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7 : 1429~1434 Jul. 2017

적응적 이진화 기법과 Bresenham's algorithm을 이용한 안경 
렌즈 제품의 자동 흠집 검출

김광백1* · 송두헌2

Automatic Defect Inspection with Adaptive Binarization and Bresenham's  
Algorithm for Spectacle Lens Products 

Kwang Baek Kim1* · Dong Heon Song2

1*Division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2Department of Computer Games, SongDam College, Yong-in 17145, Korea

요  약

기존의 안경 렌즈 흠집 검출 방법은 영상내의 미세 잡음이 제거되지 않아 렌즈 영역이 정확히 추출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하여 흠집 영역을 검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적응적 이진화 기법과 Bresenham algorithm을 적용하여 흠집 영역을 검출한다. 제안된 방법은 안경 렌즈 영상에
서 명암 대비를 적용하여 렌즈의 명암을 강조한다. 명암이 강조된 영상에서 렌즈 밖의 배경 영역은 흠집 검출에 불필
요하므로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후에 Bresenham algorithm을 적용하여 렌즈의 윤곽선을 검출하고 렌즈 이외의 배경
을 제거한다. 렌즈 이외의 배경이 제거된 렌즈 영상에서 렌즈 내부의 배경과 흠집의 명암 대비를 높인다. 명암이 강조
된 렌즈 내부 영역에서 적응적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흠집과 잡음을 검출한다. 잡음은 중간값 필터를 적용하여 제
거한 후에 흠집 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흠집 영역에서 렌즈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흠집의 크기를 퍼지 추론 규
칙에 적용하여 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CHEMI, MID ,HL, HM과 
같은 시력 보정용 렌즈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2개의 시력 보정용 렌즈 영상 중에서 10개에서 결함을 성공적
으로 추출하였다.

ABSTRACT

In automatic defect detection problem for spectacle lenses, it is important to extract lens area accurately. Many 
existing detection methods fail to do it due to insufficient minute noise removal.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ic 
defect detection method using Bresenham algorithm and adaptive binarization strategy. After usual average 
binarization, we apply Bresenham algorithm  that has the power in extracting ellipse shape from image. Then, adaptive 
binarization strategy is applied to the critical minute noise removal inside the lens area. After noise removal, We can 
also compute the influence factor of the defect based on the fuzzy logic with two membership functions such as the size 
of the defect and the distance of the defect from the center of the lens. In experiment, our method successfully extracts 
defects in 10 out of 12 example images that include CHEMI, MID ,HL, HM type lenses.

키워드 : 적응적 이진화, 중간값 필터링, 배경제거, 결함 검사

Key word : Adaptive binarization, Median filter, Background removal, Defect inspection

Received 01 June 2017, Revised 11 June 2017, Accepted 15 June 2017
* Corresponding Author Kwang Baek Kim(E-mail:gbkim@silla.ac.kr, Tel:+82-51-999-5052)
Division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Open Access   https://doi.org/10.6109/jkiice.2017.21.7.1429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7 : 1429~1434 Jul. 2017

1430

Ⅰ. 서  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종류의 전자 기기

를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대한 

피로, 시력저하, 건조 증을 가지고 생활하며 시력저하

에 따른 불편함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 또는 눈 

시술 등으로 해결하려 한다[1]. 하지만 콘택트 렌즈 착

용이나 눈 시술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작용이 적은 안경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

나 안경 렌즈는 공정 과정 및 운반 과정에서 미세한 흠

집들이 발생하며 흠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쳐 시력저하가 발생한다[2]. 그리고 안경 

렌즈의 흠집 검사는 안경사의 묵시검사로 이루어져 정

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안경 

렌즈 영상에 양방향 소벨 마스크를 적용하여 렌즈 영역

을 검출한 후, 적응적 이진화 기법과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여 흠집을 검출한다. 검출된 흠

집을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하여 렌즈 흠집이 눈에 미

치는 영향 정도를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적응적 이진화를 이용한 흠집 검출

기존의 연구[3]에서는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및 평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흠집을 검출하였다. 하지만 기

존 연구 방법은 일부 렌즈 영상에서 빛과 흠집의 명암 

값이 유사하여 일부 렌즈 영상에서 흠집을 검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

균 이진화 기법과 적응적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흠집 

영역을 추출한다. 렌즈 영상에서 흠집 검출 과정은 그

림 1과 같다.

 렌즈 영상에서 렌즈의 윤곽선을 추출하기 위해서 

양방향 소벨 마스크 기법을 적용한다. 원본 렌즈 영상 

그림 2(a)에서 양방향 소벨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는 그

림 2(b)와 같다.

(a) Original (b) Bidirectional Sobel 
Mask

Fig. 2 Effect of Bidirectional Sobel Mask

양방향 소벨 마스크 기법이 적용된 결과 영상에서 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평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다.  

양방향 소벨 마스크 기법이 적용된 그림 3(a)와 같은 영

상에서 평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3(b)와 

같다.

(a) After Sobel Mask (b) After Average 
Binarization

Fig. 3 Effect of Average Binarization 

평균 이진화 기법이 적용된 영상에서 렌즈 영역을 추

출하기 위하여 수평적으로 좌우 극한값과 수직적으로 

상하 극한값을 구한 후, 타원 추출 기법인 Bresenham 

Algorithm 을 적용하여 렌즈의 경계 영역을 추출한

다[4]. 평균 이진화 기법이 적용된 그림 4(a)에서 

Bresenham's algorithm을 적용하여 렌즈의 경계 영역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4(b)와 같다.Fig. 1 Defect Detec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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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Average 
Binarization 

(b) After Bresenham's 
Algorithm

Fig. 4 Lens boundary Extraction by Bresenham's 
Algorithm

추출된 렌즈의 경계 영역을 기준으로 렌즈 내부를 강

조하기 위해 렌즈 외부 영역을 제거한다.  렌즈 외부 영

역은 식(1)을 적용하여 제거한다. 식(1)에서 은 렌즈

의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이며, 은 좌측에서 우측으

로 탐색하여 렌즈 영상에서 명암도 값이 가장 높은 좌

표이며 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탐색하면서 명암도 값

이 가장 높은 좌표이다. 

i f  
  
   

(1)i f   
  
   

양방향 소벨 마스크 기법이 적용된 그림 5(a)에 렌즈

의 내부 영역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5(b)와 같다.

(a) Lens Boundary (b) Extracting Inside Area

Fig. 5 Extracting Inside of the Lens

추출된 렌즈의 내부 영역은 히스토그램 분포가 불균

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

는 렌즈의 내부 영역에 식(2)와 같은 적응적 이진화 기

법을 적용한다[5]. 식(2)에서 과 는 각각 관

심 픽셀을 중심으로 한 전방향 참조 영역인 ×크기

의 블록 내 픽셀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고, 와 은 지

역 영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하는 상수들로 본 

논문에서는 각각 0.5와 128로 설정하였다[5].

   






 (2)

그림 6(a)는 추출된 렌즈 내부 영역이고 그림 6(b)는 

추출된 렌즈 내부 영역에 적응적 이진화 기법이 적용

된 결과이다.

(a) Inside of the Lens (b) Applying Adaptive 
Binarization

Fig. 6 Effect of Adaptive Binarization

그림 7(a)와 같이 적응적 이진화 기법이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에서 미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중간값 필

터를 적용한다. 중간값 필터가 적용된 결과는 그림 

7(b)와 같다.

(a) Adaptive Binarization (b) Median Filter

Fig. 7 Result of Median Filter

중간값 필터를 적용하여 미세 잡음이 제거된 렌즈 

내부 영역에서 경계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원 영상 영

역에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을 적용한다.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은 식(3)과 같다. 

i f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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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에서 은 원 영상의 명암도 값이며 는 

스트레칭이 적용된 원 영상의 명암도 값이다. 

와 는 원 영상의 각각 높이와 너비이다.

그림 8(a)와 같은 렌즈 원본 영상에서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8(b)와 같다.

(a) Original image (b) Brightness Contrast 
stretching

Fig. 8 Effect of Brightness Contrast stretching

흡집 검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값 필터

가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과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이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렌즈의 윤곽선을 제거한 후에 

흠집을 검출한다. 윤곽선 제거는 식(4)와 같다. 식(4)에

서 는 중간값 필터가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이며 는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 기

법이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이다.

i f    && Xstr  
   

    
(4)

중간값 필터가 적용된 그림 9(a)에서 윤곽선을 제거

한 결과는 그림 9(b)와 같다.

(a) Medium Filter (b) Removing Boundaries

Fig. 9 Effect of Boundaries Removal

제안된 흠집 검출 과정에서 획득한 흠집의 크기 정

보와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흠집 사이의 거리 정보를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다. 따라서 그림 10(a)와 같은 

흠집 크기의 소속 함수와 그림 10(b)와 같은 렌즈 중심

에서 흠집간의 거리에 대한 소속 함수를 적용하여 소

속도를 구한 후,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다. 





(a) Membership Function for Defect Size 





(b) Membership Function for Distance from the Center

Fig. 10 Two Fuzzy Mmbership Funstions

렌즈의 흠집 크기가 작으면서 렌즈 중심에서 멀어

질수록 눈에 적은 영향을 미치고, 흠집의 크기가 크고 

렌즈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눈에 큰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이러한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징을 그림 

10(a)와 (b)를 적용하여 소속도를 구한다. 구한 소속도

를 표 1과 같은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다. 퍼지 추론 

규칙에서 추론 방법은 Max-Min 추론 방식으로 추론하

여 최종 소속도를 구한다[7]. 

Table. 1 Fuzzy logic Table

Rule 1 If X is A1 and Y is B1 Then W is BM

Rule 2 If X is A1 and Y is B2 Then W is B

Rule 3 If X is A1 and Y is B3 Then W is B

Rule 4 If X is A2 and Y is B1 Then W is SM

Rule 5 If X is A2 and Y is B2 Then W is M

Rule 6 If X is A2 and Y is B3 Then W is BM

Rule 7 If X is A3 and Y is B1 Then W is S

Rule 8 If X is A3 and Y is B2 Then W is S

Rule 9 If X is A13and Y is B3 Then W is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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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규칙을 통해 구한 최종 소속도를 무게중심법을 

적용하여 비퍼지화 한다[7]. 비퍼지화 된 값을 정규화하

여 결과값을 구한 후, 그림 11과 같은 흠집이 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소속 함수에 적용하여 흠집이 눈에 미

치는 정도를 분석한다.





Fig. 11 Membership Function for the Influence of the 
Defect to the Eyesight 

Ⅲ. 실험 및 결과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Intel i5-6600 3.3GHz 

CPU와 16GB RAM이 장착된 IBM 호환 PC상에서 

Visual Studio .NET 2015 C# 으로 구현하여 실험하였

다. 실험에 적용된 영상은 안경사가 촬영한 CHEMI 

MID HL HM 시력 보정용 렌즈 영상 12장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흠집을 검출하기 위한 초기 제안된 화면은 

그림 12와 같다.

Fig. 12 Snapshot of Implemented Software 

본 논문에서 제안된 흠집 검출에 대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표 2는 12장의 안경 렌즈에서 기존의 흠집 추출 기

법과 제안된 기법 간의 흠집 추출에 성공한 영상의 수

를 나타내었다.

Input Image Defect Inspection Result

Fig. 13 Experiment Result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Existing Method [3] Proposed Method

Lens 6/12 10/12

기존의 흠집 추출 방법[3]은 흠집 영역과 배경의 명

암도 차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흠집 영역과 배경의 밝기 차이가 매우 적

은 경우에는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여도 흠집 영

역이 추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에서는 추출

된 렌즈의 내부 영역이 히스토그램 분포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흠집 영역과 배경의 밝기 차이가 매우 

적은 경우에도 정확히 흠집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적응

적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고 중간값 필터가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과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이 

적용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렌즈의 윤곽선을 제거한 후에 흠집을 검출하였다. 그러

나 표 2에서와 같이 2개의 영상에서는 흠집 영역이 정

확히 추출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중간값 필터가 적용

된 렌즈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과 개선된 명암 대비 스

트레칭이 적용된 렌즈의 내부 영역의 명암도 값의 차이

가 매우 적은 일부 경우에는 흠집 영역이외의 영역도 

함께 추출되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7 : 1429~1434 Jul. 2017

1434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렌즈 영상의 흠집 정보를 이용하여 시

력을 분석하기 위해 적응적 이진화 기법을 이용하여 흠

집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눈에 미치는 영향을 퍼지 추론 

기법에 적용하여 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공정 렌즈에 존재하는 흠집 크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퍼지 분석 기반  명암 대비를 이

용하여 정확한 크기의 흠집을 검출하는 기법을 연구하

고 안경 전문의와 함께 안경 렌즈의 흠집이 시력에 미

치는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임상적인 실험을 통

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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