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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에서 상처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리 에서 에지 검출은 

부분의 응용에서 필수 이다. 이러한 에지를 검출하기 한 연구가 국내를 포함한 해외에서 진행

되어 오고 있다. 표 인 에지 검출 방법에는 Sobel, Prewitt, Roberts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훼손된 상에서 에지 검출 특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의 단 을 개선하기 하여, 국부 마스크를 이용한 에지 검출 방법을 제안

하 다.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image processing is utilized in various fields. Edge detection used for image 

processing as such is essential for most of the applications. Accordingly, there are studies conducted both in 

and out of Korea in order to detect edge. Representative edge detection methods include Sobel, Prewitt and 

Roberts. However, these methods are rather limited when it comes to the edge detection characteristics when 

used for the image with damaged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Thus, this paper presented edge 

detection method utilizing local mask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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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지는 상 처리 분야에서 물체의 인식, 검출 

등의 처리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일반 으로 상 내에서 화소의 밝기가 격

하게 변화는 부분이다. 이러한 에지를 검출하는 

기술은 상 처리 분야에서 에지 검출로 정의하

며, 재 국내  해외에서 여러 각도로 연구 

에 있다[1-3].

에지 검출의 여러 방법  리 사용되고 있는 

Sobel, Prewitt, Roberts, Laplacian 등의 방법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처리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WGN에 상이 훼손될 경우, 이

러한 방법들로 처리된 결과는 에지 검출 특성  

잡음 처리 특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이 AWGN에 훼손

될 경우 우수한 에지 검출을 하여, 상으로부

터 마스크를 취하고 국부 마스크를 구한 후, 국부 

마스크에서 표 편차  가  평균값으로 추정 

마스크를 얻어 에지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기존의 방법

들과 시뮬 이션 후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제안

한 알고리즘은 AWGN 환경에서 에지 검출 특성

이 우수하 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환경

에서 우수한 에지 검출 특성을 얻기 하여, 상

에서 그림 1과 같은 마스크를 취하여, 새로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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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마스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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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l and estimated mask.

그림 1에서 는 마스크의 심 화소  , 그

리고 , , , , , , , 는 각 역의 

표 화소를 나타낸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

다. 

Step 1. 추정 마스크의 요소를 구하기 하여 

식 (1)과 같이 역을 지정한다.

     
      
      
      
      
      
      
      

 (1)

Step 2. 각 역의 가  평균  표 편차는 식 

(2), 식 (3)과 같이 구한다.

 

 




      

  
 

 (2)

여기서 은 에서   사이의 화소 거리이

고, 는 각 역에서 의 합, 는 추가 가  

라미터이며, 심 화소 가 치를 증가시킨다.

 




 




 
  (3)

여기서 는 각 역에 한 인덱스, 은 각 

역의 요소들에 한 인덱스, 는  역의 요소

들의 수이다. 

Step 3. 추정 마스크의 요소는 표 편차  평

균값에 의해 식 (4)와 같이 구한다.

  (4)

여기서 는 표 편차 가  라미터이며, 작을

수록 표 편차의 가 치가 높아지며, 반 의 경우 

낮아진다.

Step 4. 에지 방향을 고려하여 에지를 구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각 방향에 따른 기울기 마

스크를 추정 마스크에 용하며,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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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dient mask.

      

      

      

      

 (5)

최종 에지 화소는 식 (6)과 같다.

     (6)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과정을 상 체에 

용시켜 최종 에지 상을 얻는다.

Ⅲ. 시뮬 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기

존의 알고리즘들과 비교하 다. 시험 상은 표

편차 =50인 AWGN에 훼손된 ×  크기의 

8비트 그 이 벨 Airplane 상을 사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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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3과 같다.

Fig. 3. Airplane image(  ).

(a) Sobel (b) Prewitt

(c) Roberts (d) Laplacian

(e) LoG (f) Proposed algorithm
(=0.2, =0.2)

Fig. 4. Simulation result.

그림 4는 Airplane 상에 한 에지 검출 결

과이며, 그림 4 (a)는 Sobel에 의해 처리된 결과, 

(b)는 Prewitt에 의해 처리된 결과, (c)는 Roberts

에 의해 처리된 결과, (d)는 Laplacian에 의해 처

리된 결과, (e)는 LoG(Laplacian of Gaussian)에 

의해 처리된 결과, (f)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그 결과, Sobel  Prewitt에 의해 처리된 상

에서 잡음 처리  에지 검출 특성이 미흡하 으

며, Roberts에 의해 처리된 상에서 에지 검출 

특성  잡음 처리 특성이 미흡하 다. 그리고 

Laplacian에 의해 처리된 상에서 Sobel  

Prewitt에 비해 잡음 처리 특성은 우수하나, 반

으로 에지 검출 특성이 미흡하 으며, LoG에 

의해 처리된 상에서 에지 검출 특성은 우수한 

반면, 잡음 처리 특성 면에서 미흡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상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시각 인 에지 검출 특성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를 취하여, 심 화소를 

기 으로 심 화소를 제외한 요소들을 심으로  

치에 따라 크로스 는 십자 모양으로 역을 

설정하여, 표  편차  가  평균을 구하여 에지

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하여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들과 시뮬 이션 후 비교

하 으며, 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에지 검출 

결과가 가장 우수한 에지 검출 특성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의료, 군사용 등 여

러 분야의 에지 검출 응용에 용되리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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