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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진 영상은 모양, 위치, 수, 정보 등 원본 영상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식이나 분할에 적합하게 변화된 단

순한 흑백영상이다. 영상의 이진화 처리는 영상처리 분야에서 문자인식, 영상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서 배경

과 물체를 구분하는 영상분할을 위한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퍼지 이진화는 영상에 대한 임계값을 원본 영상의 

가장 밝은 픽셀과 가장 어두운 픽셀의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이를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에 적용하여 영상을 이진

화 한다. 그러나 퍼지 이진화는 영상의 배경과 물체의 밝기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진화가 효과적이지만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함수 구간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없어 이진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클러스터의 중심 값을 구한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 값에 해당하는 명암도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이 평균값을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 소속 함수 구간의 중간 

값으로 설정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다양한 영상에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보다 정보 손실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computer vision research, binarization procedure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tools to discriminate target 
objects from background in grey level binary image. Fuzzy binarization is a  reliable technique in environment with 
high uncertainty such as medical image analysis by setting the threshold as the average of minimum and maximum 
brightness with triangle type fuzzy membership function. However, this technique is also known as contrast sensitive 
method thus its discrimination power is not so great when the image has low contrast difference between objects and 
backgrounds and suffer from information loss as a result.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uzzy binarization using 
ART2 algorithm to handle such low contrast image analysis. Proposed ART2 algorithm is applied to determine the 
medium point of membership function in the fuzzy binarization paradigm. The proposed methods shows low 
information loss rate in our experiment.

키워드 : 임계값, 소속 함수, ART2, 퍼지 이진화

Key word : Threshold, Membership function, ART2, Fuzzy bi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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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진 영상(binary image)은 모양, 위치, 수 정보등 원 

영상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식이나 분할에 적

합하게 변화된 단순한 흑백 영상이다. 영상 이진화

(image binarization)처리는 영상처리 분야에서 문자인

식, 영상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서 배경과 물체

를 구분하는 영상 분할(segmentation)을 위한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이진 영상을 사용하는 영상처리 응용

에서 임계치(threshold) 결정은 처리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이진화 알고리즘은 임계치

를 결정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밝기 분포

를 분석한다[1]. 
배경과 물체의 명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분할을 위해 

양봉(bimodal)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최적의 임계

치를 찾기 위해 히스토그램 골짜기(valley)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양호한 임계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배
경과 물체의 밝기 차이가 크지 않거나 밝기 분포가 양

봉 특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히스토그램 분석만으로 적

절한 임계치를 얻기 어렵다[2]. 
일반적으로 한 영상에서는 넓은 영역에 걸쳐 명암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유형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스케치 특징점 유무를 판별하는 임계치의 결정에

는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또한 각 화소가 가지는 명

암 값은 퍼지 단함수(fuzzy singleton)로 볼 수 있으며, 
임계치 결정을 위한 처리과정 또한 부정확성과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3,4]. 따라서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불확

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퍼지 이진화 방법

이 제안되었다[5]. 
퍼지 이진화 방법은 원본 영상의 가장 밝은 픽셀과 

가장 어두운 픽셀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에 적용한 후,  값을 기준으로 영상을 

이진화 하였다. 그러나 퍼지 이진화 기법은 영상을 이

진화 하는 과정에서 소속 함수의 구간과 의 설정

에 따라 이진화의 효율성이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사한 칼라 정보들을 클

러스터링 한 후, 각 클러스터링의 대표 칼라 값의 평균

을 삼각형 형태의 소속 함수의 중간 값으로 설정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ART2 알고리즘은 경계 변수 설정에 따라 클러스터

의 수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경계 변수를 작게 설정

하면 입력 패턴과 저장 패턴 사이에 약간의 차이만 있

어도 서로 다른 패턴으로 분류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

를 생성하여 불필요한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경계 변수를 크게 설정하면 서로 다른 패턴들을 

같은 패턴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경계 변수의 설정에 

따라 학습과 인식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

습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6]. 이러한 경계 변수는 반복

적인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RT2 알고리즘의 경계 변수

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전 가중치와 현재 가중

치의 평균값을 경계 변수로 설정한다. 경계 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식(1)에서 


 는 승자 클러스터로 선정된 j번째 클러

스터의 가중치이다. 여기서 는 현재 가중치이고 

는 이전 가중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적용된 ART2 알고리즘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2는 2개의 영상에 대해 기존의 ART2와 식(1)을 

이용하여 경계 변수를 동적으로 조정한 ART2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양자화 한 결과이다.
그림 2의 (b)와 같이 기존의 ART2를 적용하여 유사

한 화소들을 클러스터링 할 경우에는 배경과 객체가 명

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기존

의 ART2에서는 경계 변수를 경험적으로 설정하기 때

문에 클러스터링의 반경이 모두 같게 적용되어 유사한 

화소들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경계 변수

를 동적으로 조정한 ART2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 클러

스터의 반경의 크기가 모두 다르게 적용되므로 그림 2
의 (c)와 같이 배경과 객체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로 양

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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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T2 학습 알고리즘

Fig. 1 ART2 Learning Algorithm

(a) (b) (c) 

그림 2. ART2 기반 양자화 결과 (a) 원본영상 (b) 기존의 

ART2 (c) 동적 경계 변수 기반 ART2
Fig. 2 Quantization Results by ART2-based Method (a) 
Original image (b) Conventional ART2 (c) ART2 with 
dynamic boundary variabl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계 변수를 동적으로 조정하

는 ART2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각 클러스터의 중심값

들의 평균값을 삼각형 형태의 소속 함수의 중간 값으로 

설정한다. 중간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식(2)에서 는 경계 변수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ART2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이고 은 생성된 

클러스터의 수이다. 이 중간 값을 퍼지 이진화 방법에

서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 구간의 중간 값으로 설정

한다. 을 이용하여 어두운 영역의 거리값(min )과 

밝은 영역의 거리 값(max)을 계산한다.          

max  
min 

 (3)

여기서 은 입력된 영상의 가장 어두운 픽셀값이고 

은 가장 밝은 픽셀 값이다. min과 max을 다음 규

칙에 적용하여 밝기의 조정률()을 구한다.

i f min      
  

i f min    
  min
i f max    
  max

밝기 조정률 α값을 이용하여 최대 밝기값(max)과 

최소 밝기값(min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ax 
min 

 (4)

계산된 최대 밝기값(max)과 최소 밝기값(min )을 삼

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에 적용한다. 구간은 [minmax]
를 가진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는  그림 3과 같다. 소
속 함수에서 소속도가 1이 되기 위한 중간 밝기 값()

은 ART2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각 클러스터의 중심값

들의 평균 값()으로 한다. 따라서 구간 [minmax]에 

대한 소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f  ≦ min  or  ≧ max     
i f      max

max

i f       min 
min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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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함수에서 구해진 소속도()에  을 

적용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여기서 α값을 0.5로 설

정한다. 따라서 소속도가 0.5이상이면 영상의 화소 값

을 0으로 정의하고 0.5미만이면 화소 값을 255로 설정

하여 영상을 이진화 한다. 

1

min 

0.5

max

μ(x)





그림 3. 소속 함수의 예

Fig. 3 Example Membership Function

Ⅲ.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 환경은 Intel i7-2630QM 2.00GHz CPU와 4.0 
GB RAM이 장착된 PC상에서 Visual Studio 2010 (C#)
으로 구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1024×768 크
기의 컬러 해파리 영상, 1024×768 크기의 컬러 사막 영

상, 945×416 크기의 컬러 지폐 영상, 769×510 크기의 

컬러 스핑크스 영상이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그림 4
와 같다.

(a) (b)

(c) (d)

그림 4. 실험 영상 (a) 해파리 영상 (b) 사막 영상 (c) 지폐 영상 

(d) 스핑크스 영상

Fig. 4 Example Images in Experiment (a) Jellyfish (b) 
Desert (c) Bill (d) Sphinx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

법，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을 비교하였다. 
기존의 퍼지 이진화 방법을 적용한 결과, 해파리 영

상에서 임계치는 55이고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 구간

minmax 은 [0,242]로 설정되었다. 을 0.5로 적

용한 구간은 [3,110]이다.  사막 영상에서 임계치는 106
이고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 구간 minmax 은 [0,244]

로 설정되었고  을 0.5로 적용한 구간은 [35,212]
이다. 지폐 영상에서 임계치는 135이고  최대 밝기와 최

소 밝기 구간 minmax 은 [0,242]로 설정되었고 

 을 0.5로 적용한 구간은 [50,220]이다. 스핑크

스 영상에서 임계치는 162이고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 

구간 minmax 은 [0,242]로 설정되었고  을 0.5

로 적용한 구간은 [70,224]이다.
ART2 기반 이진화 방법에서는 각 영상을 양자화하

여 각 클러스터의 중심 값에 해당하는 화소 값을 평균

하여 임계치로 설정하였다. ART2 기반 이진화에서 해

파리 영상의 임계치는 98, 사막 영상의 임계치는 155, 
지폐 영상의 임계치는 111 그리고 스핑크스 영상의 임

계치는 155로 계산되었고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영상

을 이진화 하였다. 제안된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

은 해파리 영상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의 수는 17개가 생

성되었다. ART2 기반 퍼지 이진화에서 을 0.5
로 적용한 구간은 [10,196]이다.

(a) (b)

(c) (d)

그림 5. 해파리 영상 결과 (a) 원본영상 (b) 퍼지 이진화 (c) 
ART2 임계치 기준 이진화 (d) ART2 기반 이진화

Fig. 5 Jellyfish Image Case (a) Original image (b) Fuzzy 
binarized (c) ART2 threshold (d) Proposed ART2-based

사막 영상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의 수는 79개 생성되

었고 ART2 기반 퍼지 이진화에서 을 0.5로 적

용한 구간은 [10,2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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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사막 영상 결과 (a) 원본영상 (b) 퍼지 이진화 (c) 
ART2 임계치 기준 이진화 (d) ART2 기반 이진화

Fig. 6 Desert Image Case (a) Original image (b) Fuzzy 
binarized (c) ART2 threshold (d) Proposed ART2-based

(a) (b) 

(c) (d)

그림 7. 지폐 영상 결과 (a) 원본영상 (b) 퍼지 이진화 (c) ART2 
임계치 기준 이진화 (d) ART2 기반 이진화

Fig. 7 Bill Image Case (a) Original image (b) Fuzzy 
binarized (c) ART2 threshold (d) Proposed ART2-based

(a) (b) 

(c) (d) 

그림 8. 스핑크스 영상 결과 (a) 원본영상 (b) 퍼지 이진화 (c) 
ART2 임계치 기준 이진화 (d) ART2 기반 이진화

Fig. 8 Sphinx Image Case  (a) Original image (b) Fuzzy 
binarized (c) ART2 threshold (d) Proposed ART2-based

지폐 영상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의 수는 9개가 생성

되었고 ART2 기반 퍼지 이진화에서 을 0.5로 

적용한 구간은 [37,224]이다.
스핑크스 영상에서 생성된 클러스터의 수는 8개가 

생성되었고 ART2 기반 퍼지 이진화에서 을 0.5
로 적용한 구간은 [77,210]이다. 기존의 이진화 방법들

과 제안된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의 이진화 결과

는 그림 5, 그림 6, 그림 7 및 그림 8과 같다.
실험한 모든 영상에서 기존의 방법들 보다 제안된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이 원 영상의 윤곽을 보존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대부분의 이진화 알고리즘은 임계치를 결정하기 위

하여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밝기분포를 분석하였다. 
배경과 물체의 명도차이가 큰 경우에는 분할을 위해 양

봉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최적의 임계치를 찾기 위

해 히스토그램 골짜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양호한 

임계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배경과 물체의 밝기 차

이가 크지 않거나 밝기 분포가 양봉 특성을 보이지 않

을 때는 히스토그램 분석만으로 적절한 임계치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한 영상에는 넓은 영역에 걸쳐 명암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유형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케치 특징점 유무를 판별하는 임계치 결정

에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퍼지 이진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퍼지 이진화 방법은 퍼지 소속 함수를 적

용한 후, 을 사용하여 구간 범위를 설정하여 이

진화 하였다. 그러나 의 설정에 따라 이진화의 

결과가 달라지고 의 설정을 경험적으로 설정해

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이진화 접근 방법인 

ART2 기반 이진화 방법은 ART2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클러스터링한 후, 클러스터링 된 각 클러스터의 

중심 값에 해당되는 화소 값들에 대해 평균값을 계산하

고 이 값을 임계치로 설정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였다. 
그러나 영상을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서 경계 변수의 

설정에 따라 클러스터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

며 서로 다른 화소들을 한 클러스터로 분류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는 과정에서 객체들의 윤곽이 손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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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퍼지 이진화 방

법의 문제점과 ART2 기반 이진화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은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사한 화소들을 클러스터

링 한 후, 각 클러스터링의 대표 화소 값의 평균을 퍼지 

이진화 방법의 소속 함수의 중간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삼각형 형태의 소속 함수에서 소속도를 구한 후

에  값을 적용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퍼지 이진화 방법은 사

막 영상과 지폐 영상 및 스핑크스 영상에서 세밀한 윤

곽선이 손실된 상태로 이진화 되었다. ART2 기반 이진

화 방법에서는 해파리 영상과 사막 영상에서 서로 다른 

영역들이 한 클러스터로 분류되어 조밀한 윤곽선이 뭉

친 상태로 이진화 되어 객체들의 윤곽선이 나타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은 모든 실험 영상에서 객체들의 윤곽

선이 보존된 상태로 이진화 되어 원 영상의 윤곽선 손

실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안된 ART2 
기반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도 삼각형 형태의 소속 함수

를 적용하므로 객체들의 윤곽선이 끊어진 형태로 이진

화 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은 영

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비선형적인 소속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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