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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경계 검출을 이용한 성게의 특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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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안의 갯녹음 상이 재 진행 이며 심화한 암반의 면 이 170.54㎢로 동해안 체 암반 면 의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녹음의 주원인이자 패류 양식어장에 크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게의 퇴치 방법은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성게를 이용한 음식이나 재활용에 한 연구가 주를 이

루며 아직 성게 인식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바다의 해 인 성게를 량으

로 포획하기 하여 성게의 특징  추출을 한 응  경계검출을 제안하 으며 향후 성게 인식 로그램

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albinism phenomenon of the East Sea is now in progress, and the area of the intensified bedrock has reached up to 61.7% of the whole bedrock 

area of the East Sea. The methods to eradicate the sea urchin that is known as the main cause of albinism and that influences huge damage on the 

selfish farm have been continuously studied but they have focused on the food using the sea urchin and recycling and the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sea urchin has not been performed ye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adaptive boundary detection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urchin in order to catch the sea urchin in quantity that is the pirate of the sea, and it is believed to help the sea urchin recognition program a lo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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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갯녹음 상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지

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의 약 

1,500km에 걸친 연안을 포함하여 미국 Maine주에서 

캐나다 St. Lawrence만을 경유하여 Newfoundland 

섬까지 이르는 약 2,000km에 걸친 범 한 연안에

서의 갯녹음 상이 표 인 사례이다[1].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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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의 모든 연안에는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

나 1990년 부터 제주에서 본격화한 갯녹음 상은 

동해 남부와 남·서해로 확산했고 최근엔 동해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갯녹음의 원인은 온난화와[2] 해수온 상승이나 해

수의 양성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해양 조건설, 성

게나 복 등 조식성 동물이 해조류를 먹어치워 소

멸 된다는 식해(食害)설 등으로 설명되나, 지역에 따

라 복합 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2002년부터 동해안 삼척 갈남항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사막화 된 상태에서 자홍색 조하  

암반에 성게와 몇 종류의 조류만 확인되었다[4]. 국내 

갯녹음 확산면 은 매년 여의도 면 의 4분의 3 규모

인 2.15㎢에 이르고 국 으로 여의도 면 의 57배

로 추산하고 있다. 갯녹음 발생 면 은 2004년 7천㏊

에서 2014년 1만9천㏊로 연간 27.1% 증가율을 보이

면서 연간 평균 1천200㏊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갯녹음의 주원인이자 패류 양식어장에 

크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게의 퇴치방법은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성게를 이용한 음식이

나 재활용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아직 성게 인

식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바다의 해 인 성게를 량으로 포획하기 

한 성게 포획 로그램에서 여러 개체가 있는 경우 

특징  추출을 한 응  경계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련 연구 

2.1 우리나라의 성게

성게는  세계에 800여 종이 서식하며 우리나라 

해역에는 그림 1과 같이 식용이 가능한 보라성게, 분

홍성게, 말똥성게가 주종을 이룬다. 열  해역에서 

발견되는 성게  가시에 강한 독을 포함한 성게도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6/10/28/0200000000AKR20161028097100054.HT

ML?input=1195m

있지만,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이들 성게에는 

가시에 독이 없다.

이들 가운데 보라성게는 껍데기가 반구형으로 견

고하며, 날카롭고 크고 강한 가시가 있다. 이들은 우

리나라  연안 얕은 바다의 조간 에서부터 수심 

70미터의 암  사이에 리 서식하는데 제주도 해역

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Heliocidaris
crassispina

Pseudocentrotus 
depressus

Hemicentrotus 
pulcherrimus

그림 1.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성게들
Fig. 1 Sea urchins Discovered in Our Coast

분홍성게는 가장 형이고 수심 10～15 m에 서식

하며 식용소재로서 산업  자원가치가 높다[5]. 성게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성게의 모식도
Fig. 2 Schematic Section of Sea Urchin 

2.2 성게의 칼라 경계검출

컬러 상에서 경계선을 찾는 간단한 방법은 입력 

상을 그 이 스 일로 변환하여 경계선을 찾는 방

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분의 컬러 상에서 

경계를 정확히 추 하기가 어려우며, 상 내부에 오

직 색상 정보에 의해 역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든다. 즉, 상 내부에 채

도가 다른 경우 그 이스 일 정보만을 사용하여 경

계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컬러 상에서 경계선을 찾기 해서는 상의 각 

색 평면의 경계선을 찾아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계산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다양한 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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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사용할 수 있다. YUV 모델은 YCbCr 모델로도 

불리며 RGB 색에서 밝기성분(Y)과 색차정보(Cb, 

Cr)를 분리하여 표 하는 색상모델이다[12]. Y, Cb, 

Cr은 각각 0～255 사이의 값을 가지며 Y가 커지면 

 그림이 체 으로 밝아지고 Y가 작아지면 체

으로 어두워진다. YUV 색상공간에서 컬러 상의 

경계선 검출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YUV 색상공간에서 컬러 상의 경계선 검출
Fig. 3 Phase of the autonomy law 3 Edge 
detection of color image in YUV color space

입력 상을 YUV 색 평면으로 나  후, 각 평면

에 해 경계선 검출 필터를 사용하여 경계선 정보

를 얻는다. 이를 각각  ,  , 라고 표 하면, 

식 1을 이용하여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한다.

              

  ∙ 
  ∙ 

  ∙ 
 

    (1)

Single 

object image

Color boundary 

detection

Multiple 

objects Image

Color boundary 

detection

그림 4. 컬러 경계 검출 상
Fig. 4 Images of Color Edge Detection

단일개체는 수 카메라가 성게에 가까이 근하여 

하나의 개체가 보이도록 촬 한 상이고 다 개체

는 조  먼데서 여러 개의 개체가 보이도록 촬 한 

상이다. 경계 검출 상은 그림 4와 같다.

Ⅲ. 응  경계 검출

성게 상은 가시가 매우 많고 수  속 배경이 다

양하여 개체의 치와 배경에 따라 경계를 검출하기

가 매우 어렵다. 성게 인식을 하여 외 상 특성으

로 단일개체의 특징은 많은 원형의 모양과 긴 가시

부분으로 할 수 있으나 다  개체는 가시부분이 

무 작고 경계검출이 잘 되지 않아 가시를 제외한 내

부 역의 특성을 이용해야 한다[11]. 

본 논문은 다양한 수  배경의 성게 상을 상

으로 경계검출 실험을 하 다. 1단계는 컬러 경계검

출의 단 을 보완하고 외부의 가시 심의 역보다 

내부 역 주의 경계를 검출하고자 응  외곽선

(Adaptive Contour) 추출을 하여 경계 내부에 칼라

로 역 표시를 하고, 차후 원형도와 같은 특징을 추

출하고자 역 이블링(Labeling)을 하여 역을 분

할한다. 2단계는 역 분할 상을 가지고 그 이 

변환을 한 후 주변 잡음이나 작은 역을 없애기 

하여 팽창 연산을 한다. 팽창 연산을 한 상을 가

지고 잡음의 향을 덜 받는 소벨 알고리즘(Sobel 

Algorithm)을 이용하여 경계검출을 한다. 성게의 경

계검출 블록도(Block diagram)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경계검출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Edge Detection

3.1 응  외곽선 추출

성게는 형 해조류를 다 먹어치우고도 먹이 부족

으로 굶어 죽지 않는다. 형 해조류를 다 먹고 나

면 바 에 붙어서 빈약한 석회조류를 먹으면서 덩치

는 작지만 근근이 살아간다. 따라서 갯녹음이 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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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성게는 바다 속의 바 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입력 상은 바다 속의 배경이나 바 에 있는 성

게의 다  개체 상을 사용하 다. 성게의 입력 

상은 그림 6과 같다.

Multiple objects 
Image

 그림 6. 다  개체의 성게 상들
Fig. 6 Images of Sea Urchin for Multiple Objects 

응  외곽선 추출은 성게의 몸통 부분의 역을 

검출하기 하여 외곽선의 크기와 명암 비를 이용

하 으며 명암 비는 상의 최  명암 비, 경계선

의 명암 비와 평균 명암 비 등의 3개를 임계값을 

가지고 실험하 다. 

다  개체인 경우 멀리서 촬 한 경우와 가까이서 

촬 한 경우에 개체의 크기가 많이 다르며 바 에 

있을 때와 다른 배경에 있을 때에 따라서 특징 값들

이 많이 다르다. 상들의 외곽선 추출을 한 특징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상들의 외곽선 추출을 한 특징 값 
Table 1. Feature values of images for Contour Tracing

Image
Contour 
Size

Maximal 
Contrast

Average 
Contrast

Border 
Contrast

1  380 60 - -

2  200 60 - -

3  130 - 20 -

4 2000 - 10 -

5 3000 - 10 -

6  700 - - 20

외곽선 크기 Contour_Size가 1000보다 크면 개체

가 커서 바 나 배경에 모여 있는 경우로 

Average_Contrast=10으로 하고  Contour_Size < 

400 이면 개체가 작고 부분 바 에 모여 있는 경

우로 Maximal_Contrast=60으로 한다. 배경이 복잡하

고 배경과 성게가 겹쳐진 역이 있는 경우는 경계

선 조값 Border_Contrast=20으로 한다. 외 으로 

Image 3번은 청색 칼라톤으로 외곽선 추출 시 Blue

에 해서 외곽선을 추출하여 Contour_Size와 

Average_Contrast의 값이 다르게 나왔다. 응  외

곽선 추출 상은 그림 7과 같다.

Adaptive outline

Tracing

그림 7. 응  외곽선 추출
Fig. 7 Images of Adaptive Contour Tracing

3.2 역 표시  분할 

역 표시는 성게의 역을 검출하기 하여 외곽

선 상에 표시된 내부 역에 칼라로 표시한다. 

역 표시된 상은 그림 8과 같다.

Region detection

그림 8. 역 표시
Fig. 8 Images of Colored Regions

역 이블링이란 상 내부에 있는 물체의 형태나 

크기 특징을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

블링 과정을 통해 각각의 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픽셀

들을 하나의 역으로 만들어 물체와 배경을 구분한다. 

      
 ×

       
 ×

  (a) 4-근방 픽셀들   (b) 8-근방 픽셀들
  그림 9. 픽셀의 인 성

Fig. 9 Contiguity Characteristic of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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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링 된 후에는 서로 연결된 인  픽셀 역

은 픽셀들의 값이 동일한 하나의 번호로 이블링되

어 나타나며 다른 인  역 성분은  다른 번호로 

나타난다[6].

디지털 상처리에서 픽셀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픽셀의 인 성 표 이며, 픽셀의 인 성은 4-근방 

는 8-근방을 이용하여 나타내며 그림 9와 같다.

4-근방 픽셀은 그림 9-(a)의 ×로 표시된 심픽

셀 ( x, y )의 주 에 인 한 4개의 픽셀을 의미

하고 8-근방 픽셀은 그림 9-(b)에서 심픽셀 

( x, y )에 인 한 8개의 픽셀을 의미한다.

역 이블링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이진화 상을 탐색하다가 밝기가 255인 

픽셀값을 만나면 이블링을 수행한다.

단계 2 : 밝기가 255인 픽셀값의 좌표를 방문 픽셀

로 설정한다.

단계 3 : 단계 2의 밝기가 255인 픽셀값의 좌표를 

4-근방 는 8-근방의 심픽셀로 설정한다.

단계 4 : 심픽셀 주 에 인 한 픽셀의 미방문 

255 픽셀값을 만나면 단계 2～단계 4까지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6].

역 분할 후 차후 성게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성

게를 인식하기 하여 역 이블링을 이용하여 각

각의 내부 역을 분할하 다(그림 10).

Region Splitting

  그림 10. 역 분할
Fig. 10 Images of Region Splitting

1단계에서 성게의 다  개체가 있는 상에서 성

게 몸통 부분을 심으로 경계를 추출하여 역 

이블링을 실시하여 후보 역들을 분할하 다. 성게

가 아닌 것들은 외 상 원형이 아닌 경우가 많고 성

게인 역보다 큰 역을 가지고 있다. 

3.3 그 이 변환과 팽창연산

상 내에는 다양한 물체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심 역의 나머지 부분의 물체들은 잡음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하는 물체만을 추출하기 

해서 모폴로지(Morphology)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  팽창 연산은 물체 내부의 돌출부는 감

소하고 외부의 돌출부는 증가시켜서 물체의 크기를 

확장하고 배경은 축소하는 기법으로 물체 내부에 발

생한 구멍과 같은 공간을 채우거나 짧게 끊어진 

역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팽창 연산은 상 내의 구조요소의 값  하나라

도 역 내에 존재하면 그 지 의 값을 0으로 설정

한다. 여기서 A의 배경을  Ac로 표 했다. B에 의한 

A의 팽창은 A⊕B로 표기되며, B에 의한 A의 팽창

연산은 이동된 가 어도 A의 한 요소와 겹치

는 모든 구조요소 원 의 치들로 구성되는 집합이

다[7]. 팽창연산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                       (2)

성게 경계 검출하기 하여 상을 그 이 상으

로 변환한 후 변환 된 상에 경계 주변의 잡음제거

를 해 팽창연산으로 그림 11의 결과를 얻는다.

Dilation operation

그림 11. 팽창 상
Fig. 11 Images of Dilatation

3.4 경계검출

소벨(Sobel) 연산자는 외곽선 검출을 한 1차미

분 연산자로 가우스 스무싱(Gaussian Smoothing)과 

미분 도함수를 결합하여 이미지의 그 이스 일로부

터 이미지 강도의 경사도를 추정한다. 

소벨 연산자는 수평변화와 수직변화를 탐지하기 

하여 두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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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근의 변화가 클 때 해당 역을 경계로 간주

한다[8]. 상 이미지 내에서 임의의  (x, y)에서 x

의 수평변화 Gx는 홀수크기의 커 로, 이미지 I를 

이용하여 콘볼루션(convolution)을 수행한다. 커 의 

크기가 3인 경우, Gx는 식 (3)으로 구할 수 있다.












  
  
  

                              (3)

 (x, y)에서 y의 수평변화 Gy 한 홀수크기의 

커 로, 이미지 I를 이용하여 콘볼루션을 수행한다. 

커  크기가 3인 경우, Gy는 식 (4)로 구할 수 있다.

 











  
  

                            (4)

해당 이미지에서 계산한 Gx와 Gy에 기반 할 때, 

경사도 G는 식 (5)와 같다[9].

                                 (5)

소벨 알고리즘은 외곽선 검증 결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외곽선 검측의 을 마스크를 심으로 

상 픽셀과 가까운 픽셀에 두기 때문에 노이즈의 

향을 비교  덜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0]. 경계 

검출을 한 결과 상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경계검출 상
Fig. 12 Images of Edge Detection

2단계는 역 분할된 상을 가지고 그 이스 일

로 변환 후 팽창 연산을 하여 주변의 작은 역들을 

제거하 다. 경계는 잡음에 향을 게 받는 소벨

연산을 이용하여 검출하 다. 

칼라경계검출, 이진화 후의 경계 검출이나 그 이

스 일로 변환한 후의 경계 검출이나 모두 복잡한 

배경이 겹쳐져 있거나 가시가 많은 성게의 단일개체

나 다 개체의 경계를 성게 인식을 한 특징 을 

분석할 만큼 뚜렷하게 추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

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성게의 가시뿐만 아니라 몸통 

부분까지 배경과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다 속의 여러 개의 성게를 인식

하는 다  개체 인식 로그램에서 성게의 특징 을 

추출하기 한 응  경계검출을 제안하 다. 경계

검출 상은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다의 해  성게 상을 모래, 수 , 바 의 배경 분

류에 따라서 경계검출을 하 다. 

1단계처리에서 복잡한 배경을 가진 상의 경계 

검출 시 발생하는 상 체에 생기는 잡음을 제거

하 고, 차후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내부 역의 

외곽선을 추출하여 역 이블링을 하 다.

2단계에서는 성게가 아닌 다른 개체의 작은 역

을 제거하기 하여 그 이스 일로 변환한 후 팽창 

연산을 하 다. 마지막으로 경계 주변에 잡음을 잘 

제거해 주는 소벨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계 검출을 

하 다. 1단계는 차후 성게 인식 로그램에서 성게

가 아닌 역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는 

차후 성게 인식 로그램에서 성게의 특징들을 쉽게 

찾아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응  제안한 방법에서 성게 역을 검출하

거나 성게의 특징인 가시, 원형도와 색상 등을 찾아

서 성게를 인식하면 성게의 포획 방법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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