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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검출을 한 변형된 top-hat  bottom-hat 변환 
알고리듬에 한 연구

백운석
*
ㆍ이하운

**

A Modified Top-hat and Bottom-hat transform for Edge Detection

Woon-Seok Baek*ㆍHa-Woon Lee**

요 약

에지는 상의 가장 기본 인 특징을 나타내며, 에지 검출은 상처리 분야  컴퓨터 비  역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에지를 검출하기 한 연구들이 국내․외 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 기존의 에지 검

출 방법에는 로버츠, 소벨, 리윗, 라 라시안 등 고정된 값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모폴로지  

처리 기술 가운데 팽창과 침식을 이용하는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각

선 방향이나 완만한 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에지 검출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경우에도 에지 검출이 잘 되는 변형된 top-hat  bottom-hat 변환 방식의 에지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듬을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에지 검출 상을 제시하 으며 코사인 기반의 유사도를 사용

하여 성능  유사성을 평가하 다.

ABSTRACT

Edge is the basic characteristic of image, edge detection is very important in image processing applications and computer vision area. Many studies 

are being performed to detect these edges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The conventional edge detection methods such as Roberts, Sobel, Prewitt, 

and Laplacian etc, which are using a fixed value of mask are widely used and morphological gradient which uses dilation and erosion among morphology 

process techniques is also widely used. But these methods does not detect edges well in the diagonal direction or gradually changing image parts.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modified top-hat and bottom-hat transform algorithms which are detecting edges well in the parts of diagonal direction or 

gradually changing image are proposed. The proposed algorithms present the detected edge image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are 

evaluated performance  by using cosine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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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은 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매체가 발달

함에 따라 상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여 요한 정보

로 활용하고 있다. 상처리의 목 은 첫 째 인간이 

좀 더 쉽게 상을 찰하고 이해하는데 있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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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상을 인식하여 다양한 

목 을 해 활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1]. 상

의 에지는 상처리를 해 많이 사용되는 특징 가운

데 하나로서 물체의 크기, 방향  윤곽 정보 등을 포

함하여 스마트 기기, 의료 상 분석, 차량 번호  

차량 인식, 도로 인식, 얼굴  손  인식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2-9].

일반 인 에지 검출 방법에는 로버츠(Roberts), 소

벨(Sobel), 리윗(Prewitt), 라 라시안(Laplacian)  

모폴로지(Morphology)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알고

리듬1)이 있다[10-12]. 이러한 방법들은 각선 방향이

나 상의 변화가 완만할 경우 에지 검출 능력이 미

흡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op-hat  

bottom-hat 변환 방식을 변형하여 에지의 검출 능력

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에지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

하 다. 기존의 top-hat 변환 방식은 리한 첨두치

(peaks)를 보존하면서 콘트라스트(contrast)를 개선시

키며, bottom-hat 변환 방식은 리한 계곡(bottoms)

을 보존하면서 콘트라스트를 개선시켜 다. 그러나 

top-hat  bottom-hat 변환은 원 상에서 열기

(opening)  닫기(closing)를 수행한 후 입력 상과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에지를 구하기에는 하지 않다. 

즉 열기는 침식(erosion)을 거친 후 팽창(dilation)을 

수행하고 닫기는 팽창 후 침식을 수행하므로 열기 

는 닫기를 수행한 결과가 다시 입력 상과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원 상과 차이를 구하는 

top-hat  bottom-hat 변환 방식에서는 에지가 검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 서서히 

변화하거나 각선 방향의 경우도 잘 검출되는 특성

을 갖도록 하기 해 연속으로 침식 는 팽창을 하

여 원 상과 차이를 구해 에지를 검출하는 변형된 

top-hat  bottom-hat 방식의 에지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하 으며 제안한 알고리듬은 기존의 방법과 처리 

속도나 단순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우수한 에

지 검출 능력을 갖는다.

제안한 알고리듬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기존의 

1) http://utam.gg.utah.edu/tomo03/03_mid

    /HTML/node120.html

top-hat  bottom-hat 방식은 물론 로버츠, 소벨, 

리윗, 라 라시안, 모폴로지 그라디언트(morphological 

gradient) 방법과도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에지 

검출 능력을 비교하고 상으로 결과를 제시하 다.   

 

Ⅱ. 제안한 알고리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op-hat  bottom-hat 변환 

방식을 변형하여 에지의 검출 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에지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듬은 그 이 상에 한 모폴로지 

처리를 하고 처리된 모폴로지 상에 해 원 상과

의 차이를 구해서 에지를 검출한다. 여기서 모폴로지 

처리는 연속 침식 는 연속 팽창을 통해 구한 상

과 원 상과의 차이를 통해 에지를 검출하는 것이다.

 

2.1 그 이 상에 한 모폴로지 처리

모폴로지의 기본 인 연산은 침식과 팽창인데 이를 

이용하여 열기 는 닫기가 수행된다. 모폴로지 연산

을 해서는 구조 요소(SE: structuring element)를 

사용하여 연산을 하며 본 논문에서는 식(1)과 같이 

3X3 SE를 사용하 다. 

 










  
  
  

(1)

그 이 상에 한 침식과 팽창은 각각 식(2)와 

(3)과 같다.

⊖ min    (2)

⊕ min    (3)

여기서 는 원 상,    는 원 상의 인덱스 

값 그리고 와 는 SE의 인덱스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열기  팽창은 식(4)  (5)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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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5)

기존의 top-hat  bottom-hat 변환은 각각 식(6)

과 (7)처럼 주어진다. 

   ∘           (6) 

  ∙           (7) 

일반 으로 에지를 검출하기 해 열기  팽창을 

이용하는 경우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방식을 사용하는

데 이는 팽창과 열기의 차 상으로 식(8)과 같다.

  ⊕ ⊖        (8)

2.2 변형된 top-hat  bottom-hat 변환 알고리듬

식(6)과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의 top-hat 

 bottom-hat 변환은 열기 는 닫기에 의한 상과 

원 상과의 차이를 구하므로 단순히 밝은 역 는 

어두운 역을 강조하므로 에지 검출에는 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열기 는 닫기를 하지 않고 연

속 인 침식  팽창을 한 후 원 상과의 차이를 구

함으로서 진 인 상 변화나 각선으로 된 상 

에지 등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연속 인 침식  팽

창을 식(9)와 (10)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  ⊖⊖              (9)

⊔  ⊕⊕             (10)

그리고 변형된 top-hat  bottom-hat 변환을 각각 

식(11)  (12)로 나타내었다.

   ⊓        (11) 

  ⊓        (12) 

제안한 변형된 방법은 연속 인 침식 는 팽창을 

함으로서 원 상과의 차이를 더욱 잘 나타낼 수 있

어 에지 검출에 매우 효과 이다.

Ⅲ.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에지 검출을 해 처리 과정이 필

요하지 않아 기존의 알고리듬과 같이 빠른 속도로 수

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시험 상으로 두 종류

를 사용하 으며 두 상 모두 8bit 그 이 벨이다.  

그림 1의 (a)는 256X256 해상도의 Cameraman 상

이고, (b)는 512X512 해상도의 Barbara 상이다.

 

(a)                     (b)

그림 1. 시험 상 (a) Cameraman (b) Barbara
Fig. 1 Test image (a) Cameraman (b) Barbara

그림 2(a)  2(b)는 각각 그림 1(a) 시험 상을 

이용하여 기존의 top-hat 변환  bottom-hat 변환에 

의해 에지를 검출한 상이다. 보는 바와 같이 에지 

검출에는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2. 기존의 (a) top-hat  (b) bottom-hat 변환에 
의해 검출된 에지 상

Fig. 2 Detected edge image by conventional (a) 
top-hat and (b) bottom-hat tran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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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Cameraman 상에 해 제안한 

bottom-hat 변환 방법에 의해 에지 상을 구하고 오

른쪽 팔 부분에 해 1차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식

(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에 의한 상

(proposed bottom-hat image)은 연속된 팽창 상

(cascaded dilated image)에  원 상(original image)

을 뺀 것으로 에지의 변화가 1차원 상에서 잘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Cameraman 상의 어깨부분에 한 제안한 
방법의 1차원 그래

Fig. 3 1-D plot of the shoulder part of Cameraman 
image by the proposed bottom-hat transform

그림 4와 5에서 (a)는 로버츠, (b)는 소벨, (c)는 

리윗, (d)는 라 라시안, (e)는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f)는 제안한 bottom-hat 방식으로 에지를 검출한 

상을 나타낸다. 

그 결과 로버츠와 소벨 방식은 그림 4(a), 4(b)에서 

보듯이 각선으로 된 상 부분에서 에지 검출이 잘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리윗, 라 라시안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방식은 세 한 부분 즉 건물 

부 의 에지가 잘 검출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나 그

림 4(f)에서 보듯이 제안한 변형된 bottom-hat 방식은 

반 으로 에지가 잘 검출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 5(a)  5(b)에서는 로버츠 방식이 반 으

로 에지가 희미하게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소

벨 방식은 일부 역에서 에지가 진하게 검출되나 책

꽂이에 있는 책이 검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을 

보여 다. 마찬가지로 리윗, 라 라시안  모폴로

지 그라디언트 방법도 이 부분에서 잘 검출되지 않음

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한 변형된 bottom-hat 변

환 방식은 각선 부분이나 상의 변화가 완만한 경

우도 에지가 잘 검출되는 등 반 으로 모든 역에

서 에지가 잘 검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b)

  

(c)                    (d)

 

(e)                   (f)

그림 4. (a)로버츠 (b) 소벨 (c) 리윗 (d) 라 라시안 
(e)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f) 제안한 변형된 bottom-hat 

변환 방식
Fig. 4 (a) Roberts (b) Sobel (c) Prewitt (d) Laplacian 
(e) Morphological gradient (f) Prosed bottom-hat 

transform

그리고 그림 6에 제안한 변형된 top-hat 변환 방식

에 의해 검출된 상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형된 bottom-hat 변환 방식과 같이 에지가 각선 

 완만한 경우에도 잘 검출됨을 볼 수 있다. 다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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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원 상에서 연속으로 침

식된 상을 뺀 것이므로 bottom-hat 방식과는 에지

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a)                      (b)

 

(c)                    (d)

 

(e)                   (f)

그림 5. (a)로버츠 (b) 소벨 (c) 리윗 (d) 라 라시안 
(e)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f) 제안한 변형된 bottom-hat 

변환 방식
Fig. 5 (a) Roberts (b) Sobel (c) Prewitt (d) Laplacian 
(e) Morphological gradient (f) Prosed bottom-hat 

transform  

 

(a)                       (b)

그림 6. 제안한 변형된 top-hat변환 방식에 의한 (a) 
Cameraman (b) Barbara 에지 상

Fig. 6. (a) Cameraman and (b) Barbara edge images 
by the proposed modified top-hat transform

각 알고리듬간의 유사성 비교를 해 코사인

(cosine) 기반의 유사도(similarity)를 비교하고 그 결

과를 표1에 제시하 다. 코사인 기반의 유사도는 식

(13)과 같다.

 

cos 













  












 


 










   (13) 

여기서 는 기  상, 는 비교 상

을, 은 화소수를 나타낸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Pbht 방식이 Mg 

방식과 가장 유사함을 볼 수 있으며 Sobel 방법과는 

가장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각 알고리듬의 비교 분석(Similarity)
Table 1. Comparison of each algorithm with similarity 

Rob Sbl Pre Lapl Mg Pbht

Rob 1.0000 0.0326 0.0331 0.9884 0.1639 0.3477

Sbl 0.0326 1.0000 0.9947 0.0301 0.0221 0.0428

Pre 0.0331 0.9947 100.00 0.0306 0.0220 0.0435

Lapl 0.9884 0.0301 0.0306 1.0000 0.1514 0.3493

Mg 0.1639 0.0221 0.0220 0.1514 1.0000 0.7449

Pbht 0.3477 0.0428 0.0435 0.3493 0.7449 1.0000

Rob: Roberts, Sbl: Sobel, Pre: Prewitt, Lapl: 

Laplacian, Mg: Morphological gradient, Pbht: 

Proposed modified bottom-hat 변환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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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op-hat  bottom-hat 변환 

방식을 변형하여 에지의 검출 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에지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top-hat 

 bottom-hat 변환은 원 상에서 열기  닫기를 

수행한 후 입력 상과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에지가 

히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 서서히 변화하거나 각선 방

향의 경우도 잘 검출되는 특성을 갖도록 하기 해 연

속으로 침식 는 팽창을 하여 원 상과 차이를 구해 

에지를 검출하는 변형된 top-hat  bottom-hat 변환 

방식의 에지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하 으며 제안한 알

고리듬은 기존의 방법과 처리 속도나 단순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우수한 에지 검출 능력을 갖는다.

제안한 알고리듬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기존의 

top-hat  bottom-hat 방식은 물론 로버츠, 소벨, 

리윗, 라 라시안, 모폴로지 그라디언트 등의 방법과

도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에지 검출 능력을 비교

하고 상으로 결과를 제시하 으며, 코사인 기반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기존 방식들과 유사도를 비교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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