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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야간조명 영상에 대한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이진화 방법을 제안한다. 야간조명 영상의 대상은 조명

의 영향으로 초점이 맞지 않으며 식별이 불가능한 영상이다. 또한 영상은 명도 히스토그램에서 일부 영역에만 치우

친 명도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이진화 방법은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힘들다.
제안한 이진화 방법은 영상을 분할하는 방법과 영상 합병 방법을 사용한다. 단계별로 분할된 블록 내에서는 삼각

형 타입의 퍼지논리를 이용하여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소속도의 값이 0은 현 단계에서 이진화하며 소속도의 값이 1
은 다음 단계 이후에 이진화를 한다. 실험 결과는 검은색부분에 밀집된 명도 영역에서 정보손실이 최소화된 야간조

명 영상을 취득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binarization method that minimizes information loss for night illumination images. The object of 
the night illumination image is an image which is not focused due to the influence of illumination and is not identifiable. 
Also, the image has a brightness area in only a part of the brightness histogram. So the existing simple binarization 
method is hard to get good results.

The proposed binarization method uses image segmentation method and image merging method. In the stepwise divided 
blocks, we divide into two regions using the triangular type of fuzzy logic. The value 0 of the membership degree is 
binarized at the present step, and the value of the membership degree 1 is binarized after the next step.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night illumination images with minimal loss of information can be obtained in a dark area brightnes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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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연구목표는 야간조명 입력 

영상에 대한 정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진화 영상

의 취득 방법을 제시하고 취득한 이진화 영상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손실이 적은 결과 영상

은 여러 인식분야에서 세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이진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균, 모드, 오쯔 

등과 같은 전역 이진화는 명도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임계치를 구하는 방법[1-2]이며 적응적 이진화 방법은 

영상을 분할하여 각 블록 단위로 이진화를 하는 방법이

다[3-4]. 또한 퍼지 이진화 방법은 삼각형, 사다리꼴 등

과 같은 모양의 형태를 퍼지 논리에 적용하여 두 개의 

임계치를 생성하여 구하는 방법[4-7]이다. 또한 위의 방

법을 혼합한 혼합형 방법[8-10] 등이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전역적인 방법은 

하나의 임계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영상의 세

밀함이 떨어진다. 또한 적응적 이진화는 부분적인 세밀

함은 뛰어나지만 전체 영상에서 부조화를 이룬다. 마지

막으로 퍼지 이진화는 히스토그램에서 특정한 스펙트

럼을 형성한 경우는 뛰어난 영상을 생성하지만 범용적

인 방법으로는 부족한 면을 나타낸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분명이 존재하며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여 단

점을 보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

법에서는 각 방법의 장점을 뽑아서 단계별로 이진화를 

하는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야간 조명 영상은 영상 취득과정에서 조명의 영

향 또는 영상 입력 장치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기인하여 

원본 영상의 화질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Fig. 1 Image Histogram

그림 1은 야간 조명에서 취득한 영상을 히스토그램

으로 분석한 것이며 히스토그램에서 특정한 명도 영역

에 대다수의 화소들이 몰려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식별이 불가능한 야간 조명 

영상에 대하여 변환된 이진영상에서는 뚜렷하게 객체

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손실이 적은 개선된 이진화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야간조명 영상 분할 방법

기존의 대다수의 이진화 방법은 블록의 개수를 정적

으로 설정하여 수행한다. 즉 4×4, 8×8등과 같이 M×N개

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 블록마다 임계치를 설정하는 

정적 블록 설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제안하는 방

법에서는 블록 개수를 정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계별

로 블록의 개수를 달리 설정하여 이진화를 진행한다. 또
한 이전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며 영상의 블

록 분할을 재설정하고 하나의 블록 내부에서는 퍼지논

리를 이용하여 이진화를 진행한다.
제안 방법은 단계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

하는데 Step1 ~ Step4까지는 영상 분할 방법을 이용하며 

Step5 ~ Step8까지는 영상의 합병 방법을 이용한다. 영
상분할 방법을 이용하는 Step 1에서는 1×1개의 블록으

로 분할하고, Step 2에서는 2×2개, Step 3에서는 3×3개, 
Step 4에서는 4×4개의 블록을 설정한다. 또한 영상 합병 

방법을 이용하는 Step 5에서는 3×3개, Step 6에서는 2×2
개, Step 7에서는 1×1개의 블록으로 설정한다.

Fig. 2 Image Divide․Merger process

그림 2는 영상의 분할과 합병을 표현한 것이다. step1
에서 step4까지의 분할된 영상의 총 개수는 1, 4, 9, 16개
이며 Step 5에서 step 7까지의 분할된 영상의 총 개수는 

9, 4, 1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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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1)

식 (1)에서 은 분할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은 1, 2, 3, ..., 6, 7까지의 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는 

영상의 분할된 총 개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Step 2

는 의 값이 2이고   
  수식에 적용을 받

아 영상 분할된 개수( )는 22 으로 총 4개 분할된 영

상을 가지게 된다.   
 의 수식을 적용받는 단

계는 step1 ~ step4까지이며   
수식에 

적용받는 단계는 step5 ~ step7이다.
제안 방법에서 분할 방법의 원칙은 가로·세로의 개수

를 홀수개수와 짝수개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영상 분할 과장에서 경계선의 위치가 단계 진행 

과정에서 항상 다른 위치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할경계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적응이진화의 단점인 

경계선이 뚜렷하게 표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으

며 더불어 자연스러운 전체 영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 객

체의 연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객체의 전체윤

곽이 파악되어 객체의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Ⅲ. 야간조명 영상의 단계별 이진화 방법

제안 방법에서는 단계별 블록 내부의 대상 화소를 명

확한 영역과 모호한 영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위해 퍼지

논리를 이용한다. 여기서 명확한 영역은 각 블록 내부의 

각 평균 임계치와 차이가 커서 명확히 이진화 할 수 있

는 화소들이 속해 있는 명도 영역을 의미하며 모호한 영

역은 각 블록 내부의 각 평균 임계치와 차이가 작아 이

진화하기에 모호한 명도 영역을 의미한다.
단계별로 명확한 영역과 모호한 영역으로 구분하는 

논리는 퍼지논리의 삼각형 타입을 이용한다. 그리고 두 

영역을 분류 기준은 소속도() 값에 따라 구분한다. 

즉 삼각형 타입의 소속도의 값이 보다 큰 값을 

가지는 삼각형의 위쪽 영역은 모호함 영역이며 삼각형 

타입의 소속도의 값이 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삼

각형의 아래쪽 영역은 명확한 영역으로 분류한다. 
각 블록에서 두 영역으로 분류 과정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각 블록마다 최소 명도( )는 가장 어

두운 화소의 명도, 최대 명도()는 가장 밝은 화소의 

명도, 두 값을 이용하여 평균 명도()을 계산한다.

 ×



 




 



 (2)

식 (2)에서 은 블록의 가로 너비이고, 은 블록의 

세로 너비를 의미한다. 계산된 최소 명도, 평균 명도, 최
대 명도를 퍼지논리의 삼각형 타입의 퍼지 영역으로 설

정한다. 각 블록의 최소 명도는 삼각형의 좌측 꼭지점 

으로 설정, 블록의 최대 명도는 삼각형의 우측 꼭지

점 로 설정, 블록의 평균 명도는 삼각형의 중앙 꼭

지점 로 설정한다. 또한 퍼지논리의 삼각형 타입에

서 소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을 기준으로 삼각

형의 좌측 거리 과 삼각형 우측 거리 을 계산한다. 

이는 식 (3)과 같다.

          (3)

위의 수식을 종합해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Fig. 3 Application inTtriangles

각 블록에서 [, ] 영역의 에 대하여 소속도

의 값을 구한다.

if  ≥     

  

     i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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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을 적용하면, 소속도() 값은 실수의 값을 가

지며 의 값에 따라서 식 (5)을 이용하여 소속도

의 최종 값이 결정된다.

if   ≥     

     if    (5) 

소속도 값이 0은 명확한 명도 영역으로 현재 단계에

서 이진화를 한다. 또한 1은 모호한 명도 영역이며 다음 

단계로 대상픽셀의 정보를 전달하고 다음 단계 이후의 

단계에서 이진화를 한다. 각 블록마다 이진화를 하는 기

준은 식 (6)을 이용하여 대상 픽셀을 흑과 백으로 구분

한다.

if     ×    

if    ×     (6)

식 (6)에서 
는 대상픽셀을 의미하며 

   
흑,     백을 의미한다.

Fig. 4 Processing Area of Triangle

그림 4는 그래프 상에서 삼각형 영역의 처리과정을 

나타난 것으로, 소속도의 값은 을 기준으로 아래 

영역은 0의 소속도 값, 위쪽 영역은 1의 소속도 값을 가

진다. 소속도의 값이 1인 영역은 대상 픽셀을 이진화하

기에는 모호한 영역으로 다음 이후의 단계에서 대상픽

셀의 이진화를 진행하는 영역이다. 더불어 소속도의 값

이 0으로 나온 영역은 대상 픽셀을 이진화하기에 명확

한 영역으로 판정한다. 또한 이 영역은 삼각형에서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삼각형의 왼쪽 모서리 부분

과 삼각형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다. 삼각형의 왼쪽 모

서리 부분은 대상픽셀의 이진화 처리과정에서 흑으로 

변환하며 오른쪽 모서리 부분은 대상픽셀의 이진화 처

리과정에서 백으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그림 4에서 나

타난 것과 같이 소속도의 값이 0, 1로 결정이 되는 여부

에 따라 현 단계에서 처리 여부와 다음 단계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된다.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을 통해 Step 1 ~ Step 6까지 처

리한다. 최종 단계 Step 7에서는 대상 픽셀이 이진화되

지 않는 화소들만 이진화를 진행한다. 만약 의 

값이 0.5일 경우, 이진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결정 화

소는 평균 1% 정도가 되며 아래의 수식을 통해 마지막 

이진화 과정을 처리한다.

  


 




 



  


 (7)

식 (7)에서 M은 영상의 가로크기, N은 영상의 세로크

기를 의미하고, 는 모든 화소에 대한 명도의 합을 

의미한다.

Ⅳ. 영상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제안한 방법은 실험은 Intel Core i5 CPU와 4GB 
RAM 사양의 Windows10의 OS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7에 포함되어 있는 Visual C#으로 구현되었다.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한 예로써, 야간조명에 의

한 객체의 식별이 어려운 컬러 영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상 다양성을 위하여 사람, 고양이, 문자 영상을 실험

의 대상으로 하였다.

(a) Person (b) Cat (c) Restaurant

Fig. 5 Original Image for Experiment

그림 5는 실험 대상이 되는 원본영상이며 Person 영
상은 야간조명의 영향으로 초점이 맞지 않아 흐려져 있

으며, Cat, Restaurant 영상도 역시 조명의 영향으로 객

체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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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olution Min.B. Max.B. Avg.B.

Person 640×480 0 220 36

Cat 999×1016 0 108 5

Restaurant 1024×498 0 114 6

Table. 1 Data for the Original Image

표 1은 실험 영상의 해상도(Resolution), 최소명도

(Min. B.), 최대명도(Max. B.), 평균명도(Avg. B.)를 나

타낸 것으로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평균명도의 수치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1. 단계별 실험 영상

(a) Step 1 (b) Step 2 (c) Step 3

(d) Step 4 (e) Step 5 (f) Step 6

Fig. 6 Step-by-step Image

제안 방법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단계별 이진화를 실

험하였으며, 그림 6은 Person영상에 대한 단계별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은 0.4 설정하였으며 현 

단계에서 이진화를 하지 않은 화소는 검은색으로 설정

하였다. 그림 6의 Step 1에서 이진화가 진행된 화소의 

비율은 29%라는 낮은 비율이 나왔다. 그 이유는 Person
영상의 명도 영역이 0 ~ 220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지

만 명도의 대다수는 0(흑)근처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tep 1 단계에서는 대다수의 화소

들이 소속도의 값이 1에 해당되어 현 단계에서는 이진

화를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Step 2 진
행률은 56%나왔으며 서서히 사람의 윤곽이 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Step 2 ~ Step 6까지는 검은색으로 설정된 

부분이 흰색으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의 윤

곽도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실험 결과 영상

실험 결과 영상은 전역 이진화 방법에서 가장 좋은 성

능을 나타내는 Otsu 이진화[1], 적응 이진화에서 대표적

인 Bernsen 이진화[3], 삼각형 타입으로 구현하는 퍼지 

이진화[5-7]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a)Otsu (b) Iterative

(c) Fuzzy (d) Proposed Image

Fig. 7 Experiment Result of Person Image

그림 7의 Person 영상 실험결과는 Otsu 이진화(a)의 

임계치가 64가 나왔으며 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

고 적응 이진화 방법(b)은 4x4영상으로 분할하여 실험

을 하였으며 분할한 경계선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대상 식별에는 부족함을 느낀다. 퍼지 이진화 방법(c)은 

값을 0.4로 주었으며 대체적으로 얼굴 윤곽은 표

시 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얼굴의 정보는 식별이 되지 않

는 상태이다. 제안 방법(d)의 영상은 얼굴에 안경 착용 

여부와 이목구비가 대체적으로 보여 원본에서 정보 손

실이 최소한 된 영상으로 판단된다.

(a) Otsu (b) Iterative

(c) Fuzzy (d) Proposed Image

Fig. 8 Experiment Result of Cat Image

그림 8의 Cat 영상은 Otsu이진화(a)의 임계치는 8이 

나왔으며 검은색의 부분이 많아 대상을 식별할 수 어려

운 결과로 나왔다. 또한 적응 이진화 방법(b)은 분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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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대상 객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는 힘든 결과가 나왔다. 퍼지 이진화 방

법과 제안 방법은 값을 0.5로 주어 실험하였다. 
제안 방법의 영상(d)은 대상 객체의 전체 윤곽과 세부적

인 표현이 잘 나온 결과를 나왔다.

(a)Otsu (b) Iterative

(c) Fuzzy (d) Proposed Image

Fig. 9 Experiment Result of Restaurant Image

그림 9의 영상은 단순한 글자가 있는 영상이다. 임계

치는 27이 나온 Otsu 이진화(a) 방법과 4x4영상으로 분

할한 적응 이진화 방법(b)은 앞 부분의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퍼지 이진화 방법과 제안 방법은 

값을 0.5로 주어 실험하였고 제안한 방법(d)에서 

가장 뚜렷한 결과를 나타났다.

4.3. 실험 영상 분석

(a) Person Histogram (b) Cat Histogram

Fig. 10 Histogram of the Original Image

그림 10은 제안 방법을 히스토그램 차원에서 비교 분

석하기 위해 나타내었다. Person 영상과 Cat 영상의 히

스토그램은 검은색 영역에 화소들의 명도가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erson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원본 영상은 복잡한 영상처럼 보이지만 히

스토그램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영상으로 대다수의 화

소가 검은색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Step 1 (b) Step 2

Fig. 11 Triangle Shape by Step

그림 11은 Cat 영상의 Step 1과 Step 2의 퍼지논리의 

삼각형 타입을 표현한 그림이다. Step 1보다 Step 2에서 

뾰족한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 방법은 변

화 스펙트럼이 적은 곳에서도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 방법은 스펙트럼의 변화가 심한 영상에서 특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스펙트럼의 변화가 심하지 않

는 야간 조명의 Person, Cat영상에서도 정보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야간 조명 영상은 영상 취득과정에서 조명의 영향이

나 영상 입력 장치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하여 원본 영

상의 화질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영상은 히스토

그램에서 특정한 명도 영역에 대다수의 화소들이 몰려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를 기존의 이진화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발생하여 개선된 이진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이진화 방법은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계는 Step 1 ~ Step 7까지 진행되며 Step 1 
~ Step 4까지는 영상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Step 
5 ~ Step 7까지는 블록 합병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상의 

단계적 분할은 M2×N2(M=N= 1, 2, 3, 4)이루어 지며 단

계적 합병은 M2×N2(M=N= 3, 2, 1)로 이루어진다.
단계별로 분할된 블록 내에서는 삼각형 타입의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두 영역은 소속

도()의 값이 을 기준으로 0, 1의 값으로 결정

이 된다. 소속도의 값이 1인 명도 영역은 현 단계에서 이

진화를 하지 않는 모호한 영역으로 설정하며 현 단계까

지의 정보를 취합하여 다음 단계로 넘겨주어 다음 단계 

이후에 이진화를 한다. 또한 소속도의 값이 0인 명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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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현 단계의 블록 내부마다 각각 흑과 백으로 이진화

를 한다. 최종 Step 7에서는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진화 되지 않는 화소를 대상으로 전역 이진화 방법을 이

용하여 최종 이진화를 한다.
영상 다양성을 고려한 실험은 다양한 대상 객체가 있

는 영상을 선정하였으며 야간 조명의 영향으로 초점이 

맞지 않아 흐려진 영상과 식별이 불가능한 영상을 대상

으로 하였다. 영상 실험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Otsu, 적
응적, 퍼지,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야간조명 영

상을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히스토그램이 단순한 영상

에서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표현이 세밀하였으며 

히스토그램이 복잡하면서 색상 스펙트럼의 변화가 심한 

영상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었다. 야간 조명 영상

의 특징은 명도 히스토그램이 일방적으로 한 영역에 치

우쳐있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은 이러한 좁은 영역에 아

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진화로 표현되어 기존의 방법보다

는 정보손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손

실이 작은 이진 영상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분야

에서 두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의 단점은 단순한 기존의 이진화 방법보다 

여러 이론을 접목하여 알고리즘이 복잡하며 복잡한 처

리과정으로 인하여 수행시간은 기존 이진화 방법보다

는 길게 나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의 발전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는 제안 방법보다 더 단순한 최

적화된 처리과정을 연구할 것이며 야간 조명 영상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이진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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