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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물 역 분할 방법

박상
*

Water Region Segmentation Method using Graph Algorithm

Sang-Hyun Park*

요 약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홍수나 집  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재해들이 미리 그

리고 효과 으로 인지될 수 있다면 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들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비주얼 센서 

기술의 발 을 바탕으로 재해를 방하기 해 하천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환경을 감시하는데 비주얼 센서 기

술을 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하천 감시 

시스템에 용 가능한 하천 상에서 강물 역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먼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을 세 하게 분할한다. 그리고 강물 역과 배경 역에 한 사  정보를 

이용하여 기 역을 설정하고 유사한 역을 병합하여 각 역을 확장함으로써 강물 역을 분리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강물 상에서 강물 역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The various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localized heavy rains are increasing due to the global warming. If a natural disaster 

can be detected and analyzed in advance and more effectively, it can prevent enormous damage of natural disasters. Recent development 

in visual sensor technologies has encouraged various studies on monitoring environments including riv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water regions from river images which can be exploited for river surveillance systems using video sensor networks. In 

the proposed method,  we first segment a river image finely using the minimum spanning tree algorithm. Then, the seed regions for the 

river region and the background region are set by using the preliminary information, and each seed region is expanded by merging similar 

regions to segment the water region from the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separates the water region from 

a river image easier and accurately.

키워드

Environmental Monitoring, Minimum Spanning Tree, Image Segmentation, River Surveillance

환경 감시, 최소 신장 트리, 상 분할, 하천 감시

* 교신 자: 순천 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ㆍ   수  일 : 2018. 04. 30

ㆍ수정완료일 : 2018. 06. 22

ㆍ게재확정일 : 2018. 08. 15

ㆍReceived : Apr. 30, 2018, Revised : Jun. 22, 2018, Accepted : Aug. 15, 2018

ㆍCorresponding Author : Sang-Hyun Park

　Dept. Multimedia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shark@scnu.ac.kr

Ⅰ. 서 론

최근  지구 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상 

기후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

다. 기후 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상치 못한 다양

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환경을 효과 으로 모니터링하여 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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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2]. 남해안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고 그 

향이 하천에 직 으로 미치는 지역들이 많이 있

다. 이런 많은 하천들을 주민들이 수로로 이용하기 때

문에 하천에 한 체계 인 리는 재해를 방하는

데 필수 이다. 

기존의 상을 이용한 하천 감시 시스템은 주로 

CCTV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체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천의 여러 

곳을 모니터링하기 보다는 소수의 주요 지역만을 모

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다 넓은 역

의 하천 재난 상황을 인식하기 해 인공 성을 이용

하기도 한다[3]. 하지만 성사진의 경우 넓은 범 를 

커버하기 때문에 비교  큰 하천에 해서 용되고 

있다. 

최근 자연 환경에 한 원격 감시의 용도로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용하기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으로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간단한 형태

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 으로 개발되었지만 재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태양 과 같은 원 기술의 발

달로 상 정보도 센서 네트워크에 용되고 있다

[4-5]. 하천의 경우도 센서를 이용한 하천 감시 시스

템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는 서비스가 제시되었

다[6-7]. 실제로 서울의 양재천의 경우 제방의 수평변

, 하천 수  측정, 유속 측정  수질 측정을 한 

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하천 모니터링을 해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용할 때 비주얼 센서에서 촬 된 

상을 분석하여 강물 역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를 해 해안과 인 하여 하천의 수량이 조석

의 향을 직 으로 받는 벌교의 벌교천을 상으

로 상을 분석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주기 으로 

촬 된  해상도의 상을 분석하기 하여 그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지역을 지속

으로 촬 하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특징을 고

려하여 효과 으로 강물 역을 분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그래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 분할 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

서는 그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강물 역을 분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

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Ⅱ. 그래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 분할

상 분할에 많이 사용되는 근방법은 그래  알

고리즘과 민시 트 알고리즘이 있다. 민시 트 알고리

즘은 일종의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추가 인 정보 없

이 상을 분할해주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이 알고

리즘은 계산량이 많은 단 이 있다. 따라서 비주얼 센

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교  짧은 주기로 촬 된 

상을 분석하는 자연 모니터링 응용에는 합하지 

않다[9].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그래  알고리즘에 속

하는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을 분

할한다.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많지 않

아 실시간 처리에 용 가능한 방법이다[10].

그래  알고리즘은 상의 모든 화소를 노드로 표

하게 된다. 따라서 상의 크기가 크면 그래 를 표

하기 한 배열이 커지고 계산량도 증가하게 된다. 

일반 으로 그래  방법을 용하는 응용은 상의 

크기를 작게 유지한다. 번째 노드와 번째 노드를 

각각 와 로 정의하면 두 노드 사이의 에지 

는 두 노드 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에지는 인

한 화소를 나타내는 노드 사이에서만 값을 가지고 

인 하지 않은 화소를 가리키는 노드 사이에서는 값

을 가지지 않는다. 에지 값이 크다는 것은 노드 사이

의 유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알고리즘

은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도가 낮은 에지를 심

으로 분할함으로써 상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은 그래  알고리즘에서 최

의 분할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하나의 역을 나타

내는 노드의 집합을 라고 하면 의 균일한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를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max  ∈         (1)

두 노드의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을 합칠지 여부

는 식 (2)와 (3)의 지표를 이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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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 
       


.

 min ∈ ∈ (3)

두 집합의 공통 균일 정도를 나타내는 

  값과 두 집합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값이 작으면 두 

집합을 합치게 된다.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에서 얼

마나 세 하게 역을 분할할 것인지는 수식 (2)의 

값을 이용하여 조정하게 된다. 값이 작아지면 세

하게 분석하게 되고, 따라서 많은 수의 작은 역들이 

생성되게 된다.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은 계산을 해 에지를 오

름차순을로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렬과정이 

계산 시간을 좌우하게 되는데, 상의 크기가 커지면 

에지의 수도 커지기 때문에 상의 크기를 제한하여 

에지의 수를 일 필요가 있다. 정렬은 에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한정된 범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

하여 기수정렬이나 버킷 정렬을 이용하면 에 마

칠 수 있기 때문에 상의 크기만 하게 유지하면 

실시간 응용에 용할 수 있다[9].

Ⅲ. 제안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에서 촬 된 

상을 상으로 강물 역을 분할하는 방법을 구

하 다. 벌교천은 바다와 인 하여 수량이 조석의 

향을 직 으로 받아 주기 으로 수 가 변하는 특

징이 있다. 그림 1은 벌교천에서 촬 된 상의 한 

이다. 그림을 보면 벌교천은 강 주 로 갈 들이 군락

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벌교천 상
Fig. 1 Bulgyo river image

그림 2는 그림 1에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용

하여 상을 분리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a)는 

값을 200으로 설정하 을 때의 결과이다. 이 값은 비

교  작은 값으로 세 한 분할이 이루어져 많은 수의 

작은 역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b)

는 값을 700으로 설정하 을 때의 결과로 그림 2(a)

와 비교해 보면 비교  큰 범 로 역을 분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 히 강물 역만을 

분리하기에는 다소 많은 역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c)는 값을 1000으로 설정한 결과로 강

물 역과 배경 역이 합쳐진 결과를 볼 수 있다. 

값을 크게 하면 작은 역들이 큰 역에 병합되는 

효과가 있지만 단순히 값만을 증가시킨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 신장

트리는 아무런 사  지식 없이 상을 분할하는 방법

이어서 본 논문에서 목 으로 하는 강물 역을 분리

에는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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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2. 최소 신장트리를 이용하여 상을 분할한 

결과 (a) =200, (b) =700, (c) =1000
Fig. 2 Segmentation results using minimum spanning 

tree (a) =200, (b) =700, (c) =1000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응

용에서는 동일한 역에 해서 주기 으로 상을 

촬 하기 때문에 사  정보들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

인 상 분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는 먼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을 

세 하게 분할하고 사  정보를 반 하여 분할된 

상을 하게 병합함으로써 강물 역을 정확하게 

추출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구성을 보여

다.

입력 상에 해서 먼  심 역을 설정한다. 

환경 모니터링은 일정한 지역을 지속 으로 촬 하기 

때문에 사  정보를 활용하면 상 분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벌교천 상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다리를 

기 으로 다리 아래 상과 나머지 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식이 필요한 부분은 다리 아래 역이

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다리  상을 제거하고 

필요한 아래 부분의 상에 해서 알고리즘을 용

한다.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 구조
Fig. 3 Structure of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4. 벌교천 상의 심 역
Fig. 4 Region of Interest of bulgyo river image

심 역에 해서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을 분할한다. 이때 상을 세 하게 분석

하기 하여   값을 200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의 계산량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

하기 하여 상의 가로 해상도를 300 화소로 조정

하고 세로 해상도는 원 상의 비율을 유지하여 조정

한 후 알고리즘을 용한다. 분할된 역의 수가 이

라고 하면 상은 분할된 역의 집합으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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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기서 는 번째 분할 역을 나타낸다.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분할된 역에 

해서 역의 표 값을 결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에

서는 표 값으로 역을 구성하는 화소들에 해서 

컬러 성분별 평균 값을 역의 표 값으로 이용한다. 

각 역에 해서 컬러 성분별 평균 값을 구하고 이 

값은 다른 역과의 유사도를 평가할 때 사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분할된 역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강물 역과 배경 역을 분리한다. 역을 병합하여 

확장하기 해서는 먼  강물 역과 배경 역을 나

타내는 기 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 기 역의 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기 역은 여러 곳을 지정할 수 있고 각 기 

역은 배경 역과 강물 역으로 구분된다. 기 

역의 개수가 이라고 하면 기 역의 집합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여기서 는 번째 기 역을 나타낸다. 기 역

이 하나의 분할 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역을 

기 역으로 사용하고 여러 분할 역이 같이 포함

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역을 차지하는 분할 역으

로 기 역을 조정한다. 조정한 후 각 기 역에 

해서 컬러 성분별로 평균 값을 계산한다.

강물 역과 배경 역에 한 병합은 기 역의 

표 값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즉, 각 역의 표 값

과 강물 역과 배경 역의 표 값을 비교하여 유

사한 쪽으로 병합을 진행한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는 번째 분할 역과 번째 

기 역의 컬러 성분별 평균 값의 차이에 한 제

곱평균제곱근 값으로 식 (6)과 같이 계산한다. 

           

           

(6)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분할 역과 기 

역의 컬러 성분 에 한 평균 값을 의미한다.

표 1. 분할 역의 병합 알고리즘
Table 1. Merging algorithm of segmented regions

for   in 

    for   in 

          =  

    end

        
  arg min


  ⋯

        

 


∪

end

(a) the 2nd day

(b) the 3rd day
그림 5. 벌교천의 표 상 (a) 2일차, (b) 3 일차
Fig. 5 Representative images of bulgyo river

Ⅳ. 실험결과

본 실험을 해 남 보성군 벌교읍의 벌교천에서 

서로 다른 3일에 걸쳐 20장씩 촬 된 총 60장의 상



JKIECS, vol. 13, no. 04, 787-794, 2018

792

을 활용하 다. 그림 1이 첫째 날에 촬 된 상들의 

표 상이고, 그림 5는 다른 두 날에 촬 된 표 

상을 나타낸다. 상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날은 

간조 시 촬 된 상으로 강물의 수 가 많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날은 만조 시 촬 된 상으로 

강물의 수 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셋째 날 촬 된 

상은 큰 비가 온 후에 촬 되어 배경을 구성하는 

갈 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강물과 배경에 한 두 개의 기 역 설정
Fig. 6 Setting two seed regions for river and 

background

먼  강물 역과 배경 역에 기 역을 하나씩 

설정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실험한다. 그림 

6은 강물 역과 배경 역에 하나씩 기 역을 설

정한 모습을 보여 다. 강물 역에 한 기 역은 

강물 역의 가운데 지 을 선택하 고, 배경 역에 

한 기 역은 배경을 이루는 갈 를 포함하는 지

을 선택하 다.

그림 7은 설정한 두 기 역을 이용하여 강물 

역과 배경 역을 분리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7(a)

를 보면 배경 역이 갈 와 비슷한 컬러를 가지는 

역으로 잘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바닥

에 해당하는 역들이 강물 역으로 포함되어진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7(b)와 그림 7(c)는 상이 바닥 

지형이 드러나지 않아 강물과 갈  지역으로 역을 

분리하는 것으로 강물 역을 비교  정확하게 구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물 역과 배경 역에 해서 각각 하나씩 기 

역을 설정한 결과 갈 로 구성된 배경은 비교  정

확하게 추출되지만 강바닥의 경우 강물 역과 병합

되어 강물 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생

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b)

(c)
그림 7. 2개의 역으로 분할한 결과 상 (a) 1일차, 

(b) 2일차, (c) 3 일차
Fig. 7 Result images from segmenting to two regions 
(a) the 1st day, (b) the 2nd day, (c) the 3rd day

그림 8. 강물과 배경에 한 세 개의 기 역 설정
Fig. 8 Setting three seed regions for river and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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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을 배경으로 분리하기 하여 강바닥에 해당

하는 지 을 배경 역으로 추가한다. 그림 8은 그림 

6의 기 역에 추가로 강바닥 지형에 해당하는 지

을 기 역으로 추가한 것을 보여 다.

(a)

(b)

(c)
그림 9. 3개의 역으로 분할한 결과 상 (a) 1일차, 

(b) 2일차, (c) 3 일차
Fig. 9 Result images from segmenting to three regions 
(a) the 1st day, (b) the 2nd day, (c) the 3rd day

그림 9는 배경 역으로 강바닥 역을 추가하여 

강물 역을 분리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9(a)는 강

바닥이 드러난 상으로 강바닥 부분을 기 역으

로 지정하 기 때문에 강바닥 부분을 정확하게 검출

하여 강물 역과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반면 

그림 9(b)와 9(c)는 강바닥이 드러나지 않은 상이

다. 그림 9(b)의 경우 이 기 역이 치한 역이 

갈 로 구성된 배경 역과 컬러 성분이 유사하여 두 

역이 하나의 배경 역으로 병합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9(c)의 경우 배경 역이 두 부분으로 나

어졌는데, 한 부분은 기존의 갈  역이 확장된 부분

이고 다른 하나는 흙이 묻은 갈  역이 확장된 

역이다. 추가된 기 역에 치한 역이 흙이 묻은 

갈  역의 컬러 성분과 유사하여 그쪽으로 병합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9(b)와 9(c) 모두 배경 역

의 추가로 인해 강물 역 검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서를 이용한 하천 모니터

링 시스템에 용 가능한 강물 역 분리 방법을 제

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강물 역을 보다 세 하

게 검출하기 하여 그래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 고, 

환경 모니터링 어 리 이션의 특성을 이용하 다. 구

체 으로 강물 역과 배경 역의 사  정보를 이용

하여 배경의 기 역을 하게 설정하고 기 

역을 확장함으로써 강물 역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

한다. 실험을 통해 하게 강물 역과 배경 역을 

지정하여 원하는 강물 역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

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수 를 측하는 응용에 용될 

정이다. 벌교천은 실제로 주민들이 배를 이용하여 

바다로 나가기 한 수로로 사용되고 있어 간조 시 

조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강물 역을 검출하

고 검출된 역을 수치화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수  

하에 따른 조난 사고를 방할 수 있는 기술  시

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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