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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이진화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이진화를 위한 임계치 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합리적인 제거와 이진화
로 인한 영상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모호성의 처리 방법으로서 퍼지 이진화 방법이 많이 사용

되는데 보통 사용되는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와 이진화 임계치를 결정하는 _cut 값의 설정 방법이 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기존의 정적인 퍼지 이진화 방법은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의 경우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알

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  퍼지 이진화 방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_cut의 동적 결정 방법과 사다리꼴 
타입의 소속 함수와  구간 설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스트레칭 기법과 같은 정규화 전처리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정보 손실이 적다.  또한  _cut의 동적 결정으로 인해 다양한 영상을 동일 기법으로 보다 정확하게 처
리할 수 있다. 야경 영상, 척추 측만증 및 지방종 영상  등 다양한 물채를 포함하고 명암 대비성이 낮은 편인 영상을 대
상으로 한 실험에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보다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a binarization algorithm in image processing depends on how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of 
determining threshold in a reasonable way and on minimizing information loss due to the binarization effect. Fuzzy 
binarization technique was proposed  to handle  that uncertainty with fuzzy logic. However, that method is known to be 
inefficient when the given image has low intensity contras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fuzzy binarization 
method to overcome such known drawbacks. Our method proposes a trapezoid type fuzzy membership function 
instead of most-frequently used triangle type one. We also propose an adaptive _cut determination policy. Our 
proposed method has less information loss than other algorithms since we do not use any  stretching  based 
preprocessing for enhancing the intensity contrast. In experiment, our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o be more effective 
in binarization  with less information loss for many different types of images with low intensity contrast such as night 
scenery, lumber scoliosis, and lipoma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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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진 영상(binary image)은 모양, 위치, 수 정보 등과 

같이 원 영상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식이나 분

할에 적합하게 변화된 단순한 흑백 영상이다. 영상 이

진화(image binarization)처리는 영상처리 분야에서 영

상 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서 배경과 물체를 구

분하는 영상 분할(segmentation)을 위한 일반적인 전처

리 기법으로 적용된다. 영상의 각 픽셀의 레벨은 0~255

까지 256레벨이 존재하는데 영상을 이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값을 임계치

로 설정하여 영상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누어서 2레벨

의 영상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이진 영상을 사용하는 

영상처리 응용에서 임계치(threshold) 결정은 처리 성능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1, 2]. 대부분의 이진화 

알고리즘은 임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밝기 분포를 분석한다. 배경과 물체의 명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분할을 위해 양봉(bimodal) 히스토

그램으로 표현하여 최적의 임계치를 찾기 위해 히스토

그램 골짜기(valley)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양호한 임

계치를 구할 수 있으나, 배경과 물체의 밝기 차이가 크

지 않거나 밝기 분포가 양봉 특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히스토그램 분석만으로 적합한 임계치를 구하기가 어

렵다[3].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평탄한 경우에는 

영상을 이진화하기 위한 임계치를 구하기가 어렵다. 또

한 영상의 이진화는 영상 인식에서 필수적이고 인식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다. 영상의 이

진화 알고리즘은 영상 전체에 하나의 임계치를 사용하

는 전역적 이진화 방법과 관심 픽셀의 주변 픽셀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픽셀 단위 임계치를 결정하는 적응적 

이진화 방법으로 구분된다[4]. 그러나 배경과 물체의 밝

기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 적응적 이진화  방법에서

는 구간 마다 적절한 임계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

리고 밝기 분포가 양봉 특성을 보이지 않는 영상에 전

역적 이진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보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 이진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영상에서는 넓은 영역에 걸쳐 명암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유형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스케치 특징점 유무를 판별하는 임계치 결정에는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또한 각 픽셀이 가지는 명암도 

값은 퍼지 단함수(fuzzy singleton)로 볼 수 있으며, 임계

치 결정을 위한 처리과정 또한 부정확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임계치 결정에 부정확성과 불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퍼지 이진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5]. 그러나 기존의 퍼지 이진화 기법은 영상을 이진화 

하는 과정에서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하기 때

문에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는 정보가 손실되는 상

태에서 이진화 되고 _cut 값을 경험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 임계 구간을 설정하

는데 비효율적이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다리꼴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

용하여 정보 손실을 감소시키고 _cut 값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낮은 명암 대비를 가진 영상에서 효과적으로 

임계 구간을 설정하는 개선된 퍼지 이진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 

이진화 방법은 임계치의 설정 방법에 따라 전역적 이

진화 방법과 지역적 이진화 방법으로 분류된다. 전역적 

이진화 방법은 영상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임계치를 사

용하는 방법이다. 전역적 임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는 평균 이진화,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 이진화, Otsu 

방법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7]. 전역적 이진화 방

법은 속도가 빠르고 잡음에 강하나, 명암도가 불균일한 

영상이나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영상에서 넓은 영역에 걸쳐 명암도 변화가 일어

나고 다양한 유형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에서는 

스케치 특징점 유무를 판별하는 임계치의 결정에 애매

함이 존재하여 기존의 전역 이진화 방법으로 영상을 이

진화 하는 경우에는 객체 영역이 손실되어 이진화 되는 

문제점이 있어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퍼지 

이진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은 컬러 영상의 RBG 채널 

값을 각각 
 , 

 , 
로 정의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중간 밝기 값 을 식(1)과 같이 계산한다.

  












 

 
 
××


        (1)

식 (1)에서 와 는 원 영상의 길이와 높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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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은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한 영상의 평

균값이다.

을 이용하여 어두운 영역의 거리 값(min )과 밝

은 영역의 거리 값(max)을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max   
                min                               (2)

식 (2)에서 은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된 가장 어두

운 픽셀 값이고 은 가장 밝은 픽셀 값이다. min과 

max을 다음 규칙에 적용하여 밝기의 조정률()을 계

산한다.

i f       
  

i f min   
  min

i f max    
  max

밝기 조정률 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

수 구간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소 밝기 값(min )
과 최대 밝기 값(max)을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max    
min    

                          (3)

식 (3)에서 계산된 최대 밝기값(max)과 최소 밝기값

(min )을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의 구간으로 적용한

다. 소속 함수의 구간은 [minmax]를 가진 삼각형 타입

의 소속 함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는 칼라 영상에서 그레이 영상으로 변

환된 픽셀을 의미하고 는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

된 픽셀의 소속도이다. 그림 1과 같은 소속 함수에서 소

속도가 1이 되기 위한 중간 밝기값()은 식(4)와 같이 

계산한다.

             

max  min
                     (4)

Fig. 1 Membership Function for Fuzzy Binarization

그림 1과 같은 소속 함수를 적용하여 구간[minmax]
에 대한 소속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 f ≦ min  or ≧ max     
i f     max

max

i f     min 
min 

i f      
그림 1과 같은 소속 함수에서 구해진 소속도()

에 을 적용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여기서 

값은 0.5이다. 따라서 소속도가 0.5 이상이면 영

상의 픽셀 값을 0으로 정의하고 0.5 미만이면 픽셀 값을 

255로 설정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기존의 삼각형 타

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퍼지 이진화 방법은 임계치 

대신에 소속 함수에 을 적용하여 임계 구간을 

설정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Ⅲ. 제안된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와 동적 

을 이용한 퍼지 이진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를 가지는 

퍼지 이진화 방법과 임계 구간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

법을 제안하여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을 개선한다. 

삼각형 형태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는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 이진화 성능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은 객

체 영역 내의 명암도 값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

레칭 기법과 같은 전처리를 적용하여 명암 대비를 높게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와 동적 _을 이용한 개선된 퍼지 이진화

1855

한 후에 퍼지 이진화 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스트레칭 기법과 같은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 객체의 정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후, 

이진화의 기준이 되는 임계 구간을  설정하는   

값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 삼각형 형태의 소속 함

수의 구간은 세 개의 값 min , , max를 가진다. 그러

나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

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

수의 구간을 네 개의 값 min , , , max으로 구

성한다. 그림 2에서 과 은 각각 사다리꼴 상변

의 좌측 꼭짓점과 우측 꼭짓점에 해당한다.

Fig. 2 Proposed Trapezoid type Membership Function

명암도 값 에 대해 그림 2와 같은 소속 함수를 적용하

여 소속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min max ≤

 min
 min

 min  
  ≤≤ 

max
max

   max

그림 2와 같은 사다리꼴 타입의 소속 함수에서 4개의 

구간을 나타내는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사다리꼴 

타입의 소속 함수 구간의 중심에 해당하는 를  식 

(5)와 같이 그레이 영상의 전체 명암도 값의 평균값으로 

설정한다. 식 (5)에서 는 명암도 값 의 히스토

그램 값이고 와 는 각각 영상의 길이와 높이이다.

  




×                   (5)

min는 그레이로 변환된 영상의 최소값으로 설정하

고 max는 식 (6)과 같이 를 2배한 값으로 설정한다.

max  ×                           (6)

그림 2와 같은 소속 함수에서 상변의 양 끝점에 해당

하는 명암도 값 과 은 각각 식 (7) 및 식 (8)과 

같이 계산한다. 식 (7)과 (8)에서 max는 영상 내에서 

최대 명암도이고 min는 영상 내에서 최소 명암도이다.

    
maxmin

       (7)

    
maxmin

       (8)

사다리꼴 소속 함수 구간 [min , , , max]를 

이용하여 그레이 영상의 명암도 값에 대한 소속도를 계

산한다. 계산된 소속도에 대해 영상을 이진화하기 위한 

임계 구간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은 max와 min
의 평균값과  값을 이용하여 정규화한 를 계산하

고 이  값을 퍼지 집합의 한계합 연산자에 적용하여 식

(10)과 같이 최종 을 구한다. 

 

  max min 
           (9)

   ∧                     (10)

식 (10)에서 ∧은 퍼지 논리 연산자 중에서 Min 연산

자이다. 사다리꼴 타입의 소속 함수에서 구한 소속도

()에 을 적용하여 임계 구간을 설정한 후에 

영상을 이진화 한다. 따라서 구한 임계 구간에서  

이상에 속하는 소속도에 해당하는 영상의 픽셀 값을 0

으로 설정하고  미만이면 픽셀 값을 255로 설정

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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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을 Intel(R) 

Core(TM) i5 CPU @ 2.80GHz 와 8.00GB RAM이 장착

된 PC상에서 Visual Studio 2010 C#으로 구현하여 실험

하였다.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 제안된 퍼지 이진

화 방법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퍼지 방법과 

기존의 이진화 방법들 간의 영상의 정보 손실에 대한 

이진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영상들은 그

림 3과 같다.

(a) (b) 

(c) 

Fig. 3 Images for Experiment (a) Night Scenery (b) 
Lumber Scoliosis X-ray (c) Lipoma Ultrasound

그림 3과 같은 3개의 실험 영상에 대해 명암도 분포

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a)의 풍경 영상은 전반적으로 명암도 분포가 

좁게 분포되어 있어 명암 대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b)의 X-레이 영상과 그림 4 (c)의 지방종 

영상은 명암도 분포가 양봉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a)와 같은 풍경 영상에서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과 기존 이진화 방법 간의 실험결과는 그림 5와 같

다. 풍경 영상에서 평균 이진화 방법의 임계치는 27로 

계산되었고 최소 및 최대 평균값 이진화 방법에서는 임

계치가 94로 계산되었다. 기존의 퍼지 이진화의 임계 

구간은 [0, 108]로 계산되었고 _의 값은 0.5이다. 

제안된 퍼지 이진화의 _은 0.738로 계산되었고 

임계 구간은 [0, 123]로 설정되었다. 

그림 5 (a)와 같이 평균 이진화 방법은 건물과 배경간

의 명암 대비가 적어서 27과 같은 단일 임계치로 영상

을 이진화 하는 경우에는 건물 객체의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 및 최대 평균값 이진

화 방법은 임계치가 97로 설정되었고 건물과 배경의 명

(a) (b) 

(c) (d) 

Fig. 5 Binarization Results for Night Scenary Image (a) 
Average Binarization (b) Min-Max Avg. Binarization (c) 
Conventional Fuzzy Binarization (d) Proposed Fuzzy 
Binarization

(a) (b)

(c)

Fig. 4 Histograms for the Experimented Images (a) 
Night Scenery (b) Lumber Scoliosis X-ray (c) Lipoma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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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도가 모두 낮아 건물 영역의 정보가 모두 손실되어 

이진화 되었다. 그림 5 (c)와  같이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은 _의 값을 0.5로 설정하고 임계 구간을 이용

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퍼지 이진

화 방법은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하였다. 따

라서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은 명암도가 낮은 분포를 

모두 반영하지 않으므로 건물과 배경간의 명암도 차이

가 적은 부분의 정보들이 손실되었다. 그리고 _을 

정적으로 설정하므로 배경 명암도 구간에 건물의 명암

도 구간이 포함되므로 정보 손실이 더욱더 많은 발생한 

상태에서 이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 

(d)와 같이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는 배경과 건물

의 명암도 차이를 고려하여 _의 값을 동적으로 조

정하여 임계 구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건물과 같은 객

체들의 정보 손실이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이진화되었

다. 따라서 풍경 영상에서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이 

효율적으로 이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회전 변형으로 정면과 측면 모

두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기형 상태를 

띄는 질환으로 X-레이를 통해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형태를 가진 척추가 여러 요인들로 S자로 3차원적으로 

회전 변형되어 일어나는 질환이다. 따라서 척추측만증

을 분석할 경우에는 X-레이 영상에서 이진화를 수행하

여 1차적으로 턱점을 벗어나는지 분석하고 2차적으로

는 대칭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화의 결과가 중요하다[8]. 따라서 그림 3 (b)와 같은  

척추측만증 X-레이 영상은 양봉 형태가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영상을 이진화 하는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임

계치를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척추측

만증 X-레이 영상에서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과 기존 

이진화 방법들 간의 이진화 결과에서 정보 손실의 비교

가 중요하다. 

그림 6에서 평균 이진화 방법에서는 임계치가 65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최소 및 최대 평균값 이진화에서는 

임계치가 126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6 (a)와 같은 평균 

이진화에서는 전체 명암도 값을 적용한 전체 평균값을 

임계치로 설정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가진 배경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흰색과 흰색에 가까운 경계선이 모두 흰

색으로 이진화되어 경계 부분들이 많이 손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b)와 같은 최소 및 최대값 이진

화 방법은 명암도가 낮은 값과 명암도가 높은 값의 평

균값을 이용하여 이진화 하기 때문에 배경 부분인 검은

색 명암도가 적게 반영되어 평균 이진화 보다 경계선이 

비교적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퍼

지 이진화 방법은 _의 값을 0.5로 설정하여 이진

화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 임계 

구간은 [0, 159]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명암도가 높게 나

타나는 부분들의 정보가 손실된 상태로 그림 6 (c)와 같

이 이진화 되어 경계 부분들이 손실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이진화 방법에서는 최대 및 최소 명암도

의 평균값을 전체 명암도 평균값에 반영하여 _의 

값을 동적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_이 0.87로 설

정되었고 임계 구간은 [3, 240]로 설정되었다. 그림 6 

(d)와 같이 전체 명암도와 최소 및 최대 명암도를 모두 

사다리꼴 함수의 구간 설정에 반영하므로 배경과 객체

들 간의 미세한 명암도 차이를 구분 한 후에 소속 함수

의 구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다른 이진화 방법보다 높은 

명암도를 가진 경계선들이 비교적 정보 손실이 적은 상

태에서 이진화 되었다.

지방종은 지방 조직으로 구성된 양성종양이다. 보통 

허벅지, 팔과 같은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있는 피부 아

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9]. 지방종의 

(a) (b)

(c) (d) 

Fig. 6 Binarization Results for Lumber Scoliosis X-ray 
Image (a) Average Binarization (b) Min-Max Avg. 
Binarization (c) Conventional Fuzzy Binarization (d) 
Proposed Fuzzy Bi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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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는 초음파, MRI, CT로 확인할 수 있으며, MRI와 

CT는 해상도가 높으며 대조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

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초음파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파 이용하여 지방종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지방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진화 처리가 

중요하다. 

(a) (b)

(c) (d)

Fig. 7 Binarization Results for Lipoma Ultrasound Image
(a) Average Binarization (b) Min-Max Avg. Binarization 
(c) Conventional Fuzzy Binarization (d) Proposed Fuzzy 
Binarization

그림 3 (c)와 같은 지방종 초음파 영상은 그림 4(c)와 

같이 명암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

방종 영역은 검은색과 같이 낮은 명암도로 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7 (a)와 같이 평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적 지방종 영역이 효과적

으로 이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임계치는 43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지방종의 일부 경계선의 명암도와 

일부 배경의 명암도 차이가 적어 이진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종 영역에 가까이 있는 일부 배경 영역이 지방종 영

역으로 이진화 되어 지방종의 일부 경계선이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림 7 (b)와 같은 최소 및 최대 이

진화 방법은 지방종의 최소 명암도와 최대 명암도만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임계치로 적용하므로 임계치가 127

로 높게 나타나서 지방종과 같이 명암도가 낮은 객체들

은 모두 배경으로 이진화 되어 지방종 영역을 이진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

은 _ 값을 0.5로 설정하여 임계 구간을 계산하므로 

임계 구간이 [0, 149]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지방종 초

음파 영상에서 지방종 경계선의 명암도와 중간 값을 가

지는 지방종 이외의 명암도 및 지방종 내부 명암도가 모

두 검은색으로 이진화 되어 지방종 영역의 경계선 정보

가 대부분이 손실되었다. 그러나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

법에서는 _ 값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0.83으로 설

정되었고 임계 구간은 [0, 193]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7 

(d)에서와 같이 지방종의 형태가 비교적 정확히 이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종과 같은 초음파 영상에

서는 명암도 분포가 그림 4 (c)와 같이 일부 명암도 값으

로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에

서는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를 적용하므로 최대 명

암도와 최소 명암도 뿐만 아니라 최대_최소 평균값과 

전체 명암도 평균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고 _ 값을 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지방

종 경계 및 지방종 내부 영역과 배경 영역간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이진화하므로 지방종 영역이 기존의 

이진화 방법보다 정보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이진화 되

었다. 따라서 지방종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Ⅴ. 결  론

기존의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퍼지 이진

화 방법은 임계치 대신에 소속 함수에 _을 적용하

여 임계 구간을 설정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였다. 그러

나 명암 대비가 낮고 히스토그램 분포가 좁은 영상에서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객체 영

역 내의 일부 명암도의 소속도가 낮아져서 _을 적

용할 경우에 객체의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칭 기법과 같은 전

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에서 객체

의 정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후, 임계 구간을 설정하는데 적용

되는 _ 값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개선된 퍼지 이진

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의

료 영상을 포함한 명암 대비가 낮은 다양한 영상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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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실험한 결과, 명암 대비가 낮은 모든 실험 영상

에서 기존의 이진화 방법 및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

보다 정보 손실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이진

화 되어 정보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명암 대비가 높은 영상에서도 기존의 퍼지 이진화

보다 정보 손실이 적게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의료 영상 중에서 객체와 배경의 

명암 대비가 낮은 다양한 지방종 초음파 영상을 대상으

로 제안된 퍼지 이진화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할 것이고 

지방종 초음파 영상 분석에 필요한 지방종 영역을 추출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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