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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임계값 추정을 통한 Otsu 알고리즘의

연산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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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stimating Approximat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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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various algorithms evaluating a threshold for image segmentation. Among them, Otsu's

algorithm sets a threshold based on the histogram. It finds the between-class variance for all over gray

levels and then sets the largest one as Otsu's optimal threshold, so we can see that Otsu's algorithm

requires a lot of the computation. In this paper, we improved the amount of computational needs by using

estimated Otsu's threshold rather than computing for all the threshold candidates. The proposed algorithm

is compared with the original one in computation amount and accuracy. we confirm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about 29 times faster than conventional method on single processor and about 4 times faster

than on parallel processing architectur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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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분할은 영상분석, 패턴인식 등의 전처리를 위

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영상

분할 방법들에는 임계값(threshold) 방법, 에지(edge)

검출 기법, 영역 성장 법, 텍스처(texture) 특징 값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임계값 방법은 주

어진 영상에 대해 히스토그램(histogram)을 구하고 

각 방법들에 맞게 임계값을 설정하여 영상의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현재 영상분할을 하기 위해 임계값 방법을 활용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B. Sankur 등[1]

은 임계값 방법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 히스토

그램을 활용하는 방법[2,3], 군집화를 활용하는 방법

[4-6], 엔트로피를 활용하는 방법[7,8], 객체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9-11], 공간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12,

13], 지역 적응적 방법[14,15] 등이 있다.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의 모

양을 보고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볼

록 헐(convex-hull)을 활용하는 방법[2], 스무딩

(smoothing)을 이용하여 정상(peak)과 계곡(valley)

을 찾는 방법[3] 등이 있다. 군집화를 활용하는 방법

은 그레이 영상을 두 개의 군집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정상 사이의 중앙지점을 찾으려한다. 두 클래스

(class)를 갖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반복 

연산을 통해 찾는 방법[4], 클래스 간 분산이 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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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점을 찾는 방법[5], 등분산 가우시안 밀도 함

수를 이용하여 오분류된 군집을 최소화하는 방법[6]

등이 있다. 엔트로피를 활용하는 방법은 원영상과 그

레이 영상의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임계값을 설정하

는 방법이다. 영상의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여 두 클래

스의 엔트로피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방법[7], 교

차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8] 등이 있다. 객체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원영상과 이진화영상의 유

사성을 이용하여 임계값을 설정한다. 모멘트(moment)

를 보존하는 방법[9], 에지영역을 비교하는 방법[10],

위상공간(topological) 안전성을 활용한 방법[11] 등

이 있다. 공간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레이 값 분

포와 주변 화소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임계값을 설

정한다. 동시 발생 확률을 이용한 방법[12], 영상의 

객체로부터 최대-최소의 거리를 활용하는 방법[13]

등이 있다. 지역 적응적 방법은 지역적 영상 특성에 

따라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지역 평균과 분산

을 활용한 방법[14], 주변 화소의 밝기 평균와 비교하

는 방법[15]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영상분할을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그중에서도 Otsu 알고리즘이 자동차[16],

얼굴인식[17], 의료[18,19] 등과 같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Otsu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편

차를 활용하는 방법[20] 등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Otsu 알고리즘이 모든 그레이 레벨에 대

해 반복적인 계산[21,22]을 해야 하기에 속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GP-GPU(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or Unit) 혹은 SIMD(Single Instruction

Multi Data) 구조의 특성을 갖는 현대의 고성능 PC

환경에서는 이러한 중복 연산이 연산량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실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의 보조 

연산 장치가 없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서

나 특히 실시간 구현을 위해 전용 H/W 연산 유니트

(unit)를 만들고자 하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같은 연산자의 H/W 구현에서는 

Otsu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Otsu 알고리즘의 연산량을 줄여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기존의 

Otsu 알고리즘은 모든 그레이 값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야 했지만 제안된 방법은 미분 가중치를 활용하

여 근사 Otsu 임계값을 추정해나간다. 따라서 모든 

그레이 값에 대해 연산할 필요 없이 몇 개의 값만 

연산해보면 Otsu 임계값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Otsu

알고리즘이 간단히 소개되고 제3장에서는 제안된 방

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두 알고리즘의 수행 시

간을 비교하여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제5장에서 결

론을 내린다.

2. 이론적 배경
Otsu 알고리즘[5]은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구한 후 

두 개의 클래스로 이 분할하여 클래스 간 분산이 최대

가 되는 지점을 찾아 임계값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영상이 개의 그레이 레벨   ⋯  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레이 레벨이  인 화소의 수를 

이라고 할 때, 총 화소 수는     ⋯ 이다.

   ≥ 
  



   (1)

영상을 배경과 객체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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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원 영상의 전체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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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전체 평균은 

         (7)

로 표현할 수 있다. 각 클래스  와 의 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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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63building scenery image.

Fig. 2. The histogram of 63building scene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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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적의 임계값은 아래의 판별식들 중 하나

를 선택하여 그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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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는 클래스 내 분산, 

는 클래스 간 분산,


는 전체 분산을 의미한다. 식 (10)의 판별식에서 

어떠한 판별식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를 선택하여 계산을 하면 가 
 계산에 영향

을 안 줌으로 계산상의 이점이 있다.

즉, 아래의 식 (15)을 최대화하는 ＊를 찾으면 

Otsu의 임계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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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 

   ≤≤ (16)

3. 제안한 방법
기존의 Otsu 알고리즘은 영상의 모든 그레이 레벨

에 대해 반복적으로 임계값을 설정하고,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눈 후, 클래스 간 분산

을 구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모든 그레이 레벨에 대해 

임계값을 설정하지 않고 근사 Otsu 임계값을 추정하

여 반복 횟수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연산량을 줄였

다.

제안된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Stage 1에

서는 초깃값과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Stage 2에서는 

미분 가중치에 따라 Otsu 임계값의 근사 위치를 찾

아간다. Stage 3에서 정확한 Otsu 임계값을 찾는다.

실제 입력 영상을 갖고 제안된 방법으로 Otsu의 임

계값을 찾아가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에 

사용되는 영상은 63빌딩 전경으로써 5312x2988의 고

해상도 영상이다.

Fig. 1은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상으로써 63빌딩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63빌딩 전경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영상의 평균 밝기(빨간선)와  Otsu

알고리즘의 임계값(초록선)을 나타내고 있다.

Fig. 3은 제안한 방법의 첫 번째 단계이다. 위의 

그림은 Otsu 알고리즘의 클래스 간 분산(
)을 모든 

그레이 레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을 구하는 

방법은 식 (15)를 이용하였다. 분산은 평균을 기준으

로 하향 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 그래프 또한 

위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Otsu 임계값은 영상의 평

균 밝기 근처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4]. 그래서 stage

1의 초깃값 설정은 영상의 밝기 평균을 기준으로 좌

측, 우측을 임계값으로 설정한다. 이후 좌측 임계값

(T_L), 우측 임계값(T_R), 평균 밝기 값(T)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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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et of first threshold and progress direction 
with mean (stage 1).

Fig. 4. The search of approximate Otsu's threshold 
(stage 2).

Fig. 5. The search of accurate Otsu's threshold (stage 
3).

구한다. T_L과 T_R을 정하는 기준은 T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정하는 상숫값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T를 기준으로 ±을 사용하였다. T_L과 T_R의 


을 비교하여 값이 큰 쪽으로 T를 이동시킨다. 위의 

그림에서는 T_L의 
(2445.591)이 T_R의 



(2178.911)보다 큼으로 T가 T_L로 이동할 것이다.

Fig. 4는 제안된 방법의 두 번째 단계이다. 새로 

정해진 T를 기준으로 새로운 T_L를 설정하게 된다.

설정 방법은 stage 1의 T의 
(2349.341)과 T_L의 


(2445.591), 두 값을 갖고 미분(9.62)을 구하여 미

분 가중치(9.62*1)만큼 
이 큰 쪽 방향으로 이동하

게 된다. 미분 가중치는 구한 미분 값과 임의의 상수

를 곱하여 구해진다. 이 방법은 PID 제어의 P(pro-

portion)와 D(derivative) 제어의 개념이 내포되어있

다. P는 결과 값을 피드백(feedback) 받아 다음 설정 

값을 조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P의 방법으로 다

음 임계값을 설정한다. D는 다음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이동량을 조절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오버슈트

(overshoot)가 생기는 것을 줄여준다. 미분의 크기를 

확인하여 기울기가 크면 많이 이동하고 적으면 적게 

이동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의 최댓값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

Fig. 5는 제안된 방법의 세 번째 단계이다. 진행 

방향의 두 임계값의 
을 비교하여 앞선 임계값의 


이 작아지게 되면 진행 방향을 바꾸어 하나의 그

레이 레벨씩 이동하여 정확한 Otsu 임계값을 찾아간

다. 위 그림에서는 T_L의 
(2504.373)이 더 이상 

T의 
(2504.642)보다 크지 않아서 왼쪽으로 진행하

지 않고 오른쪽의 T_R(2504.837)을 설정한다. 이유

는 왼쪽에 더 이상 현재의 
보다 큰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과정을 통해 정확한 Otsu 임계

값(T=129)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방법의 연산량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저화

질 영상(SVGA급)과 고화질 영상(UHD급) 각각 평

균 밝기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영상의 

평균 밝기가 64이하는 어두운(dark), 96이상 160이하

는 중간(middle), 192이상은 밝은(bright)으로 정하

였다, 각 밝기마다 영상 5장씩 총 30장의 영상으로 

기존의 Otsu 알고리즘과 비교 실험을 하였다. 실험 

환경은 Intel i3 3.70 Ghz 프로세서, 8GB 메모리, 운영

체제는 Window 10, 개발 툴은 Matlab 2014버전을 

사용하였다.

4.1 제안한 방법의 정확성

Fig. 6에서는 Otsu 알고리즘의 클래스 간 분산과 

제안한 방법의 클래스 간 분산의 최댓값을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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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mparison of Otsu and Proposed algo-
rithm's between-class variance.

Fig. 7. The comparison of Otsu and Proposed algo-
rithm's execution time.

(a)

(b)

(c)

Fig. 8. The comparison of iteration times depending on 
differential weight. (a) stage 2, (b) stage 3, and 
(c) total.

다. Otsu 알고리즘에서는 클래스 간 분산이 최대가 

될 때 그 위치를 임계값으로 설정한다. 위 그림에서 

두 알고리즘의 결과 값이 정확히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두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 비교

Fig. 7에서는 Otsu 알고리즘(parallel, loop)과 제

안한 방법의 수행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 사

용된 Otsu 알고리즘은 Matlab에서 지원하는 Gray-

thresh 함수로써 매트릭스 연산을 수행한다. 즉 병렬

처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이 병렬처리

를 이용한 Otsu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4배 빠르고,

loop 문을 이용한 Otsu 알고리즘보다는 평균 29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사용 측면에

서도 더 좋은 효율을 나타낸다.

4.3 미분 가중치에 따른 연산 횟수 비교

Fig. 8은 미분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는 연산 횟수

를 나타내고 있다. (a)에서는 stage 2의 연산 횟수를 

나타낸다. 가중치가 커질수록 연산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

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b)에서는 stage 3의 연산 횟

수를 나타낸다. 가중치가 커질수록 연산 횟수가 늘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stage 2에서 오버

슈트가 더 크게 발생했기에 정확한 Otsu 임계값을 

찾아가는 연산 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c)에서는 미

분의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는 총 연산 횟수를 나타낸

다. 가중치가 낮은 순으로 평균 12번, 11번, 10번, 11

번의 연산 횟수를 나타낸다.

4.4 히스토그램 연산을 포함한 두 알고리즘의 수행 시
간 비교

Fig. 9에서는 Otsu 알고리즘과 제안한 방법의 수

행 시간을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부터 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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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omparison of Otsu and Proposed algo-
rithm's execution time including histogram 
computation.

다. 그 결과 두 알고리즘 간의 수행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는 히스토그

램을 구하는 과정이 전체 연산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스토그램은 Otsu의 임계

값을 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히스토그램

을 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또한 연산 속도 개

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FPGA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PC 환경에서는 입력 영상

을 메모리에 저장한 후 각 화소 값의 개수를 세야만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 있다. 반면 FPGA를 이용하면 

영상이 입력되는 순간마다 계속 화소 값을 누적시켜 

실시간으로 히스토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Otsu 임계값을 구하는데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 

예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tsu 알고리즘의 연산량을 줄임으

로써 연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방법은 기존의 모든 그레이 레벨에 대해 연산을 

하던 방법에서 근사 Otsu의 임계값을 추정하는 방법

으로 연산 횟수를 줄였다. 또한 Otsu 알고리즘과 제안

된 방법의 비교 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현재의 고성능 PC 환경에서는 Otsu 알고리즘의 

속도 개선이 두드러지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병렬 연산이 불가능한 환경, 임베디드 시스템, 저용

량 FPGA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Otsu 알고리즘의 연

산량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 H/W 구현을 

위한 최적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기대되며 위의 경우들에 대해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

하여 비교 실험 및 초깃값 설정과 미분 가중치 지표 

설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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