroad. Existing edge detection 
methods include a method to detect edge by applying directional gradient masks in spatial space, and a mathematical 
morphology-based edge detection method. These existing detection methods show insufficient edge detection results 
in excessively dark or bright images. In this regard, to complement these drawbacks, we proposed an algorithm using 
the Sobel  and histogram equalization among the existing methods.

키워드 : 에지 검출, 알고리즘, 히스토그램 평활화, Sobel,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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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지는 영상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며, 문자, 차선 및 물체 인식 등을 구현하는 과

정에서 에지 검출은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다[1-3]. 
이에 따라 우수한 특성의 에지 검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관련 연구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

고 있다.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에는 공간 영역에서 마

스크를 적용하는 Sobel, 수학적 모폴로지(mathematical 
morphology)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있다[4,5]. 그리고 

심화된 에지 검출 방법에는 Fuzzy, Wavelet, SVM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6-8]. 이러한 방법들은 밝기 분포

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에지 검출 결과가 다소 미흡

하다. 특히,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은 영상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에지를 검출할 경우, 검출 특성이 상당히 미

흡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기존의 방법 중 Sobel 방법과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

법(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하여 최종 에지 영상

을 얻는 에지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에지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서 512×512 크기의 Cameraman 영상을 사용하여 기존

의 방법들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

교하였다.

Ⅱ.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

영상의 에지는 물체와 배경 및 물체와 물체에서 일반

적으로 나타나며, 그레이 레벨 영상의 경우 화소값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갖

는 에지를 검출하기 위한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에는 

공간 영역에서 방향성 기울기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

과 구조 요소를 사용한 수학적 모폴로지 기반의 에지 

검출 방법 등이 있다. 공간 영역에서 마스크를 적용하

는 대표적인 방법은 Sobel 에지 검출 방법이 있으며, 모
폴로지 기반의 에지 검출 방법에는 단일 구조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중 구조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

이 있다.

2.1. Sobel 에지 검출 방법

Sobel 에지 검출 방법은 공간 영역에서 방향성 기울

기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에지 검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에 대해서 식 (1)과 같이 수평 및 수직 기울기를 구

한다.

  


  


   (1)

여기서  는 영상에서 화소의 위치 인덱스이다. 
Sobel 방법에 대한 최종 에지 영상은 식 (2)와 같이 

구한다.

                            (2)

2.2. 수학적 모폴로지 기반의 에지 검출 방법

수학적 모폴로지는 집합 이론에 기반하며, Serra에 

의해 영상 해석에 확장되었다[9]. 이는 영상 처리 및 컴

퓨터 비전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강력

한 도구이다. 이것의 기본적인 동작은 침식, 팽창, 열기, 
닫기 등이 있으며, 영상의 모양에 기반한 특징 검출이 

가능하다. 수학적 모폴로지는 구조 요소(SE:structure 
element)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관련된 응용에 사용

된다.

2.2.1. 단일 SE를 사용한 방법

그레이 영상에 대해 수학적 모폴로지를 구하기 위한 

침식과 팽창은 식 (3) 및 식 (4)와 같다.

⊖ min             (3)

⊕ max            (4)

여기서   는 입력 영상, 는 SE이다. 
수학적 모폴로지 기반 단일 구조 요소를 사용한 방법

의 에지 영상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 

원 영상과 침식만을 이용한 방법, 팽창만을 이용한 방

법, 그리고 팽창 및 침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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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각 식 (5)-(7)과 같다.

  ⊖                               (5)

  ⊕                                (6)

  ⊕⊖                            (7)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일 SE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단일 SE(5×5)
Fig. 1 Single SE

그림 1에서 채워진 영역은  SE의 요소이다.

2.2.2. 다중 SE를 사용한 방법

단일 SE를 사용한 수학적 모폴로지 기반의 에지 검

출 방법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된 에지의 경우 우수한 

특성으로 검출하지만 복잡한 형태로 형성된 에지를 검

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고려한 SE를 사용

하며, 0° 방향의 단일 SE로부터 회전시켜 나머지 SE를 

얻는다. 
그림 2는 8 방향 중에서 0° 방향 및 22.5° 방향의 단

일 SE를 나타낸 것이다.

(a) (b)

그림 2. 0° 및 22.5° 방향 SE (a) 0° 방향 SE (b) 22.5° 방향 

SE
Fig. 2  0° and 22.5° directional SE (a) 0° directional SE 
(b) 22.5° directional SE

그림 2의 SE를 회전시켜 0°, 22.5°, 45°, 67.5°, 90°, 
112.5°, 135°, 157.5°에 대한 SE를 구하고 각각  ∼

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SE에 대한 에지맵은 식 (8)과 

같이 구한다.

  ⊕⊖                          (8)

여기서 는 1에서 의  범위를 가지며,  은 SE의 

개수이다. 최종 에지는 가중치 를 각 SE에 적용하여 

구하며, 식 (9)와 같다.

 
 



                                (9)

여기서 는 1/M의 값으로 적용한다[5].

Ⅲ.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에지 검출 방

법으로 처리하였을 때 다소 미흡한 검출 결과를 보완하

기 위하여 변형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에지 검

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영상 처리에서 히스토그램은 영상이 갖는 그레이 

레벨에 대한 분포를 수치적으로 한번에 파악할 수 있

는 도구이다. 히스토그램으로 영상을 개선하는 대표적

인 방법에는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이 있다[10]. 히스

토그램 평활화는 영상의 화소 분포가 그레이 레벨의 

최소값인 0에서 그레이 레벨의 최대값인 255까지 분포 

되어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래쪽 또는 위쪽에 치우쳐

진 경우에  히스토그램이 0에서 255까지 분포하도록 

평활화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저조도 영상이나 고

조도 영상에 적용할 경우 시각적으로 높은 개선도를 

나타낸다.

3.1. 히스토그램 평활화

제안한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얻

은 히스토그램의 그레이 레벨을 분할하여 그 부분 영역

의 누적합이 동일하도록 평활화하여 영상의 화질을 개

선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Step 1. 입력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결과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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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같이 정의한다.

    if ≤ ≤                  (10)

여기서 은 그레이 레벨 의 화소값을 갖는 총 화소 

수이다. 영상의 화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히스토

그램을 사용하여 식 (11)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한다.


  





 ≤                   (11)

여기서 , 는 영상의 가로 및 세로 크기이고 는 

편차 기준 상수이다.
Step 2.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식 (11)을 만족하

는 경우, 현재의 입력 영상을 최종 평활화 영상으로 결

정하며, 식 (11)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구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평활화한다.

0 50 100 150 200 250
0

2000

4000

6000

Co
un

t

Gray level

gp

1 2 3 … n

그림 3. 히스토그램 분할

Fig. 3 Histogram decomposition

그림 3에서 는 각 구간의 그레이 레벨 범위이며, 식 

(12)와 같다.

  
                                 (12)

여기서 는 정수를 나타내며, 소수점 이하를 버리

는 함수이고, 는 8비트 그레이 레벨의 비트 크기이다. 
히스토그램의 분할을 위한 각 구간별 누적 화소 수를 

식 (13)과 같이 정의한다.



                                  (13)

각 구간 까지의 누적 화소 수를 식 (14)와 같이 정의

한다. 

                                 (14)

그리고 각 구간별 그레이 레벨 범위의 시작 및 끝값

을 식 (15)와 같이 정의한다.

   

    
                         (15)

여기서 은 구간 번호이며 1에서 시작한다.
Step 3. step 1에서 구한 히스토그램 에 대해  번째 

그레이 레벨을 갖는 화소까지의 누적합은 식 (16)과 

같다.

 
  



                       (16)

를 증가시켜 식 (16)의 누적합이 식 (17)의 조건이 

만족하는 최초의 값을 구한다.

 ≥                         (17)

Step 4. step 3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구간에 대

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위해 직선 보간법을 이용한

다. 이를 위해, 먼저 입력 영상에 대한 그레이 레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in if   
′ 

   

              (18)

여기서  min 는 히스토그램이 0이 아닌 값

을 갖는 최초의 그레이 레벨 값이며, ′는 이 1 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 이전   구간에서 구한 의 값이다.
식 (18)의 입력 영상에 대한 그레이 레벨  ∼ 

을  ∼  로 평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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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화를 위한 기울기 및 절편은 식 (19)와 같이 구

한다.

  

  

    

  
 

              (19)

그리고 의 값을 1 증가시켜 다음 구간에 대해 step 
4를 반복하며, 의 값이 인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

한다.
Step 5. 모든 구간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 및 절편이  

구해지면, 식 (20)과  같이 최종 평활화 영상을 구한다. 

      ≤   
(20)

3.2.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알고리즘

Step 1. 식 (21)에서 구한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의한 

최종 출력 영상 을 정규화한 후, 식 (1)의 소벨 연산을 

처리한 수직, 수평 기울기를 라 한다.   
에 대한 에지 결과를 식 (21)과 같이 정의한다.

   











                (21)

Step 2. 원 영상 를 정규화한 후, 식 (1)의 소벨 연산

을 처리하고, 에지 결과를 식 (22)와 같이 정의한다.

   











                    (22)

Step 3. step1, 2에서 구한 에지 결과들로부터 최종 에

지 영상을 얻기 위한 임계값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23)

여기서 는 스케일 상수로서 일반적으로 4의 값이 

사용되며,  은 각 에지 영상에 대한 평균값이다. 
에지 결과들과 임계값으로부터 최종 에지 결과는 다음

과 같이 구한다.

 








      

 
           (24)

제안한 알고리즘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Sobel

Edge 
image+

Histogram 
equalization Sobel

I (x,y)

Mn (x,y)

O (x,y)Original
image

E1 (x,y)

E2 (x,y)

그림 4. 제안한 에지 검출 알고리즘

Fig. 4 Proposed edge detection algorithm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은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으로 처리한 영상에

서 검출되지 않은 에지를 구하기 위해, 입력 영상에 변

형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여, 에지를 구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에지 검출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Sobel 에지 검출 방법과 

단일 및 다중 모폴로지 기반의 에지 검출 방법들과 비

교하였으며, 시험 영상은 512×512 크기의 8비트 그레

이 레벨 Cameraman 영상을 이용하였다. 
그림 6은 그림 5의 시험 영상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

법들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그림 5. Cameraman 영상(512×512)
Fig. 5 Cameraman image(5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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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시뮬레이션 결과 (a) Sobel (b) Morphology (single 
SE) (c) Morphology(Multi-SE) (d) 제안한 알고리즘(=5)
Fig. 6 Simulation result (a) Sobel (b) Morphology (single 
SE) (c) Morphology(Multi-SE) (d) Proposed algorithm(=5)

그림 6에서 (a)는 Sobel, (b)는 단일 SE를 사용한 모

폴로지 기반, (c)는 다중 SE를 사용한 모폴로지 기반 에

지 검출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 영상이며, (d)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영상이다. 동일한 비교를 위

해서 모든 영상의 이진화는 Sobel 방법과 동일하게 값

을 4로 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Sobel 에지 검출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 영상

에서 일부 에지가 검출되지 않음을 나타내었으며, 단일 

SE를 사용한 모폴로지 기반 에지 검출 방법으로 처리한 

영상은 Sobel 방법에 비해 시각적으로 다소 미흡한 에

지 검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다중 SE를 사용한 모폴로지 기반 에지 검출 방

법으로 처리한 영상은 단일 SE를 사용한 방법에 비해 

시각적으로 에지 검출 정도가 다소 향상된 결과를 나타

내었지만 Sobel 방법에 비해 미흡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영상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에지 검출 특

성을 나타내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검출되지 않는 에지를 검출하기 위해, 변형된 히스토그

램 평활화와 Sobel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에지 영상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Sobel 방법은 영상의 일부 에지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단일 및 다중 SE를 

사용한 수학적 모폴로지 기반의 에지 검출 방법들은 

Sobel 방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에지 검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은 우수한 

에지 검출 결과를 위해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증가하지

만, 처리 결과 영상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우수한 에지 검출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
안한 알고리즘은 산업 전반적으로 물체 인식, 물체 검

출, 차선 인식, 문자 인식 등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유용

하게 활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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