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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설진에서 혀 영상 분할을 위한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

Improved Snakes Algorithm for Tongue Image Segmentation in 
Oriental Tongue Diagnosis

장명수*, 이우범**

Myeong-Soo Jang*, Woo-Beom Lee**

요  약  한방 설진 시스템의 자동화 과정에서  상 분할은 가장 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부분의 한방 설진 시스

템의  상 분할 방식은 사용자 기반의 메뉴얼 방식이나 반자동 방식으로 제안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방 설진 시스템의 완  자동화를 해서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상 분할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개선한 방법으로서 설진을 한  상 특성을 이용하여 포인트들

이 안에서 밖으로 역추 하면서 스네이크 에 지 함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 에 지 함수를 개선하 고, 외부 에

지를 계산하기 해서는 계층  공간 필터링 방법을 용하여 잡음에 강인한 특징을 갖는다. 한 제안한 방법은 표

본 상 실험과 실 상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존 스네이크 알고리즘보다 배경 잡음에 강인함을 보 으며, 임의의 포인

트 한 개를 선택하고 해당 포인트의 시작 , 간 , 끝 에서의 에 지 값을 분석하여 국소  최 치에 빠지지 않는 

강인함을 보 다. 

Abstract  Tongue image segmentation is critical for automation of the tongue diagnosis system. However, most 
image segmentation methods for tongue diagnosis systems in oriental medicine have been proposed as user-based 
manual types or semi-automatic types. This study proposed a new method for tongue image segment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mage processing stage for complete automation of the tongue diagnosis system in oriental 
medicine. The proposed method improved the conventional snake algorithm, by making improvement on the internal 
energy function so that, as the points move outward reversely, the snake energy function is minimized, by using 
the image characteristics of tongue images. To calculate external energy, hierarchical spatial filtering is applied to 
ensure resistance against noise. Also,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by using sample images and actual images, 
and showed more robustness against the background noise than the conventional snake algorithm. And, when one 
selected point was moved by the improved snake algorithm, energy values at the starting, middle, and end points 
were analyzed, and showed robustness that does not fall in the local mi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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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방 설진 시스템은 일반 으로 상 입력, 색상 보정, 

채  분할,  상 분할, 설태  설질 분할, 진단지표 추

출, 설진 결과의 순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에서 설진의 

완  자동화를 한 가장 요한 과정은  상 분할의 

단계이다. 그러나  상은 원에 의한 향, 입술 역

과의 상 특성의 유사성, 입안의 그림자 등과 같은 기 

상 획득에서 비균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역 분할

은 메뉴얼(manual) 방식이나 반자동(semi-auto) 방식이 

부분인 어려운 연구 분야 에 하나이다
[1][2]. 

특히, 1987년에 Kass에 의해서 제안된 스네이크

(snakes : active contour model) 알고리즘은 객체를 심

으로 일정한 범 에 시작 포인트들을 설정하면 이 포인

트들의 내부 에 지와 외부 에 지의 합을 최소화 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체의 윤곽에 진 으로 근함으로써 

객체의 윤곽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재까지 많은 변형

된 개선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을 자동으로 안정 이

고 정확하게 분할하기 하여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상 특성을 이용

하여 포인트들이 안에서 밖으로 역추  하면서 스네이크 

에 지 함수가 최소화될 수 있게 내부 에 지 함수를 개

선함으로써 윤곽 추 에 있어서 국소  최 치를 극복하

게 한다. 한, 외부 에 지 계산에 있어서 계층  공간 

필터링(hierarchical spatial filtering) 방법을 용함으로

써 배경 잡음에 강인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Ⅱ.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 

(Improved Snakes Algorithm)

기존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포인트들의 연속된 계를 

제어하는 내부 에 지 함수와 상에서 추출한 특징정보

를 이용한 외부 에 지 함수를 반복 으로 사용하여 

기 포인트들이 물체의 윤곽선까지 수렴하게 하는 알고리

즘으로 아래 식 (1)과 같이 표 한다[3].

  




  






  




′ 

(1)

여기에서  ⋅는 체 에 지이고, ⋅은 

포인트들의 연속된 계를 제어하는 내부 에 지 함수이

며, ⋅는 입력 상에서 물체의 모서리나 윤곽선 

등 상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에 지 

함수이다. 한 은 포인트 개수이며, 는 번째 포인

트의 좌표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경우 에 지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들이 상의 안쪽으로 수렴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특징은 포인트들이 입력 상

에서  역과 비슷한 색상 특성을 갖는 입술 역 등을 

지나가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고, 그 결과로  윤곽 

이외의 국소  윤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한방 설진을 한 입력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

쪽에 기 포인트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의 (a)는 제로 상(zero image)에서 개선된 스

네이크 알고리즘을 실행한 로 흰색 은 기 포인트 

치이며, 빨간색 선은 각 포인트들의 움직임을 나타내

고, 노란색 은 에 지함수를 200회 수행한 후 포인트들

의 치이다. 란색 선은 에 지함수를 각각 50회, 100

회, 150회, 200회 수행한 후 포인트들을 연결한 선이다. 

여기서 제로 상이란 상의 RGB 값이 모두 0인 상

을 말한다. 그림 1의 (b)는 포인트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그림으로 포인트 는 기존 스네이크 알고리즘에서 포인

트의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포인트 ′은 제안하는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에서 포인트의 진행 방향을 나

타낸다.

(a) (b)

그림 1. (a)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실행 예와 (b) 포
인트의 이동 방향

Fig. 1. (a) Example of Improved Snakes Algorithm 
in the Zero Image and (b) Movement 
Direction of the Point.

포인트들을 확산시키기 해서 기존의 스네이크 내부 

에 지 함수 에서 곡률 강도를 제어하는 계수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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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로 사용한다. 이때 재 포인트가 인 한 두 개의 포

인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도 곡률 에 지 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기 포인트들의 심 에서부터 재 포인트의 거리를 가

치를 주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 으며, 

제안하는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내부 에 지는 아

래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개선된 내부 에 지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연속 에 지와 곡률 에

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식 (2)에서 는 내부 에 지 함수에서 포인트

들 간의 장력을 제어하는 계수이며, 는 포인트들 간의 

곡률강도를 제어하는 계수이다. 는 번째 윤곽 추  포

인터를 나타내며, ⋅ 는 값 함수를 의미한다.  

한 는 체 포인트들의 평균 거리이며,  는 기 포인

트들의 심 을 나타낸다.  

그림 2. 계층적 공간 필터링
Fig. 2. Hierarchical Spatial Filtering.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밝기 값의 변화도에 의

존하여 심이 있는 물체의 윤곽 성분보다 강한 변화도

를 갖는 배경이 존재할 경우 포인터들이 배경으로 수렴

한다.  물체의 움직임에 의한 모션 블러링(motion 

blurring) 상 등에 의한 윤곽 성분이 불명확해지면 포

인터가 물체의 내부로 들어가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에서 외부에

지 함수는 그림 2와 같은 계층  공간 필터링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2에서 은 1차 도우를 나타내며, 

는 ×  크기의 2차 도우를 나타내고, 2차 도우에서 

상의 변화도를 구한다. 이때 상의 변화도는 그림 3과 

같은 소벨(sobel) 마스크를 사용한다. 

그림 3의 (a)는 2차 도우 역에서의 화소 인덱스를 

나타내며, (b)는 x축 변화도를 계산하기 한 마스크를 

나타내고, (c)는 y축 변화도를 계산하기 한 마스크이

다. 이를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2차 도우
(b) 마스크 (c) 마스크

그림 3. 2차 윈도우 마스크 : (a) 2차 윈도우 영역, (b) 
마스크, (c) 마스크

Fig. 3. Second Window Mask : (a) second window 
region, (b)  mask, (c)  mask.

   



   




     


    


(3)

식 (3)에서  ⋅는 개선된 외부 에 지를 나타내

며, 는 번째 포인트를 나타내고, 는 가 치를 의미한

다. ⋅는 변화도를 계산하는 함수이고, 는 임계치

를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도를 계산하기 한 상은 설

진 상 특성을 고려하여 입력 상으로부터 Red 채 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과 같이 기 포인트 설정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 포인터 설정은  상 분

할의 자동화에 있어 상당히 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설진 입력 장치[1]로 형 상을 획득하

기 때문에 획득된 입력 상에서 의 치가 앙에 자

리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에 기 포인트들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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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인트들이 발산하는 과정에서  윤곽 정보를 이용

하게 하기 하여 원 모양의 형태로 기 포인터들을 생

성한다. 기 포인터를 원 모양으로 생성하기 해서는 

아래 식 (4)와 같이 삼각 함수를 이용한다. 

         











  ∙ 




  ∙



(4)

식 (4)에서 는 포인트 번호를 나타내며, 는 번째 

포인트를 나타내고,  , 는 각각 번째 포인트의 x축 

값과 y축 값을 의미한다. 는 기 포인트의 심좌표를 

나타내며  , 는 각각 의 x축 값과 y축 값을 나타낸

다. 은 와 기 포인트의 거리를 나타내며, 은 포인

트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어느 경우에는  기 포

인트 치에 의한 향으로 그림 4 (b)와 같이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 값을 조 하여 기 포인

트들의 치를 다시 설정해 주면 (c)처럼 정상 인 윤곽 

추  수행이 가능하다. 

(a) 생성 (b) 오류 (c) 수정

그림 4. 초기 포인트 : (a)　초기 포인트 생성, (b) 초기 포인트
설정 오류, (c) 초기 포인트 수정

Fig. 4. Initial Point : (a) initial points generation,
(b) initial set points error, (c) initial points
modification.

Ⅲ.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Intel 

社의 i7-2600K 3.7GHz CPU에서 Microsoft 社의 Visual 

Studio 2010 버 의 MFC와 OpenCV 라이 러리를 사용

하여 실험하 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상은 우리가 

이 에 개발한 설진 상 획득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을 사용하 다[1]. 실험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

되는 과정에서의 에 지 값을 분석하고, 표본 상과 실

제  상을 이용한 성능 검증을 실시하 다. 

첫째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에 지 값 분석을 

해서는 임의 포인트에서의 윤곽 추 의 시작, 간, 종

료의 3시 에서의 이  에 지 값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

하 다. 

그림 5. 표 1의 에너지 값 추출 지점
Fig. 5. Energy Value Extraction Points of Table 1

그림 5와 표 1에서 
는 번째 포인트의 좌표가 번 

수행한 때의 에 지 값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시작 시 (n=0, 1)과, 간 시 (n=89, 90)을 

보면 내부 에 지  값의 차이가 확연함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포인트들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간 시  (n=89)를 보면 외부 에 지가 가장 작으면

서도 총 에 지가 가장 작은 Z6번 치와 (n=90)에서 

재 치를 나타내는 Z5번 치의 외부 에 지 값이 같음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내부 에 지는 다른 포인트들의 

이동에 의해 값이 변동 되지만 외부 에 지는 변하지 않

는다는 과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이 정상 으로 수

행됨을 알 수 있다. 

종료 시  (n=127)에서는 재 치인 Z5번 치의 외

부 에 지가 0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명히 (n=90)

에서 포인트의 치에 존재하는 외부 에 지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내부 에 지에 의하여 국소 최 치(local 

minima)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n=128)에서는 재 치보다 작은 에 지 값을 갖는 

치가 없어 이동하지 않고 종료 될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표본  실 상을 이용한 성능 검증의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표본 상은 은 총 4가지이

고 각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표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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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Z1 20.64 -4794 -4773.36 0 -26383.36

Z2 5.64 -4818 -4812.36 0 -26422.36

Z3 32.64 -4846 -4813.36 0 -26423.36

Z4 2.76 -4774 -4771.24 0 -26381.24

Z5 29.04 -4798 -4768.96 0 -26378.96

Z6 56.04 -4826 -4769.96 0 -26379.96

Z7 26.88 -4758 -4731.12 0 -26341.12

Z8 53.16 -4782 -4728.84 0 -26338.84

Z9 80.16 -4810 -4729.84 0 -26339.84

(n = 0)

   

치
    

Z1 8.08 -4867 -4858.92 0 -26882.92

Z2 18.92 -4893 -4874.08 0 -26898.08

Z3 46.64 -4923 -4876.36 0 -26900.36

Z4 15.32 -4847 -4831.68 0 -26855.68

Z5 42.32 -4873 -4830.68 0 -26854.68

Z6 70.04 -4903 -4832.96 0 -26856.96

Z7 39.44 -4831 -4791.56 0 -26815.56

Z8 66.44 -4857 -4790.56 0 -26814.56

Z9 94.16 -4887 -4792.84 0 -26816.84

(n = 1)

치
    

Z1 2111.48 -19407 -17295.52 0 -100540.52

Z2 2191.04 -19579 -17387.96 0 -100632.96

Z3 2271.32 -19755 -17483.68 0 -100728.68

Z4 2126.96 -19293 -17166.04 0 -100411.04

Z5 2206.52 -19465 -17258.48 -443.7 -100947.18

Z6 2286.8 -19641 -17354.2 -887.4 -101486.6

Z7 2143.16 -19183 -17039.84 0 -100284.84

Z8 2222.72 -19355 -17132.28 -403.3 -100780.58

Z9 2303 -19531 -17228 -432.6 -100905.6

(n = 89)

   

치
    

Z1 2085.6 -19366 -17280.4 0 -100962.4

Z2 2165.16 -19538 -17372.84 0 -101054.84

Z3 2245.44 -19714 -17468.56 -423.5 -101574.24

Z4 2100.36 -19250 -17149.64 -443.7 -101275.34

Z5 2179.92 -19422 -17242.08 -887.4 -101811.48

Z6 2260.2 -19598 -17337.8 -1331 -102350.9

Z7 2115.84 -19138 -17022.16 -403.3 -101107.46

Z8 2195.4 -19310 -17114.6 -432.6 -101229.2

Z9 2275.68 -19486 -17210.32 -446.9 -101339.22

(n = 90)

치
    

Z1 2144.76 -20107 -17962.24 0 -102843.24

Z2 2225.76 -20271 -18045.24 0 -102926.24

Z3 2307.48 -20439 -18131.52 -887.4 -103899.92

Z4 2158.8 -19989 -17830.2 0 -102711.2

Z5 2239.8 -20153 -17913.2 0 -102794.2

Z6 2321.52 -20321 -17999.48 -987.1 -103867.58

Z7 2173.56 -19875 -17701.44 0 -102582.44

Z8 2254.56 -20039 -17784.44 -543.3 -103209.1

Z9 2336.28 -20207 -17870.72 -1331 -104082.82

(n = 127)

   

치
    

Z1 2237.6 -20371 -18133.4 0 -103074.4

Z2 2319.32 -20537 -18217.68 -987.1 -104145.78

Z3 2401.76 -20707 -18305.24 -887.4 -104133.64

Z4 2252.36 -20255 -18002.64 -543.3 -103487.3

Z5 2334.08 -20421 -18086.92 -1331 -104359.02

Z6 2416.52 -20591 -18174.48 -887.4 -104002.88

Z7 2267.84 -20143 -17875.16 -1035 -103851.26

Z8 2349.56 -20309 -17959.44 -1221 -104122.04

Z9 2432 -20479 -18047 -443.7 -103431.7

(n = 128)

표 1.  지점에서 추출한 에너지 값
Table 1. Extract energy value from   Point

∙  은 배경이 제로 상이고 물체의 외각이 분명

한 상이다. 두 번째 표본 상 ∙  은 배경이 

앙에서 외각으로  어두워지는 배경이고 물체의 외각

이 분명한 표본이다. 세 번째 표본 상 ∙  은 배

경이 제로 상이고 물체의 외각이 부드러운 표본이다. 

네 번째 표본 상 ∙  은 배경이 앙에서 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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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d)

 
(e)

 ∙ 
(f)

  ∙ 
(g)

 
(h)

 

(i)

  ∙ 
(j)

  ∙ 
(k)

 
(l)

 
(m)

 ∙ 
(n)

  ∙ 
(o)

 
(p)

 

(q)

∙ 
(r) 

  ∙ 
(s)

 
(t)

 
(u)

∙ 
(v)

  ∙ 
(w)

 
(x)

 

그림 6. 표본 영상과 실영상 실험 결과 예 : (a)∼(d) 샘플영상 I, (e)∼(h) 샘플영상 II, (i)∼(l) 샘플영상 III, (m)∼(p) 샘플영상
IV, (q)∼(t) 실영상 I, (q)∼(t) 실영상 II

Fig. 6. Example of the Sample and Real Image Experimental Results : (a)∼(d) Sample image I, (e)∼(h)
Sample image II, (i)∼(l) Sample image III, (m)∼(p) Sample image IV, (q)∼(t) Real Image I, (q)∼
(t) Real Image II

으로  어두워지는 배경이고 물체의 외각이 부드러운 

표본이다. 

각 표본 상과 실 상에 한 실험 결과 상은 실

상, R 채  분리 상,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 용 

상, 그리고 우리의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용한 

상의 순으로 나타낸다. 

물체의 윤곽이 분명한 표본을 실험한 그림 6의 (a)～

(d)에서 배경이 제로 상인 표본에서는 기존의 스네이

크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방법의 차이가 모서리가 뾰족하

거나 윤곽이 안으로 인 곳에서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

리즘보다 물체를 정확하게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배경이 있는 (e)～(h)표본에서는 기존 스네이크 알고리

즘이 정상 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

은 정상 으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물체의 

윤곽이 희미한 표본을 실험한 (i)～(l)에서는 배경이 제로 

상인 표본에서 조차도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정

상 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배

경도 있고 물체의 윤곽이 희미한 표본 (m)～(x)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조  정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실제 상을 실험한 (q)～(x)에서는 기존 스네

이크 알고리즘을 용한 상에서  상을 제 로 분

할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포인트들이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면서  

역 주 의 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입술이나 피부에 의

한 향 때문보다는 외부 에 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

리즘을 용한 상 (t), (x)에서는  역 주 의 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입술보다 입 안쪽에 생기는 그림자

의 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가 제안한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

에 비해서 우수한 가시성을 보 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방 설진에서  상을 자동으로 분

할하기 하여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상의 색상 특성을 이용하여 윤곽 

추 에 있어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외부 에

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계층  필터링 방법을 용하

다. 

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검증에 있어서는 윤곽 추

 포인터의 에 지 값을 분석하여 국소  최 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 으며, 4개의 샘  상을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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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스네이크 알고리즘보다  상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배경의 향을 덜 받는 것을 실험하 다. 그 결과 

기존 스네이크 알고리즘에 비해서 실제  상 분할에 

있어서 우수한 가시성은 보 으나, 입 안쪽에 생기는 그

림자 향, 기 포인트 설정 문제, 많은 계산량 등의 문

제 은 남아 있다. 

그러나 제안한 개선된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한방 설

진 시스템의 완  자동화를 한 하나의 기능으로서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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