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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해삼의 특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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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Point Extraction of Sea Cucumbers using Canny Edg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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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1500 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해삼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요한 수산 자원으로 취 되어

져 왔고 개체군 보존 리 보호종에 속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해삼에 한 연구는 음식과 추출물의 효능에 

한 것이 부분이며, 아직까지 해삼 특징 식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부

가가치 품종인 해삼을 량으로 포획하기 하여 해삼의 특징  추출을 한 경계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향후 해삼 인식 로그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sea cucumber, which is distributed over 1,500 species worldwide, is a highly value-added variety that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source of marine resources in many countries for a long period of time. Most of the research 

on sea cucumbers involves the effectiveness of food and its extractions; however, there was no research on the 

extraction of sea cucumbers. In response, this research suggested a boundary detection algorithm to extract the special 

spot of sea cucumbers Therefore, in order to capture a large quantity of high value-added in sea cucumbers and we 

believe that they will be a great help to the sea cucumber recognition progra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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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삼(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은 도 35∘

N에서 44∘N의 아시아 연안에 주로 분포하며, 외해수

의 향을 받는 한국의  연안에 서식하는 수산 무

척추 동물이다[1].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에 치한 

말 이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국 등 여러 나라에

서 해삼은 요한 식품으로 여겨지며, 세계 으로 1500

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삼은 한국을 비롯하여 

국, 일본 등에서 통 으로 요한 수산 자원으로 

취 되어져 왔으며, 개체군 보존 리 보호종에 속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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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참해삼인 돌기해삼(Strichopus japonicus)

을 포함하여 총 4목 10과 29종이 서식하고 있다. 돌

기해삼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삼류  가장 표

인 종으로  연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 생산되는 해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삼은 

먹이와 서식처에 따라 표피의 색이 달라져 색깔에 따

라 홍해삼, 청해삼, 흑해삼, 해 리해삼 등으로 구분해

서 불리며, 이  청해삼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삼은 수온이 8~10∘C에서 식욕이 가장 왕성하고 

운동량이 많아 빠르게 성장한다[2]. 특히, 해삼은 매

자 수요 품목으로 정부의 10  수출 략 품종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은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해삼을 이용한 음식이나 추

출물 는 건조물을 통한 건강에 한 효능이 주를 

이루며 아직 해삼 인식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을 

량으로 포획하기 하여 특징  추출[3-4]을 한 

경계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국내 해삼 황과 경계 검출

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경

계 검출에 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

론을 통하여 용  개선에 하여 논한다.

Ⅱ. 련연구

2.1 우리나라의 해삼

해삼은 극피동물문 해삼강(Holothuroidea)에 속하는 

해양무척추동물로 세계 으로 약 1천 5백종이 분포하

고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는 주요 수산물이다. 우

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되는 해삼은 그림 1과 같이 돌

기해삼, 가시닻해삼, 아기닻해삼, 오각해삼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삼 는 참해삼으로 부르는 것은 돌기해삼

으로 국내 해삼어획량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돌기해삼은 퇴 물 섭식성으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어 내장기 을 통과하면서 양분을 흡수하고 나머

지는 꺼기로 배출하여 해  바닥에 쌓인 유기물을 

제거하는 정화효과가 크다.

소  물질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홍해삼이라고 부르

는 해삼이 있다. 일반 으로 해삼이라고 부르는 청해

삼과 구분하여 특별 취 하는데 사실 이 둘은 단일 

종으로 서식지 환경과 먹는 먹이게 따라 색깔과 생김

새가 좀 다를 뿐 돌기해삼이다.

Stichopus
japonicus

Cucumaria

chronhjelmi

Protankyra

bidentata

그림 1. 국내 연안에서 서식하는 해삼들
Fig. 1 Sea Cucumbers living off the coast of korea

소형 오각 삼(Cucumaria chronhjelmi)은 동해 남

해에 분포하며 선홍색이나 분홍색의 몸통에 갈색의 

수를 가지며, 부유물을 먹는다. 일반 인 해삼과 달

리 많은 잔가지가 잘 발달된 수를 가진 타원 삼

(Cucumaria japonica)과 진흙에 살면서 표면에 돌기

가 없고 매끈한 가시닻해삼(Protankyra bidentata)이 

있다. 해삼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해삼의 모식도

   Fig. 2 Schematic section of sea cucumber

2.2 해삼의 경계 검출

경계 검출은 인식기술 면에서 간단하고 유용한 방

법으로 리 사용되며 개체 내 경계의 넓이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된다. 경계를 검출하는 방

법에는 1차 미분 마스크를 이용한 경계 검출, 컴퍼스 

그라디언트 마스크(Compass gradient mask) 연산자

를 이용한 경계 검출, 컬러 경계 검출 방법이 있다.

1차 미분 마스크를 이용하면 인 한 픽셀간의 밝기 

값이 매우 큰 경우에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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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컴퍼스 마스크 연산자를 이용한 경계 검출은 크

기가 작을수록 잡음에 민감하며 마스크가 클수록 세

한 경계선을 검출할 수 없다[6].

컬러 경계 검출은 입력 상을 그 이 스 일로 변

환하여 경계선을 찾는 방법으로 정확한 경계추 이 

어렵고 색상정보에 의해 역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

는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든다[7].

컬러 상에서 경계선을 찾기 해서는 부분 

상의 각 색 평면에서 경계선을 찾아서 유클리디안 거

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방법은 다양한 색

상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Ⅲ.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경계검출

실제 상은 수  속 배경이 다양하여 개체의 치

와 배경에 따라 경계를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수  배경의 해삼 상을 상으로 경계 검출 

실험을 하 다. 1단계로 RGB 컬러 상을 YUV 컬러 

상으로 변환하 다. 2단계로 YUV 컬러 상에 

Otsu 이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

다. 3단계로 주변 잡음과 작은 역을 없애기 하여 

팽창 연산과 침식 연산을 용하 다. 4단계로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검출하 다. 해삼의 

경계선을 검출하는 블록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경계 검출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edge detection

3.1 컬러 상 변환

YUV 컬러 모델은 색상보다 밝기에 민감하다는 사

실에 착안한 방식으로 하나의 밝기/휘도((Luminance)

인 Y성분과 두 개의 색차성분으로 색상(Hue/Tint)인 

U 성분, 포화도(Saturation)인 V성분으로 구분된다. Y

성분은 오차에 민감하므로 색상성분인 U와 V보다 많

은 비트를 코딩한다. 

YUV 컬러 모델의 장 은 RGB컬러 모델보다 빛에 

둔감하다. 4:2:2 YUV 컬러모델은 두 픽셀의 U와 V값

이 같고 Y성분만이 다른 색 형식이다. 따라서 RGB 

컬러모델보다 데이터량이 은 것도 장 이다. YUV 

컬러모델은 CD-I와 DVI(Digital Video Interactive)에

서도 사용된다. YUV는 식 (1)과 같이 Gamma 교정

된 RGB로부터 변환되고 Y값이 0에서 255까지의 값

을 가질 때 U는 ± , V는 ±의 범 의 값을 

가진다[8].



  

   

  (1)

YUV에서 RGB로 변환하는 방법은 식 (2)과 같다.

     

    

     

                  (2)

그림 4는 RGB 컬러 해삼 상을 YUV 컬러 상

으로 변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컬러 상 변환
Fig. 4 Color imag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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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tsu 이진화

입력 상의 히스토그램 분포에서 객체와 배경의 분

리도를 최 화하기 한 이진화방법으로 통계 인 의

미에서의 최  임계값을 자동 으로 결정한다[9].

Otsu 이진화 방법은 분산비를 최 로 하는 방법으

로 역 이진화 방법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명도가 불균일한 상에서는 여

히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역 이진화 방법이기 

때문에 응 이진화 방법보다 세 한 이진화 상을 

얻기는 힘들다[10]. 그림 5는 Otsu 이진화 방법을 

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Otsu 이진화

Fig. 5 Otsu BINARIZATION

3.3 모폴로지 기법

모폴로지 기법에는 이진 상에서의 모폴로지 기법

과 그 이 상에서의 모폴로지 기법이 있으며, 모폴

로지 알고리즘으로는 침식(erosion) 연산, 팽창

(dilation) 연산, 열림(opening) 연산, 닫힘(closing) 연

산으로 분류된다. 그림 6은 침식 연산 마스크와 팽창 

연산 마스크를 보여 다.

255 255 255 0 0 0

255 255 255 0 0 0

255 255 255 0 0 0

침식연산 팽창연산

그림 6. 연산 마스크

Fig. 6 Operation mask

침식 연산은 물체에 해 배경을 확장시키고 물체

의 크기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물체와 배경 

사이의 스 크 잡음 제거와 같이 체 상에서 아주 

작은 물체를 제거하거나 는 체 상에서 배경확

장에 따른 물체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팽창 연산은 물체의 최외각 픽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물체의 크기는 확장되고 배경은 축소된다. 물체 

안의 홀과 같은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하거나 서

로 짧은 거리만큼 끊어진 역을 연결시켜 다. 

제거 연산은 침식 연산 다음에 팽창연산을 바로 사

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원 상을 침식 연산으로 상

의 최외각을 한 픽셀씩 없애고 다시 팽창 연산으로 

최외각을 한 픽셀씩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침식 연산을 사용한 상은 원 상의 크기를 잃어

버리는 단 을 가지고 있지만 제거 연산은 침식 연산

으로 미세한 잡음을 제거하고 다시 팽창 연산을 수행

함으로써 원 상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팽창 연산과 침식 연산을 사용하

다. 그림 7은 모폴로지 기법을 용하여 처리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모폴로지 기법
Fig. 7 Morphology method

3.4 캐니 에지 검출

1986년 John F Canny에 의해 개발된 캐니 에지 

검출은 다단계 알고리즘(multi-stage algorithm)으로 

범  가장자리를 감지한다[11]. 캐니 에지 검출은 

서로 다른 역을 구분하는 에지 픽셀들을 찾는 용도

로 사용되지만, 에지들이 의미를 갖기 해선 외곽선

(contour)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로그래  

구 에서 OpenCV는 외곽선 생성 함수 

cvFindContours() 함수를 제공한다1).

캐니 에지 검출은 식 (3)과 같이 수평 미분과 수직

미분으로 분류한다.

 










   
   
   

  










  
  
     

   (3)

1) https://blog.naver.com/hss9205/22113949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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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 에지 검출은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수평 X

축, 수직 Y축 방향을 합하여 에지를 구한다. 상에서

의 미분은 인  픽셀들과 재 픽셀의 차이며, 식 (4)

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나타내고, 식 (5)는 맨하튼 디

스탄스를 나타낸다.

                               (4)
                                 (5)

의 두 미분(X축, Y축)의 합을 피타고라스의 정리 

혹은 맨하튼 디스탄스를 이용하여 에지의 강도를 구

한다. 이를 통하여 강도가 약한 에지인지 강한 에지인

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림 8은 캐니 에지 검출 결과

를 보인다.

그림 8. 캐니 에지 검출
Fig. 8 Canny edge detec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다 속의 해삼을 인식하는 로그

램으로 해삼의 특징 을 추출하기 한 캐니 에지 검

출을 이용한 경계 검출을 제안하 다. 경계 검출 상

은 고부가가치 상품인 바다 속 다양한 해삼 에서 

돌기해삼만을 이용하여 경계 검출을 하 다.

1단계 처리에서는 RGB 컬러 해삼 상을 YUV 컬

러 상으로 변환하 다. 2단계 처리에서는 YUV 컬

러 상에 Otsu 이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화 

상으로 변환하 다. 3단계 처리에서는 주변 잡음과 

작은 역을 없애기 하여 모폴로지 기법인 팽창 연

산과 침식 연산을 용하 다. 4단계 처리에서는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하여 경계를 검출하 다.

향후 제안한 경계 검출 방법에서 해삼 역을 추출

하거나 종류별로 다양한 색상을 가진 해삼의 특징을 

이용하여 로 을 이용한 해삼 포획 로그램에 용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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