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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영상 추출을 위한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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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binarization algorithm using LVQ-Merge clustering method for fast and

accurate extraction of cells from cell images. The proposed method clusters pixel data of a given image

by using LVQ to remove noise and divides the result into two clusters by applying a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 to improve the accuracy of binarization. As a result, the execution speed is somewhat s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LVQ or Otsu algorithm. However, the results of the binarization have very

good quality and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judged by the human eye. Especially, the bigger and the

more complex the image, the better the binarization quality. This suggest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a useful method for medical image processing field where high-resolution and huge medical images

must be processed in real time. In addition, this method is possible to have many clusters instead of

two cluster, so it can be used as a method to complement a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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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군집화(clustering)는 패턴에 대해 서로간의 유사

도를 측정하여 유사도가 높은 패턴들끼리 그룹화하

는 작업이다. 군집화는 패턴 분석, 그룹화, 의사 결정,

데이터 마이닝, 문서 검색, 이미지 분할, 패턴 분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

이 개발되어 있다[1-2]. 이러한 군집화 알고리즘은 

크게 계층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분할 군

집화(partitional clustering), 신경망(neural net-

work) 기반의 군집화로 분류될 수 있다. 각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계층 군집화 기반의 응집

(agglomerative)방식과 분열(divisive) 방식 알고리

즘[3], 분할 군집화 기반의 k-means 알고리즘[4], 신

경망 기반의 LVQ(learning vector quantization)[5],

SOM(self-organizing map)[6], ART(adaptive res-

onance theory)[7]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군집화 

알고리즘들은 그 중 특정 하나가 절대적으로 성능이 

뛰어나거나 그 반대인 경우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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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데이터 셋의 성질에 따라 그 성능은 좋거나 나

쁠 수 있으며, 이것이 군집화 알고리즘이 오랜 세월 

연구되어지고 다양화된 이유이다[8].

본 논문에서는 세포 영상에서 세포를 추출하기 위

하여 이진화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군집화 알고

리즘을 이용하였다. 정해지거나 계산된 임계치

(thresholding)를 기준으로 배경과 객체로 나누는 많

은 이진화 알고리즘[9-12]들이 있으나, 모양과 색상

이 다양한 세포 영상의 이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임계치를 기준으로 이진화하는 방법은 잡음이 같이 

추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성능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

유로 세포 추출을 위한 이진화를 수행하는데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군집화 알고

리즘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첫째, 입력 세포영상

에 포함된 세포의 색상과 모양 및 개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정해진 군집의 수가 변경 가능해

야 하고, 둘째, 고해상도로 대용량인 의료영상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속도가 빨라야 한다. LVQ 알고리즘

은 대부분의 군집화 알고리즘처럼 초기에 입력된 군

집의 수로 데이터가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층에

서 살아남아 군집을 형성한 노드만이 최종 군집으로 

남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군집의 수를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적합하다. 또한, 신경망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상수의 조절로 속도 향상을 꾀할 수 있

고,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재학습을 할 필요

가 없이 바로 군집 분류가 가능하여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

이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 상수의 조절로 군집화의 

속도를 향상시킬 경우 군집화의 정확도가 떨어져 세

포 영역을 추출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집화 시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LVQ와 계층적 군집화 알고

리즘을 조합한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한 LVQ_Merge 알고리즘은 두 단계로 수행

된다. 먼저 LVQ 군집화를 수행하여 충분히 많은 후

보 군집을 구하고, 그 후에 계층적 군집화를 이용하

여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진화를 수행된

다. 이것은 학습상수를 높이면, 신경망의 수행속도가 

향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경망 기반인 LVQ의 속도 

향상을 꾀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에 대하여 

다시 계층적 군집화를 수행함으로써 잡음을 제거하

여 이진화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LVQ를 이용하여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나, 일반적으로 우수한 이진화 알고리즘으로 

평가되는 Otsu[9]등의 임계치를 이용한 방법들에 비

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제안한 LVQ_Merge 알고리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관련 연구인 LVQ와 계층적 군집화에 대해 소개하

고, 제안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 방

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이 갖는 우수성을 보이고, 4장

에서는 결론을 소개하고 끝맺는다.

2.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
세포 영상에서 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어진 영상을 이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이진

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주어진 세

포 영상에 단순히 정해진 임계치로 이진화를 적용하

면 잡음이 같이 추출되어 세포 추출의 정확도가 떨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세포영상에 대해 LVQ를 적용하여 6개의 후보 군집

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계층적 군

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이진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LVQ와 Otsu

알고리즘을 단독으로 적용한 것보다 잡음이 크게 제

거되어 향상된 이진화 성능을 보였다. 이어지는 2.1

절과 2.2절에서 LVQ와 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2.3절에서 제안한 방법의 상세한 절차를 

기술한다.

2.1 LVQ 군집화

LVQ는 입력 벡터를 가장 유사한 참조 벡터로 군

집화 하는 인공 신경망이다. 동류의 군집화 인공 신

경망인 SOM과 비슷하게 경쟁 학습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되, SOM과 다른 점은 학습 시 이웃 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고, SOM에서 출력 뉴런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지만, LVQ에서의 출력 뉴런은 

하나의 서브 클래스가 되고 여러 개의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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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itecture of LVQ. 

LVQ algorithm

Step 1. Input vector    , Reference

vector    

(N : number of input vector, c: number of

cluster, : learning rate, : total number of

repetitions)

Step 2. Initialize  from 0 to 1

Initialize  from 0 to 1 or given value

Step 3. For t = 1,2,3,...,T

For k=1,2,3,..,N

a. Select winner reference pattern

b. Modify the winner reference pattern

Step 4.

a. If termination condition is satisfied

b. then k=k+1, go to step 3

Fig. 2. LVQ algorithm. 

Agglomerative hierarchical algorithm

Step 1. // Each sample is a cluster

           

Step 2. For t=1 to N-1

a. Look up all pairs of    find

paris that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min  ∀∈   
b.   ∪ // Combine two clusters to one

c. // Remove two clusters, add new clusters

      ∪

Fig. 3. Agglomerative hierarchical algorithm. 

[6]. Fig. 1에 LVQ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1은 

입력층에  로 구성된 입력 벡터가 입

력되고, 출력층은 c개의 참조 벡터   

가 연결된 LVQ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출력층에 연결된 연결강도 가 군집의 중심

(centroid) 값이 된다. 학습은 입력패턴 와 군집 

중심  간의 거리를 식 1의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로 계산하여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번째 출력노드를 승자노드로 삼고, 이 승자 노

드에 연결된 참조 벡터 에 대해서만 식 2의 학습 

규칙에 의해 갱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식 1에서 

는 i번째 군집 중심과 입력 벡터 간의 유클리디

안 거리를 의미하고, 은 입력 벡터의 차원, 는 

i번 군집 중심의 j번째 요소, 는 k번 입력 벡터의 

j번째 요소를 의미한다. 식 2에서 은 반복 t 시

점의 승자 패턴이고, 이 값에 입력 패턴 과의 차이

를 학습 상수 만큼 반영하여 학습한다. LVQ의 자세

한 과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1)

    (2)

2.2 계층적 군집화

계층적 군집화는 응집 계층 군집화와 분열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LVQ 군집화에 대한 결과를 대상으로 응집 계층 군

집화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응집 계층 군집화는 작

은 군집들에서 출발하여 이들을 모아 나가는 응집 

방식으로 군집화를 수행하는 방식이다[8]. 응집 계층 

군집화의 상세한 절차는 Fig. 3에 기술하였다.

2.3 제안한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

제안한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을 아래의 

Fig. 4에 나타내었다. LVQ_Merge 알고리즘은  먼저 

LVQ 군집화를 수행하여 세포 이미지를 6개의 후보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 후보 군집에 대해 다시 계

층적 군집화를 통하여 2개의 군집으로 병합하는 방

법으로 이진화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2 단계로 이진

화를 수행한 이유는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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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VQ_Merge clusetering. algorithm.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System Specification

Processor
Intel(R) Core(TM) i7-4770k CPU @

3.50GHz

RAM 16 GB

OS 64 bit operating system

Graphic NVIDIA GeForce GTX 480

(b) Otsu(a) Original cell image (c) LVQ(two cluseter)

(d) LVQ(six cluseter) (e) LVQ_Merge

Fig. 5. Clustering results(learning rate: 0.1, image size: 256×256).

서 LVQ를 사용하거나, 이진화 알고리즘인 Otsu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세포 영상의 특성상 잡음까지 

세포 영역으로 이진화되어 세포 추출의 성능이 떨어

지기 때문이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은 3장의 실험 

결과 및 고찰에서 계속 기술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 환경

제안한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포 영상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실험은 아래의 

Table 1에서 제시한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은 영

상의 크기가 128×128, 256×256, 512×512, 1024×1024,

388×455, 3000×3000이고, 세포의 색과 모양이 다양

한 세포 영상 25장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표적

인 케이스를 Fig. 5∼Fig. 7에 나타내었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한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의 성능은 

기존에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LVQ와 Otsu 알고리즘

과 비교하고, 육안으로 판단되는 이진화 품질과 속도

를 기준으로 삼았다. 군집화의 결과는 Fig. 5∼Fig.

7과 Table 2∼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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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cell image (b) Otsu (c) LVQ(two cluseter)

(d) LVQ(six cluseter) (e) LVQ_Merge

Fig. 6. Clustering results(learning rate: 0.1, image size: 512×512). 

(a) Original cell image (b) Otsu (c) LVQ(two cluseter)

(d) LVQ(six cluseter) (e) LVQ_Merge

Fig. 7. Clustering results(learning rate: 0.1, image size: 1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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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rning rate: 0.001 (b) learning rate: 0.1

Fig. 8. Camparing the average execution time of proposed method and others. 

Table 2. Comparing the average execution time of Outs, 
LVQ and LVQ_Merge

(learning rate : 0.001, unit : ms)

Image size Otsu LVQ LVQ_Merge

128 × 128 78 378 811

256 × 256 172 611 1659

512 × 512 511 1210 6388

1024 × 1024 1875 3946 8038

3000 × 3000 15924 33961 38120

Table 3. Comparing the average execution time of Outs, 
LVQ and LVQ_Merge

(learning rate : 0.1, unit : ms) 

Image size Otsu LVQ LVQ_Merge

128 × 128 78 109 177

256 × 256 172 289 390

512 × 512 511 951 1051

1024 × 1024 1875 3749 4195

3000 × 3000 15924 32915 35810

Fig. 5∼Fig. 7의 (a)는 주어진 세포 영상이고, (b)

는 (a)의 세포 영상에 대해 Otsu 알고리즘으로 이진

화한 결과, (c)는 LVQ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한 번에 이진화 한 결과이다. (d)

와 (e)는 제안한 방법의 이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d)는 LVQ를 이용하여 6개의 후보 군집으로 원 

영상을 군집화한 중간 결과이고, (e)는 (d)에 대해 계

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이

진화한 결과이다.

제안한 방법의 최종 결과인 (e)와 기존의 이진화 

방법인 (b)와 (c)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b)의 Otsu나 (c)의 LVQ 이진화 결과들을 보면 세포 

영역이 아님에도 잘못된 이진화의 결과인 잡음으로 

인해 세포 영역으로 포함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의 최종 결과인 (e)의 같은 영역

을 살펴보면, 잡음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5∼Fig. 7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세포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들로 이들을 비교해보면 영상

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와 조직이 복잡한 영상일수록 

Otsu나 LVQ 방식보다 제안한 LVQ_Merge가 잡음

에 강인함을 볼 수 있다.

Fig. 8과 Table 2∼Table 3은 이미지 크기별로 5개

씩 총 25개의 이미지에 대하여 제안한 LVQ_Merge

방법과 Otsu, LVQ 알고리즘의 평균 수행시간을 비

교한 결과이다. 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수행시간만 비

교해 본다면 제안한 방법이 가장 느리다. 그 이유는 

제안한 방법은 한번에 이진화를 수행하는 Otsu나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LVQ와는 다르게 6개 군집

후보를 구하고, 다시 병합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

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Otsu나 LVQ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느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도 제안한 LVQ_Merge의 학습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것은 학습 상수를 높여서 속도를 향상시

키는 것이다.

기존 LVQ의 경우 학습 상수를 높여서 학습 속도

를 향상시키면 이진화의 품질이 떨어지므로 속도를 

위해 학습 상수를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LVQ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이진화의 품

질을 고려한다면 학습 상수를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01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제안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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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두 단계로 알고리즘이 수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 상수를 올려 빠른 속도로 LVQ를 

수행하고, 그 다음, 계층적 군집화 과정에서 군집 후

보들을 병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면 이진화의 품질 

또한 좋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낸 결과 중 대표

적으로 1024×1024 이미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LVQ로 이진화 할 경우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약 3.9초가 걸린다. 만일 Table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습 상수를 0.1로 올리면 수행시간은 약 3.7초로 

0.19초 정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진화의 품질은 현저

히 떨어진다. 하지만 제안한 LVQ_Merge방법은 학

습 상수를 높여서 속도를 향상시켜도 병합과정을 통

해 이진화의 품질을 좋게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학습 

상수를 0.1로 증가 시킬 경우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4.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LVQ

와 마찬가지로 학습 상수를 0.001로 주었을 때 걸린 

시간이 약 8초이므로 2배 정도의 시간을 단축한 것이

며, LVQ 방식과도 약 4초 차이에서 약 0.4초로 속도 

차를 감소시킨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이진화를 수행 할 수 있는 방

법임을 보이고 있다.

4. 결  론
세포 영상에서 세포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 정

보를 분석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영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를 위해서는 세포 영상에 대해 정확한 이진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주어진 세포 영상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이진화 방법인 LVQ_Merge 군집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Otsu, LVQ와 속도 및 잡음 개선 정도를 상호 비교하

였다. 6개의 후보군집을 구하고, 병합하는 과정을 거

치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특성상 Otsu보다는 수행시

간은 느리나, 잡음이 크게 개선되었고, LVQ와의 속

도차는 최대 5.1초 이내로 수행되고, 잡음이 개선되

어 육안으로 판단하는 기대치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우수한 이진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신경망에 기반을 둔 기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가 추가되더라도 새로 학습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군집을 배정할 수 있어 고해상도의 대용량 의료영상

에 대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다수의 군

집화가 가능함으로 계층적 군집화를 보완하는 방법

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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