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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영상에서의 윤곽선 검출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명암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
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거리에 기반을 둔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기준점에서 가까운 곳의 데이터
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K-means 군집화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에지 검출의 가장 대표적인 1차 미분 연산자인 
소벨 마스크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검출한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윤곽선 검출보다 더 나은 결과로 명확하게 윤곽선을 
검출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 히스토그램 평활화, K-means, 소벨 마스크, 이미지 클러스터링, 윤곽선 검출

Abstract  A method for edge detection using K-means clustering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method is 
performed through there steps. Histogram equalizing is applied to the image for the uniformed intensity 
distribution. Pixels are clustered by K-means clustering technique. Then Sobel mask is applied to detect edges. 
Experiments showed that this method detected edges better than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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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처리  해석을 해서는 윤곽선 검출은 매우 

요한 과정이다. 윤곽선 검출은 상처리 분야와 컴퓨터 

비  분야에 사용하며 특정 사물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주로 쓰이며, 디지털 상에서 윤곽선에 해당하는 픽셀

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부분의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

에서는 상과 주변픽셀 과의 밝기차이를 비교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상의 윤곽선 검출은 일반 으로 상을 

보정하거나, 특징을 부각시키기 한 이미지 처리 과

정에서 사용된다[1].

기본 으로 상 분할 알고리즘에서는 상 내의 픽

셀들을 어떠한 기 을 가지고 여러 개의 군집으로 분류

한다. 이를 하여 기본 으로 사용되는 것이 픽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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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rst Order Derivation Mask Window

지는 색상 정보이다. 하지만 색상 정보만을 가지고 상

을 분할하게 되면 2차원 상이 가지는 공간  일 성을 

고려할 수 없다. 최근에는 색상 정보뿐만 아니라 픽셀의 

공간 인 분포를 고려하여 보다 의미있는 역 단 로 

상을 분할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기법 이외에도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

스터로 묶고,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

하는 K-means 알고리즘도 제안되었다[2]. 이 알고리즘

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환경에서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리 사용된다. 하지만 역 최 값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맨 처음 나  방법에 상당히 의존한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서로 다른 기

값으로 여러 번 시도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사용하는 기

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means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링 된 

객체 윤곽선을 검출하기 해, 입력된 상의 명암 분포

를 균을하게 만들기 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고, 기

에 가까운 곳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서 

K-means 군집화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윤곽선을 검출한다[3,4].

 

2. 관련 연구  

일반 으로 객체 윤곽선 검출 방법에는 상 안에서 

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상 밝기의 불연속

으로 윤곽선에 해당하는 픽셀을 구한다.

상에서 불연속 은 스텝 불연속 과 라인 불연속

이 있다. 스텝 불연속 은 상의 밝기가 갑자기 변하는 

곳으로 이에 해당하는 윤곽선을 스텝 에지라고 한다. 라인 

불연속 은 상의 밝기가 갑자기 변화하나 조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이에 해당하는 연산을 라인 에지라

고 한다. 윤곽선 검출 연산을 하기 에 잡음 제거 연산을 

시행하는데, 이럴 경우 픽셀 값의 변화가 둔화된다. 

2.1 1차 미분 연산을 이용한 윤곽선 검출

x축, y축으로 한 번씩 미분하여 기울기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이 1차 미분을 통해 에지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

다. 마스크의 값과 상의 화소값들을 각각 곱하여 새로

운 화소값을 얻게 된다. 임계값을 이용하여 에지를 더 선

명하게 하거나 정규화를 통해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1차 미분 연산을 이용한 윤곽선 검출에는 소벨 마스

크, 리윗 마스크, 로버트 마스크가 표 이다[5,6]. 소

벨 마스크는 연산속도가 비교  느리면 잡음 부분도 윤

곽선으로 인식할 만큼 밝기 정도에 매우 민감한 정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소벨 마스크 연산 후 임계값을 이용

하여 잡음을 제거 할 수 있다. 리윗 마스크는 소벨 결

과와 거의 같은 결과 값을 나타내는데 응답시간이 약간 

빠르며 마스크의 형태는 비슷하나 밝기의 경계에 비해 

비 을 약간 다르게 주었다. 이 게 마스크의 비  값을 

틀리게 주면 윤곽선 검출 시 윤곽선이 덜 부각되어 나타

난다. 나머지 특성은 소벨 마스크와 거의 비슷하다. 비슷

한 방법으로는 이첸 마스크와 스터캐스틱 마스크도 

있다. 이첸 마스크는 소벨 마스크의 2 신 2의 제곱

근 값을 입한 것이고 스터캐스틱 마스크는 잡음이 섞

인 상, 평균한 상, 주  통과 필터링 상 등의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로버트 마스크는 윤곽선 검출 

마스크  기본이 되는 마스크이고 매우 민감한 필터이

다. 간단하게 로버트 마스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우 빠

른 속도를 나타내고 작은 커 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음

에 매우 민감하다. 매우 분명한 에지만을 검출하고 마스

크의 모양은 45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단 은 다른 마

스크보다 크기가 작아 돌출한 화소값을 평균화 할 수 없

는 계로 잡음 해결이 불가능하다. [Fig. 1]은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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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gram Equalized 3 stage

1차 미분 연산자들의 마스크 도우를 나타낸다.

2.1 2차 미분 연산을 이용한 윤곽선 검출

1차 미분 값의 크기는 상에서 에지의 존재여부를 알

기 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2차 미분 값의 부호는 에지 

화소가 에지의 밝은 부분에 있는지 어두운 부분에 있는지

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차 미분 방식을 이용하여 상

에서 에지를 검출하면 상에 해서 미분을 두 번 수행

하기 때문에 에지가 심 방향에 가늘게 형성되며 검출된 

윤곽선이 폐곡선을 이루게 된다. 2차 미분 연산자의 장

은 검출 된 에지의 윤곽선이 폐곡선을 이루게 된다. 장

은 검출 된 에지의 윤곽선들이 폐곡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단 은 밝기 값이 차 으로 변화되는 역에 

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2차미분 연산을 

이용한 윤곽선 검출에는 라 라시안 마스크가 있다[7,8].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은 국지 으로 최 인 만을 윤

곽선으로 인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상 인 윤곽선 검출

은 윤곽선의 심에 존재하는 윤곽선만을 표시해야 하는

데 라 라시안 연산자는 이러한 윤곽선의 국한성을 잘 보

인다. 라 라시안 연산자의 특징은 연산 속도가 매우 빠

르며 모든 방향의 윤곽선을 검출해 내고 다른 연산자와 

비교하여 날카로운 윤곽선을 검출해 낸다. 마지막으로 하

나의 마스크로 윤곽선 검출을 수행한다. [Fig. 2]는 라

라시안 연산자의 도우 마스크를 나타낸다.

[Fig. 2] Laplacian Window Mask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상의 객체 윤곽선 검출을 하기 해

서 [Fig. 3]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

[Fig. 3] A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3.1 히스토그램 평활화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명암 분포가 빈약한 상을 분

포가 균일한 상으로 만든다. 즉, 원본 상 히스토그램

과 비슷하면서 명암도의 분포를 좀 더 균일화하는 작업

이다[9].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3단계를 거친다. 먼  히스토그

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다음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정규화를 한다. 

따라서 매트랩 로그램으로 실행하면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식으로 나

타내면 eq. 1과 eq. 2로 나타낼 수 있다. 

eq. 1에서 축  히스토그램 H(g)는 어떤 값보다 작거

나 같은 값을 갖는 화소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3단계에서 명도 값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구한 빈도수를 이용하여 축  히스토그램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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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시키고 마지막으로 정규화 된 축  히스토그램을 

사상 함수로 이용하여 벨 값을 매핑하는 식은 eq. 2인

데 는 출력, H(i)는 입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N은 상

의 총 화소 수, 는 벨의 최 값을 의미한다.

   ≤  ∈ 
 

  (eq. 1)  






  


   



    ∙




           (eq. 2)

  




                    (eq. 3)

eq. 3에서 밝기 벨이 범  [0, 1]로 정규화 된 연속

인 값이라고 가정하고 은 주어진 상의 밝기 

벨의 확률 도 함수를 나타낸다고 하자. 의 아래 

첨자는 입력 상과 출력 상의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입력 벨

에 아래의 변환을 수행해서 출력 밝기 벨 s를 얻는다고 

하자. 여기서 w는 분 매개변수이다. 출력 벨의 PDF

가 균등하다는 것을 보여  수 있다. 즉,

   ≤ ≤  
                (eq. 4)

달리 설명하면 eq. 4의 변환은 밝기 벨의 확률이 동

일한 상을 만들며, 한 체 범  [0, 1]을 커버한다. 

이 밝기 벨 평활화 과정의 결과는 동  범 가 증가된 

상으로서 콘트라스트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잇다. 이 

변환함수는 실제로는 단지  분포함수일 뿐이다. 따

라서 이산 값들에 한 합, 즉 평활화 변환은 eq. 5와 같

이 된다.

 

 




 

 








            (eq. 5)

    

  (a) Original Image       (b) Result Image

[Fig. 5] Histogram Equlized

3.2 K-means 군집화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은 사 에 정해진 어떤 수

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분류하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10].

이 알고리즘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임의의 

K 개의 군집수를 결정하고, 각 군집에 기 치 는 군집 

심을 1씩 할당하여 치를 설정한다. [Fig. 4] 에서 k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

여 각각의 데이터에 해 K개의 치까지 거리를 구하고 

가장 가까운 군집에 소속시킨다. 셋째, 군집으로 나 어

진 데이터를 기 으로 새로운 군집 앙의 치를 최소

가 되도록 재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구한 군집 

앙의 치가 기존과 동일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다르

면 두 번째부터 재수행한다.

[Fig. 6] K-means Clustering 4 Stage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라 두 가지 training방식이 있는

데 집단 심 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변화시키면서 

추가 으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에 하여 반복 으로 

재해석하여 집단 심 을 재 악하고 모든 데이터의 소

속을 수정하면서 진행하는 Infinite training 방식과 일정

량의 데이터를 미리주고, 주어진 데이터를 토 로 집단 

심 과 데이터들의 소속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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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데이터에 해서는 고정된 심  정보를 이용

해 소속을 결정짓는 방식인 Finite training 방식이 있다. 

 





≈




   

 
≈



           (eq. 6)

                                            

eq. 6는 편승오차규 함수   를 반복 인 스타일

로 최소화 시키는 가장 단순한 군집화이다.







∈
 

                         (eq. 7)

eq. 7에서는 i번째 클러스터의 심을 , 클러스터에 

속하는 의 집합을 라고 할 때, 체 분산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값을 최소화 하는 를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표가 된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들이 소속된 집합을 

바꾸지 않거나, 무게 심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수렴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환경

에서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 주어진 데이

터의 개수보다 훨씬 은 반복만 필요하다) 리 사용된

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다항을 넘는 시간(
 )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Smoothed analysis 경우의 복

잡도는 다항 시간이다. 

그리고 역 최 값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맨 처음 나

 방법에 상당히 의존한 결과가 나오므로 기 클러스

터 설정에 따라서는 실제 최 값 보다 꽤 나쁜 값을 얻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서로 다른 기값으

로 여러 번 시도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사용하는 기법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이 알고리즘은 구하려는 클러스

터의 개수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클러스터 개수를 

무 많이 설정하면 큰 클러스터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결과

를 얻을 수도 있다. 

  

(a) Original Image            (b) Result Image

[Fig. 7] K-means Clustering

3.3 소벨 마스크

소벨 마스크는 윤곽선 검출의 가장 표 인 1차 미분 

연산자이다. 모든 방향의 에지를 추출하지만 수직, 수평

보다 윤곽선 각선 방향에 더 민감하다. 돌출된 화소 값

을 평균화 하면서 윤곽선을 검출하므로 잡음에 체 으

로 강한 것이 특징이다[11].

소벨 마스크는 비선형 연산자로서 사용하는 Mask 

Window 역에서 양 끝단에 속한 화소들 사이의 합의 

차이를 구한 후, 이를 수평과 수직 방향에 하여 평균 

크기를 구함으로써 경계 부 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Fig. 8]은 3x3 크기의 창과 5x5 크기의 창으로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반 으로 3x3 크기의 도우를 많

이 쓰지만 도우의 크기가 반드시 3x3 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5x5, 7x7 크기의 마스크도 존재한다. 

마스크가 커지면 에지는 두꺼워져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명암 값의 변화 구간이 촘촘하거나 복잡한 상

일 경우 효과가 낮다.

    (a) 3x3 Verticality Mask    (b) 3x3 Horizontality Mask

     (c) 5x5 Verticality Mask   (d) 5x5 Horizontality Mask

[Fig. 8] Mask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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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8)

                (eq. 9)

eq. 8, 9는 3x3 수직 마스크와 수평마스크를 나타낸 것

이다. 

소벨 에지 검출에서 1차 미분 와 는 디지털

으로 차이에 의해 근사화 된다. 스무딩을 제공하기 해 

각 행 는 열의 앙 화소가 2로 가 되는 3x3 이웃의 

열과 행 사이의 다음의 이산  차이를 이용해서 기울기

를 계산한다. 

∇  
 



        
 

      
 



    (eq. 10)  

eq. 10에서 z는 밝기이다. T가 규정된 문턱치일 때, 

치 (x, y)에서 ∇≥ 이면 그 치의 화소를 에지 화

소라고 부른다. 

    ′′                 (eq. 11)

왼쪽 마스크로 상 f를 필터링하고, 오른쪽 마스크로 

다시 f를 필터링하고, 각 필터링 된 상의 화소 값들을 

제곱해서 두 결과를 더한 다음 제곱 제곱근을 계산. 두 

번째와 세 번째 에지 검출기들에 해서도 비슷한 설명

이 용된다. dege 함수는 앞의 연산들을 단순히 하나의 

함수 호출로 포장하며, 문턱치를 받거나 자동으로 계산

하는 것 같은 다른 특징들도 있다. 한, edge는 imfilter

로 직  구 할 수 없는 에지 검출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

다. 소벨 검출기의 일반 호출 문법은 eq. 11과 같다. 여기

서 f는 입력 상, T는 지정된 문턱치, dir은 검출할 에지

의 방향으로서 ‘horizontal', ’vertical', 'both'(디폴트)  

하나가 지정된다. 앞에서 언 했듯이 g는 에지가 검출된 

치에서는 1이고, 그 외의 치에서는 0인 논리 상이

다. 출력 라미터 t는 옵션으로서 edge가 사용한 문턱치

이다. T가 지정되면 t=T이고 지정되지 않으면 ( 는 비

어 있는 상태 즉 [ ]이면) edge는 자동으로 계산한 문턱치

로 t를 설정해서 에지 검출에 사용한다. 출력 라미터에 

t를 포함시킨 주요 이유  하나는 후속 호출에 수정될 

수 있고 이 함수에 달될 수 있는 기 문턱치를 얻기 

해서이다. edge 함수는 g=edge(f) 는 [g, t]=edge(f)

와 같은 문법으로 사용되면 디폴트로 소벨 검출을 사용

한다.

(a) Original Image            (b) Result Image

[Fig. 9] Sobel Mask

4. 실험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window 7 운 체제에서 Visual Studio 

2013 로그램으로 opencv2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 방법과 비교하기 하여 본 논

문에서는 윤곽선 검출에 일반 으로 많이 쓰이는 소벨 

마스크와 비교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 명암 분

포를 균일하게 하기 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사용하

여 상을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었으며, K-means 알

고리즘을 이용해 가까운 데이터들을 하나로 군집하여 윤

곽선 검출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윤곽선 검출을 하 다. 따라서 복잡

한 상에서 밝기 분포를 재분포하여 명암 비를 최 화

하고 자동으로 명암 비를 수행한 선명한 상을 만들

어 냈다. 한 거리에 기반을 두고 기 에 가까운 곳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었기 때문에 효율 인 윤

곽선 검출이 가능하다. 타 방법들의 결과는 복잡한 상

일 경우 윤곽선 검출이 명확하지 않는 반면 본 논문의 제

안 방법은 윤곽선 검출을 정확하게 하 음을 보여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의 명확한 윤곽선 검출을 하기 

하여 원 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여 명암 분포를 

균일하게 한 다음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하고 소벨 마스크를 용하여 윤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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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riginal         (b) Sobel         (c) Proposed

[Fig. 10] Result Image 

을 검출하 다. 

일반 인 윤곽선 검출 방법인 소벨 마스크를 이용한

다면 에지가 무 두껍게 검출되고 패턴의 매칭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K-means 군집화

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된 상의 에지를 검출하 고,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Fig. 10]과 같

이 기존의 방법보다 복잡한 상에서 효율 인 윤곽선 

검출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향후 연구로는 윤곽선 검출을 비롯한 객체의 검출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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