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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영상 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

상 처리는 물체 인식, 물체 검출, 지문 인식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에지 검출은 대부분의 영상 처리 기술 등

의 전처리 과정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에지 검출 방법에는 소벨(Sobel), 프리윗(Prewitt), 라

플라시안(Laplacian), 로버츠(Roberts), 케니(Canny) 에지 검출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은 비잡음 영상에서 에

지를 우수하게 검출이 가능하나 임펄스 잡음에 훼손된 영상에서는 잡음 제거 특성이 미흡하여, 에지 검출 특성이 미흡하

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음에 훼손된 영상에서 우수한 에지 검출 특성을 얻기 위하여, 마스크의 중심 

화소를 축으로 하여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대표 화소값에 따라 추정 화소를 구하며, 추정된 마스크와 새로운 

방향성 마스크를 적용하여 최종 에지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digital image devices are widely used, interests in the software- and the hardware- related image processing 

become higher and th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re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object recognition, object 

detection, fingerprint recognition, and etc. For the edge detections Sobel, Prewitt, Laplacian, Roberts and Canny detectors 

are used and these existing  methods can excellently detect the edges of the images without noise. However, in the 

images corrupted by the impulse noise, these methods are insufficent in noise elimination characteristics, showing 

unsatisfactory edge dete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obtain excellent edge detection characteristics in the 

corrupted image by the impulse noise, an detection algorithm is porposed, which uses the central pixel of mask divided 

by four regions along the axis, calculates the estimated mask according to the representing pixel values in each regions, 

and detects the final edges by applying the estimates mask and the new directional one. 

Keywords : Edge Detection, Modified Mask, High Density Impulse Noise, Algorithm

Ⅰ. 서 론 

에지 검출은 물체 인식, 물체 검출, 지문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물체 인식 및 검출에 관련한 

영상 처리의 전처리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1-6].

에지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 중에 널리 알려진 방법들은 

소벨(Sobel), 프리윗(Prewitt), 로버츠(Roberts), 라플라시안

(Laplacian)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검출된 에지 

영상은 입력 영상이 비잡음 영상일 경우 우수한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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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임펄스 잡음에 훼손된 영상에서는 영상의 전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에지 검출 특성이 급격

히 저하한다. 그리고 케니(Canny) 에지 검출기는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하여 가우시안(Gaussian) 필터를 이용하여 전 처

리한 후, 소벨 등의 1차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하고 비최대 억압(nonmaximum suppression) 등을 사용

하여 불필요한 에지를 제거한 후, 다중 임계값을 적용하여 

최종 에지를 구하며, 비잡음 영상에서는 우수한 특성을 가

지며, 임펄스 잡음 영상에서는 미흡한 에지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7].

따라서 본 논문은 영상에서 마스크의 중심 화소를 기준

으로 하여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의 대표 화소가 

잡음 또는 비잡음 여부에 따라 추정 마스크를 구하여, 이 

마스크와 새로운 방향성 마스크를 적용하여, 임펄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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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훼손된 영상에서 우수한 에지 검출 특성을 갖도록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Ⅱ.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

2.1 소벨 및 프리윗 에지 검출 방법

소벨 및 프리윗 방법은 입력 영상과 그림 1(a), (b)의 수

평 및 수직 마스크를 각각 적용하여 에지를 검출하며, 식 

(1)과 같다[8-9].



1 0 -1

a 0 -a

1 0 -1

(a) Horizontal mask



1 a 1

0 0 0

-1 -a -1

(b) Vertical mask

그림 1. 소벨 및 프리윗 마스크

Fig.1. Sobel and Prewitt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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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수평, 수직 마스크이며, 는 입력 영상

이다.

그림 1에서 는 소벨 및 프리윗 방법에 따라 다르며, 소

벨 방법인 경우 2, 프리윗 방법인 경우 1이다.

소벨 및 프리윗 방법의 최종 에지 결과는 식 (1)을 적용

하여 식 (2)와 같이 구한다[8-9].

    (2)

2.2 로버츠 에지 검출 방법

로버츠 방법은 소벨 및 프리윗에 비해 작은 마스크 영역

을 이용하며 그림 2의 마스크를 적용하여 에지를 구하며, 

식 (3)과 같다[10].



0 -1

1 0

(a) Diagonal mask 1



-1 0

0 1

(b) Diagonal mask 2

그림 2. 로버츠 마스크

Fig.2. Roberts mask. 

식 (3)에서  는 각각 45°, 135°방향의 대각선 마

스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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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버츠 방법의 최종 에지 결과는 식 (3)을 적용하여 식 

(2)와 같이 구한다[10].

2.3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 마스크는 소벨, 프리윗, 로버츠와 달리 2차 

미분 연산자를 사용하며 공간 영역에서는 하나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라플라시안 마스크는 공간 영역에서 그림 3과 같이 표현

하며, 최종 에지 결과는 식 (4)와 같다[11].



0 -1 0

1 -4 1

0 1 0

(a) Laplacian mask 1



-1 -1 -1

-1 8 -1

-1 -1 -1

(b) Laplacian mask 2

그림 3. 라플라시안 마스크

Fig.3. Laplacian mask.

  





 



×  (4)

2.4 케니 에지 검출기

케니 에지 검출기는 최적 에지 검출기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을 전제로 제안되었다.

1. 모든 에지가 검출되어야 한다.

2. 검출된 에지가 참 에지와 가능한 가까워야 한다. 

3. 검출된 에지가 참 에지에 대해 한 개여야 한다.

그리고 케니 에지 검출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7].

Step 1. 영상에 잡음이 있다고 가정하고, 잡음을 줄이기 

위해, 가우시안(Gaussian) 필터로 영상을 스무딩한다.

가우시안 함수를 식 (5)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스무딩 

영상은 식 (6)으로 표현된다.

  



 



 (5)

   





 



×  (6)

여기서 는 에 따른 마스크의 크기이다.

Step 2. 스무딩 영상 의 기울기 크기 및 방향을 계산하

며, 기울기 크기는 주로 소벨 연산자를 사용하며, 기울기 

방향은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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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ep 3. 처리된 영상을 비최대 억압을 통해 지역 최대값

이 아닌 화소를 0으로 처리한다.

Step 4. 비최대 억압 처리된 영상을 , 두 개의 임계값 

를 사용하여  보다 큰 을 ,  보다 큰 

을  라 정의할 경우,  는 강한 에지 영상, - 

는 약한 에지 영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는 유효 에지 

화소들을 가지며,  에 따라 틈을 갖는 에지를 형성한다.

Step 5. Step 4에서 형성된  의 틈을  의 값을 이

용하여 채우고 모든 에지 유효 화소가 연결되었을 때 알고

리즘을 종료한다.

Ⅲ. 제안한 방법

본 논문은 임펄스 잡음 중 salt-and-pepper 잡음에 훼손

된 영상에서 우수한 에지 검출 특성을 얻기 위하여, 마스

크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추정 화소를 구

하여 추정 마스크를 구성한 후, 방향성 마스크를 적용하여 

최종 에지를 구한다. salt-and-pepper 잡음은 0 또는 255인 

화소값이 임의로 첨가되는 잡음이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영상으로부터 그림 4와 같은 마스크

를 취하여 처리한다.

I2 I3 I4

I5 I6 I7 I8 I9

I11 I12 I13 I14 I15

I17 I18 I19 I20 I21

I22 I23 I24

I1

I10 I16

I25

그림 4. 제안한 마스크

Fig.4. Proposed mask.

그림 4에서 은 마스크의 중심 화소이다. 

제안한 방법은 추정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 4의 

제안한 마스크를 그림 5와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처

리한다.

추정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 4개의 영역을 식 (8)과 같

이 표현한다.

I2 I3 I4

I6 I7 I8

I13

I1 I5 I6

I11 I12 I13

I17 I18

I10

(a)  (b) 

I8 I9

I13 I14 I15

I20 I21

I16

I13

I18 I19 I20

I22 I23 I24

I25

(c)  (d) 

그림 5. 제안한 마스크 영역

Fig.5. Region of proposed mask.

        

         

         

         

 (8)

추정 마스크의 각 요소를 구하기 위하여 각 영역의 대표 

화소(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각 영역의 대표 화소가 비잡음 즉, 화소값이 0 또는 

255가 아닌 경우, 추정 화소는 식 (9)와 같이 처리한다.

   i f    and   (9)

여기서 은 각 영역의 대표 화소이고, 은 각 

영역의 번째 화소값이다.

2. 각 영역의 대표 화소가 잡음 즉, 화소값이 0 또는 255

인 경우, 영역 내의 화소들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먼저 영역 내의 잡음 및 비잡음 화소 수를 구하며, 식 

(10), (11)과 같다.

  








    or   
 

 

  (10)

   (11)

여기서 는 영역 내의 잡음을 판단하기 위한 플래그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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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며, 은 2에서 8의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각 영역 내의 잡음 화소 수 의 값에 따라 추정 

마스크의 요소를 식 (12)와 같이 구한다.

 











 




      

 

 (12)

식 (12)는 영역 내의 화소들이 전부 잡음일 경우, 영역에 

대한 추정 화소를 128로 처리하며, 이외의 경우, 비잡음 화

소들의 평균에 의해 추정 화소를 처리하는 것을 나타낸다.

에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추정 마스크는 각 영역으로

부터 구한 추정 화소값으로부터 구성되며, 그림 6과 같다.

P(1)

P(2) P(3)

P(4)

그림 6. 추정 마스크

Fig.6. Estimated mask.

에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방향성 마스크는 그림 7과 

같이 제안하였다.

0

1 -1

0

1

0 0

-1

(a)  (b) 

1

-1 0

0

0

0 -1

1

(c)  (d) 

1

0 -1

0

0

-1 0

1

(e)  (f) 

그림 7. 방향성 마스크

Fig.7. Directional mask.

에지 기울기는 추정 마스크에 방향성 마스크를 적용하여 

식 (13)과 같이 구한다.

 




 ×      ⋯  (13)

최종 에지는 식 (13)의 에지 기울기를 적용하여 식 (14)와 

같이 구한다.

     (14)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은 임펄스 잡음 영상에서 에지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

험 영상으로  ×  크기, 8비트 그레이 레벨의 Lena, 

Pepper 영상에 각각 45%, 75%의 임펄스 잡음을 첨가한 영

상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에지 검출에 대한 평가는 시험 영상의 ground truth 설정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다

소 어렵다. 따라서 처리된 출력 영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

과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a) Lena (b) Pepper

그림 8. 원 영상

Fig.8. Original image.

(a) Lena(p=45%) (b) Pepper(p=75%)

그림 9. 잡음 영상

Fig.9. Noise image.

그림 10 및 11은 Lena 및 Pepper 영상에 대한 에지 검

출 결과이며, 잡음 제거를 위하여 salt-and-pepper 잡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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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F+Sobel (b) MF+Prewitt

(c) MF+Roberts (d) MF+Laplacian

(e) MF+Canny edge detector (f) Proposed algorithm

그림 10. Lena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

Fig.10. Simulation result of Lena image.

(a) MF+Sobel (b) MF+Prewitt 

(c) MF+Roberts (d) MF+Laplacian 

(e) MF+Canny edge detector (f) Proposed algorithm

그림 11. Pepper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

Fig.11. Simulation result of Pepper image.

거 특성이 우수한  ×  마스크를 적용한 메디안 필터로 

전처리한 후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으로 에지 검출을 하였

다.

그림 10, 11의 (a)는 MF(median filter)+소벨, (b)는 MF+프

리윗, (c)는 MF+로버츠, (d)는 MF+라플라시안, (e)는 MF+케

니 에지 검출기(=1.5, =2.0, =2)에 의해 처리된 결과

이다. 그리고 (f)는 제안한 방법에 의해 처리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Lena(p=45%) 및 Pepper(p=75%)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서 MF+소벨 및 MF+프리윗에 의해 처리된 결과는 잡

음 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여 Lena 영상의 경우, 

salt-and-pepper 잡음에 훼손된 부분에서 에지 검출 오류를 

나타내었고, Pepper 영상의 처리 결과에서는 높은 잡음 밀

도의 영향으로 대부분 영역에서 에지 검출 오류를 나타내

었다. MF+로버츠 및 MF+라플라시안에 의해 처리된 결과는 

잡음 제거 특성이 다소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두 영상 모두

의 경우, 에지 검출 특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그리고 MF+

케니 에지 검출기에 의해 처리된 결과는 잡음 제거 특성이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개선되었고, 에지 검출 특성이 비교

적 우수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 의해 처리된 결과는 

알고리즘이 다소 복잡하여 처리 시간 면에서는 다소 불리

하지만, 그림 10, 11의 (f)와 같이 잡음 제거 특성 및 에지 

검출 특성이 우수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임펄스 잡음 영상에서 에지를 검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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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안한 마스크를 중심 화소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좌우 

방향의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대표 화소에 대

한 잡음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정된 화소를 

구하고, 추정 마스크에 방향성 마스크를 적용하여 최종 에

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임펄스 

잡음 영상에서 기존의 에지 검출 방법들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한 방법은 알고리즘이 다소 복잡하여 처리시

간 면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잡음 

제거 특성 및 에지 검출 특성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군사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에지 검출 응용에 적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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