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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지는 영상에서 화소 간의 명암 차이가 큰 경우에 나타나며, 대상의 크기, 위치, 방향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에지

검출 방법에는 Sobel, Roberts, Laplacian, LoG(Laplacian of Gaussian)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이 첨가된 영상에서 그 특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거리에 따른 가중치와 주변 화소의 평균에 의한 추정 마스크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척도는 처리 영상 및 PFOM(Pratt's figure of merit)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ABSTRACT

Edge in images appears when a great difference shows up in light and shade between pixels and includes data of the 
subject’s size, location direction and etc. The edge is generally detected by the methods such as Sobel, Roberts, 
Laplacian, LoG(Laplacian of Gaussian) and etc. However, in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dded images, 
quality of the edge becomes slightly uncertai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edge detection algorithm using modified 
mask of weight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xisting methods. And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processed image and PFOM(Pratt’s figure of merit) has been used as valuation standard for a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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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지는 영상에서 화소 사이의 그레이 레벨 차이가 큰 

경우 나타나며, 시각적으로 물체와 물체 사이 또는 물

체와 배경 사이에서 발생한다. 에지는 영상 내에서 특

정 대상의 크기, 위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영상 분할, 영상 인식 등을 비롯한 여러 영상

처리 분야에 에지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1-3]. 
에지는 그레이 레벨의 크기 및 지속성 등에 따라 루

프 에지, 라인 에지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Sobel, 
Roberts, Laplacian, LoG(Laplacian of Gaussian) 등으로 

검출한다. 이 방법들은 비 잡음 영상에서 에지검출 특성

이 우수하며,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등
이 첨가된 영상의 경우 그 특성이 다소 미흡하다[4-6]. 

이러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화소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와 처리 화소에 대한 주변 

화소의 평균에 의해 생성된 추정 마스크를 적용하여 에

지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AWGN을 시

험 영상에 중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PFOM (Pratt's 
figure of merit)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512×512 크기의 합성 영

상 및 Lena(=10)영상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

교하였다.

Ⅱ. 기존의 에지검출 알고리즘

소벨 에지검출 알고리즘의 수평 및 수직 기울기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7-9].

     
    

     
    

 (1)

로버츠 에지검출 알고리즘의 기울기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10,11].

    

     
 (2)

소벨 및 로버츠 에지검출 알고리즘의 최종 결과는 식 

(3)과 같이 구한다.

    (3)

라플라시안 에지검출 알고리즘은 2차 미분 연산자를 

이용한 알고리즘이고, 수평 및 수직 방향에 관계없이 

하나의 마스크를 적용하며, 최종 에지검출 결과는 식 

(4)와 같이 표현한다[12,13].

     
    (4)

Ⅲ. 제안한 에지검출 알고리즘

3.1. 모델링

일반적으로 모든 입자는 다른 입자를 끌어당기며 그 

인력은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는다[14].

d

m2

m1
F12

F21
d12

그림 1. 만유인력의 법칙

Fig. 1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그림 1에서 질량 m1과 m2를 갖는 물체 사이에서 발

생하는 만유인력은 식 (5)와 같다.

 
   

  (5)

여기서 는 만유인력 상수이고, 는 두 질량 사이

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유인력 상수이며,  음
의 값은 인력을 의미한다. 물체 사이의 인력을 중심 화

소 및 주변 화소 사이의 관계로 그림 2와 같이 모델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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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심 화소 및 주변 화소의 관계

Fig. 2 Relationship of central and neighborhood pixel

그림 2에서 중심 화소 및 주변 화소의 관계는 식 (5)
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모델링하며, 식 (6)과 같이 정의

한다.

 
    (6) 

여기서,  , 는 각각 영상에서 중심 화소 및 주변 

화소의 그레이 레벨값이고, 는 두 화소 사이의 거리, 
는 단위 거리, 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을 갖는 변수, 
그리고 는 두 화소에 따라 결정되는 거리 변수이다. 
식 (6)에서 화소  , 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리 가중치

로 정의하며,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나뉘며, 각각 식 

(8)과 같다.

  cos
   sin 

 (8)

여기서 는 중심 화소 및 주변 화소가 이루는 각

이다. 

3.2.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은 화소 거리에 따른 가중치 마스크

와 주변 화소의 평균에 의한 추정 마스크로 구성되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제안한 모델링으로부터 화소 거리와 부호를 

고려하여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가중치는 식 (9)와 같이 

정의한다.

  coscos 
 cos 

  sin sin 
 sin 

 (9)

식 (8) 및 식 (9)를 적용하여 거리 가중치를 식 (10)과 

같이 제안하였다.

   cos cos 
   sin sin 

 (10)

식 (10)을 영상에 적용하기 위한 가중치 마스크는 

중심 화소 및 주변 화소 사이에서 식 (11)과 같이 정의

한다.

     
 

     


 (11)

여기서  및 은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Step 2. 제안한 가중치 마스크에 적용하기 위하여 입

력 영상으로부터 3×3 추정 마스크  를 생성하며, 식 

(12)와 같다.

  












 

 



 

 



 

 


 (12)

추정 마스크의 각 요소 
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입

력 영상에서 를 중심 화소로 하는 국부 마스크 을 

정의하며,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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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20 M21

: (i,j)

그림 3. 국부 마스크 
Fig. 3 Local mask  

각 영역 
는 다섯 개의 요소를 가지며, 식 (13)으로 

정의한다.


  


  


  


  


   (13)


  


   


   


   

그리고 추정 마스크의 각 요소는 식 (14)와 같다.


  



 



 
       (14)

Step 3. 제안한 거리 가중치 마스크와 추정 마스크로 

최종 에지 기울기를 구하며, 식 (15)와 같다.

   ∙


   ∙


 (15)

여기서  은 3×3 마스크에 대한 수평 방향의 가중

치 마스크를 나타내며, ∙기호는 내적 연산을 의미한다. 
식 (15)의 결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의 최종 출력은 

식 (16)과 같다.

     (16)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영

상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으며, 성능 개

선의 판단기준으로 PFOM을 적용하였다. 
시험 영상(AWGN =10) 및 이상적인 에지 영상은 

그림 4와 같다.
 

(a) (b)

그림 4. 시험 영상 및 이상적인 에지 영상 (a) 시험 영상(AWGN 
=10) (b) 이상적인 에지 영상

Fig. 4 Test image and ideal edge image (a) Test image 
(AWGN =10) (b) Ideal edge image

그림 5는 그림 4(a)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a)
는 Sobel, (b)는 Roberts, (c)는 Laplacian, (d)는 제안한 

알고리즘이며, 임계값을 적용하여 이진화한 결과이다.
그 결과, Sobel은 기존의 방법 중 잡음제거 특성이 가

장 우수하였으며, 에지검출 특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그리고 Roberts 및 Laplacian은 잡음 제거 및 에지검출 

특성이 미흡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잡음 제거 특성 

및 에지검출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에지검출 알고리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그림 4(b)의 이상적인 에지 영상과 그림 5를 이용하여 

PFOM을 계산하였다. 
PFOM은 식 (17)과 같이 정의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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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AWGN =10) (a) Sobel (b) Roberts 
(c) Laplacian (d) Proposed algorithm 
Fig. 5 Simulation result(AWGN =10) (a) Sobel (b) Roberts 
(c) Laplacian (d) Proposed algorithm

 



  






  (17)

여기서 은 max 이며,   및 는 각각 검출된 

에지 화소 수와 이상적인 에지 화소 수이다. 는 스케일 

상수이며, 1/9을 적용한다. 그리고 는 이상적인 에지 

화소를  , 검출된 에지 화소를  라 할 때, 식 

(18)과 같이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로 정의

된다.

 
 

   
  (18)

시험 영상에서 표준편차가 각각 =5, 10, 15인 

AWGN을 첨가하여 각 에지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PFOM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가 1에 가

까울수록 에지검출 특성이 우수하다.
표 1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의 표준편차가 5

인 영상에서 0.949의 높은 PFOM을 나타내었으며, 

Sobel, Roberts, Laplacian에 비해 각각 0.0062, 0.2989, 
0.9181 개선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하여 =10의 AWGN이 첨가된 합성 영

상 및 Lena 영상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그

림 6, 7에 나타내었다.

표 1. 시험 영상에 대한 PFOM 결과

Table. 1 PFOM result of test image

Noise
density

Method

Sobel Roberts Laplacian Proposed

  0.95 1 1 0.95

  0.9428 0.6501 0.0309 0.949

  0.2467 0.1068 0.0336 0.723

  0.0817 0.0503 0.0272 0.2407

(a) (b)

(c) (d)

그림 6. 합성 영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AWGN =10) (a)  
Sobel (b) Roberts (c) Laplacian (d) Proposed algorithm 
Fig. 6 Simulation result of synthetic image(AWGN =10) 
(a) Sobel (b) Roberts (c) Laplacian (d) Proposed algorithm

그림 6, 7에서 (a)는 Sobel, (b)는 Roberts, (c) Laplacian, 
(d)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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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Lena 영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AWGN =10) (a) 
Sobel (b) Roberts (c) Laplacian (d) Proposed algorithm 
Fig. 7 Simulation result of Lena image(AWGN =10) (a) 
Sobel (b) Roberts (c) Laplacian (d) Proposed algorithm

그 결과, Sobel은 에지검출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잡
음제거 특성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Roberts는 에지 크

기 및 잡음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Laplacian은 

그림 6에서 에지검출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그림 7에서

는 잡음 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제안한 알고리

즘은 합성 영상 및 Lena 영상에서 에지검출 및 잡음제

거 특성이 우수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WGN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에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화소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와  

주변 화소의 평균에 의한 추정 마스크를 적용한 에지검

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인 AWGN을 시험 영상에 첨

가한 경우 기존의 Sobel, Roberts, Laplacian은 각각 

0.2467, 0.1068, 0.0336의 PFOM을 나타내었으며, 제안

한 알고리즘은 0.723의 우수한 PFOM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AWGN 환경에 훼손된 영

상에서 에지검출 특성이 우수하여, 에지검출 응용분야

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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