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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반려견의 백내장 영역 자동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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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반려견의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병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면 수술을 해야 하거나 실명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RT2 기반 반려견 백내장 추출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FCM(Fuzzy 
C_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백내장 의심 영역을 자동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핸드폰 등 간편

하게 촬영된 반려견의 안구 영상에 퍼지 스트레칭 기법과 Max-Min 기반 평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후보 영역을 

이진화한다. 그리고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한 후에 양자화 된 영역에서 밝기 평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다. 이 두 방법으로 이진화된 영상 (Max-Min 기반과 밝기 평균 이진화)을 AND로 연산한 후 잡음을 제거하여 백내장 

의심 영역으로 추출한다. 기존의 ART2 방식의 백내장 추출 방법과 제안된 백내장 추출 방법을 45개의 백내장 영상

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백내장 추출 방법보다 백내장 추출률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Canine cataract is developed with aging and can cause the blindness or surgical treatment if not treated time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xtracting cataract suspicious areas automatically with FCM(Fuzzy C_Means) algorithm 
to overcome the weakness of previously attempted ART2 based method. The proposed method applies the fuzzy stretching 
technique and the Max-Min based average binarization technique to the dog eye images photographed by simp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fter applying the FCM algorithm in quantization, we apply the brightness average binarization 
method in the quantized region. The two binarization images - Max-Min basis and brightness average binarization - are 
ANDed, and small noises are removed to extract the final cataract suspicious areas. In the experiment with 45 dog eye 
images with canine cataract, the proposed method shows better performance in correct extraction rate than the ART2 
ba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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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고민 중의 하나는 동물들

이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내는 신호를 제 

때에 감지하지 못해 병을 키우기 쉽다는 점이다[1]. 따
라서 대부분 특별히 위중한 경우가 아니면 동물병원의 

정기 검사 방문 때 병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 뿐 아니라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백내장 증상이 

나타난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단백질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안구의 빛 

통과를 막아 망막에 초점이 맺히지 못하게 하며, 결국 

수정체의 렌즈가 흐려지므로 시력이 상하게 된다. 최악

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지게 한다.
노화와 유전과 같이 자연적인 발생을 제외한 반려견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외상, 당뇨로 분류할 수 있다. 외
상으로 인한 발병의 주원인은 눈의 상처 및 손상이고, 
당뇨는 칼슘의 순환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발병한다[2]. 

백내장이 발병한 애견의 안구는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이므로 여기저기 부딪치고 다닌다. 그래서 2
차적인 외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안구에 외

상을 입는다면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보호자가 애견이 

먹이를 먹는 상태, 걸음걸이를 보고 초기에 발견한다면 

치료가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기 이상

의 상태에서 흔히 발견된다. 중기 이후의 경우라면 궤

양, 포도막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며, 치료비용이 

비싸서 수술을 미루다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3]. 
이전 연구[4]에서는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백

내장 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ART2을 적용할 경우

에는 경계 변수의 설정에 따라 양자화 결과가 달라지고 

백내장 영역이 정확히 추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그리고 ART2의 연결 가중치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모든 입력 패턴의 평균값을 적용하므로 반려견의 털과 

그 이외의 객체의 명암도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백내장 

영역과 주변의 털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어 제대

로 백내장 영역을 추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ART2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FCM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FCM 알고리즘은 초기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한다. 따라서 ART2 알고리즘이 경계 변수의 설정

에 따라 동적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험 영

상마다 생성된 클러스터의 수가 달라지고 같은 영역이 

다른 영역의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FCM은 정해진 클러스터에서 무게 중심을 기반으로 소

속도를 이용하여 객체를 분류하기 때문에 ART2 알고리

즘 보다는 객관적으로 반려견의 백내장 영역을 분류할 

수 있다.

Ⅱ.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한 명암 대비 
강조 

본 논문에서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

을 획득한다. 획득한 영상은 픽셀 값이 불균일하여 잡음

이 존재하므로 ROI 영역을 이용하여 안구 영역을 추출

한다. 안구의 백내장 경계 부분을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 

퍼지 스트레칭 기법[5]을 적용하여 명암 대비를 강조한

다. ROI 영역에서 명암도를   로 정의하고, 이 값을 이

용하여 평균 명암도  를 식(1)과 같이 계산한다. 

  
  

×

 ××




식(1)에서 구한 평균 명암도를 기준으로 가장 명암도

가 가장 작은 값과 명암도가 가장 큰 값의 거리를 식(2)
와 같이 계산한다.

max      min    

식(2)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명암도의 조정률()을 

식(3)과 같이 구한다.

if  ≻  

 if  ≤min    min

 if  ≤max    max

   



식 (3)에서 구한 명암도 조정률을 이용하여 소속 함수

에 적용할 최소 명암도와 최대 명암도를 식(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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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max    

min    

 

min  max



따라서 명암 대비를 강조하기 위한 적용되는 퍼지 스

트레칭의 삼각형 소속 함수는 그림 1과 같다.

Fig. 1 Fuzzy Membership Function for Stretching

그림 1과 같은 소속 함수에서 구한 소속도에 을 

적용하여 하한( )와 상한(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if min ≠  min max

   

을 기반으로 퍼지 스트레칭이 적용된 ROI 영상

에서   이상의 소속도를 가진 픽셀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상한, 가장 낮은 값을 하한로 설정하

고, 식(5)와 같은 수식에 적용하여 명암 대비를 강조한

다. 그림 2는 퍼지 스트레칭을 적용하여 명암 대비를 강

조한 ROI 영상이다.

 

 
× (5)

Ⅲ. FCM 기반 양자화를 이용한 반려견 백내장 
영역 추출

기존의 백내장 추출 방법에서는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한 후에 백내장 영역을 추출하였다. 그
러나 ART2 알고리즘은 경계 변수의 설정에 따라 클러

스터의 수가 달라지거나 분류 성능의 저하되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에서 획

득된 백내장 영상은 명암도가 영상마다 불규칙하게 분

포되어 있기 때문에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

하는 과정에서 백내장 영역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분

할되어 분류되거나 백내장 영역의 일부가 다른 클러스

터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백내장 영역을 정확히 양

자화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계 변수의 설정에 민감한 ART2 알고리즘 보다 클러

스터의 개수를 정적으로 설정하고 백내장 영역을 소속

도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는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백내장 후보 영역을 양자화 한다[6]. FCM 알
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Fig. 3 FCM Algorithm

그림 4는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한 결과

이고 그림 5는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한 결

과이다. 

(a) Dog Eye Image (b) After Fuzzy Stretching
Fig. 2 The Effect of Fuzzy Str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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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zzy Stretched Image (b) After ART2 based 
Quantization 

Fig. 4 The Effect of ART2 Quantization

(a) Fuzzy Stretched Image (b) After FCM based 
Quantization 

Fig. 5 The Effect of FCM Quantization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 분석하면 그림 4(a)와 같이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할 경우에는 백내장

의 중심 영역에서 떨어져 있는 백내장 부위가 다른 영역

으로 양자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림 5(b)와 같

이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자화할 경우에는 백내

장의 경계 부분이 같은 백내장 영역으로 양자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CM 알고리즘은 각 클러스

터의 소속도를 기반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부 실험 영

상에서 2개 이상의 클러스터에서 소속도가 높게 나타나

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백내장의 후보 영역이 정확히 추

출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7]. 따라서 백내장 영

역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Max-Min 
기반 이진화가 된 영상과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양

자화한 후에 밝기 평균 이진화를 적용하여 이진화된 영

상을 AND 연산한다[8]. 백내장 영역이 밝은 명암도를 

가진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양자화된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밝은 명암도에 대한 소속도가 높은 클러스터를 백

내장 후보 영역으로 분류한다. 백내장 후보 영역에서 

Max-Min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이진화 된 영역과 

FCM을 적용하여 양자화된 영역에 밝기 평균 이진화 방

법을 적용하여 이진화된 영역 간에 AND 연산을 수행 

한 후, 이진화 값이 같은 영역을 백내장 영역으로 추출

한다. 

그림 6은 FCM을 적용하여 양자화한 후에 밝기 평균 

이진화 방법으로 이진화된 영상을 Max-Min 기반 이진

화 방법으로 이진화된 영상과의 AND 연산을 수행한 후

에 침식, 팽창 기법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백내장

을 추출한 결과이다. 

(a) Average Binarization
after FCM Quantization

(b) Max-Min based 
Binarization

(c) ANDed (d) Extraction of Cataract Area

Fig. 6 Cataract Area Extraction with AND optation of 
two Binarizations

그림 7에서 그림 7(a)는 정상 안구 영역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정상 안구(파랑)로 추출한 경우이다. 그림 7(b)
는 그림 7(a)에 대한 정상 안구의 차트를 시각화한 것이

고 그림 7(c)는 제안된 방법으로 백내장 영역을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7(d)의 그래프는 실험 애견 모든 영상에 

대해서 백내장의 확정 영역(빨강)이고 노란색은 백내장

이 진행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파랑색은 정상 안구 영역

을 나타낸 것이다.

(a) Normal Eye (b) Visualiz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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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백내장을 추출하기 위해 Intel(R) 
Core(TM) i7-4700HQ CPU @ 2.40GHz 와 8GB RAM
이 장착된 PC상에서 Visual Studio 2015 C#으로 구현하

여 실험하였고, 구현한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Fig. 8 Software Snapshot for Canine Cataract Extraction

그림 9는 제안된 방법으로 반려견 영상에서 백내장 

객체를 추출한 결과이다.

표 1은 기존의 백내장 추출 방법[4]과 제안된 백내장 

추출 방법 간의 추출 개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vious ART2 
based Method and the Proposd Method in Successful 
Extraction Rate

Previous[4] Proposed

# of 
Successes 36 / 45 41 / 45

(a) ART2 (b) Proposed

(c) Art2 (d) Proposed
Fig. 10 Visual Comparison of the Previous[4] and the 
Proposed Method

그림 10은 기존의 방법에서 백내장이 부정확하게 추

출된 경우에 대해 제안된 방법에서 백내장 영역이 비교

적 정확히 추출된 경우를 나타내었다. 그림 10의 (a)는 

(c) Late Stage Cataract (d) Visualization of (c)

Fig. 7 Cataract Analysis by Visualization

(a) Successful Extraction (b) Successful Extraction

(c) Successful Extraction (d) Successful Extraction

(e) Normal Eye Case (f) Normal Eye Case

Fig. 9 Cataract Extractions and Normal Ey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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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백내장 영역과 애견의 흰털

영역이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되어 백내장 영역이 추출

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 원인은 경계 변수에 따라 양자

화가 부정확하게 되어 백내장 후보 영역을 이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제안된 방법에서는 FCM 알고리즘을 이용하므로 무

게 중심을 기반으로 객체들을 양자화하였다. 따라서 백

내장의 대표 값은 무게 중심 값으로 설정되었다. 설정된 

무게 중심 값을 중심으로 거리 값을 이용하여 소속도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소속도를 기반으로 양자화되기 때

문에 백내장의 일부 영역이 다른 클러스터로 분류되어

도 소속도가 높은 영역이 백내장의 영역을 대부분 포함

하고 있어 이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적게 발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0(c)와 같이 기존의 방

법에서는 백내장의 영역이 부정확하게 추출된 경우에 

대해 제안된 방법에서는 그림 10(d)와 같이 비교적 정확

히 백내장 영역이 추출되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명암도가 다양한 일반 디지털 카메라

로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ROI 영역을 추출하였다. 
ROI 영역이 추출된 영상에서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객관적으로 백내장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계 변

수의 설정에 따라 양자화 결과가 달라지거나 백내장의 

영역이 애견의 흰색 털과 같은 영역으로 클러스터링되

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백내장의 영역이 추출되지 않거

나 일부 영역만이 추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에서는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여 명

암 대비를 강조한 후에 ROI 영역에서 FC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ROI 영역을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결과를 기

반으로 평균 이진화 방법에 적용하여 백내장 후보 영역

의 정보가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평균 

이진화가 적용된 ROI 영역을 Max-Min 이진화 기법이 

적용된 ROI 영역과 AND 연산을 수행하여 잡음을 제거

하고 백내장 영역을 추출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백내장의 안구 상태가 초기, 중기, 

말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의사 전

문의와 함께 제안된 방법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고 백내장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수의사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와 일치시킬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Deep FCM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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