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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갯벌 상에서 게 역 추출 방법

박상
*

Crab Region Extraction Method from Suncheon Bay Tidal Flat Images

Sang-Hyun Park*

요 약

순천만은 매우 요한 자연자원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

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주기 으로 찰하여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람이 직  찰하는 비효율 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자동

으로 모니터링하기 한 방법에 용될 수 있는 객체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차 상을 

이용하여 객체의 치 정보를 나타내는 경 맵을 구하고, 상의 세 한 경계 검출을 해 슈퍼픽셀 방법을 

용한다. 경 맵과 슈퍼픽셀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갯벌 상에서 게의 역을 추출한다. 실험 결과

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갯벌 상에서 게 역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Suncheon Bay is a very important natural resource and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tect it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lthough the project to monitor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periodically by observing the 

creatures in tidal flats is processing, it is being done inefficiently by people directly observing i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bject segmentation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method to automatically monitor the living creatures 

in the tidal flats. In the proposed method, a foreground map representing the location of objects is obtained by using a 

temporal difference method, and a superpixel method is applied to detect the detailed boundary of an image. Finally the 

region of crab is extracted by combining the foreground map and the superpixel inform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separates crab regions from a tidal flat image easily an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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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환

경에 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

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환경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의 변화를 측함으로써 

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

구들을 보면 주로 크기가 작은 데이터를 활용하 지

만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 으로 상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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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니터링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1-4].

다양한 지역에 한 환경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에서 갯벌은 해양 오염이나 수온 변화 

등을 찰할 수 있어 매우 요한 모니터링 상이 

되고 있다. 육지는 단기간에는 거의 일정한 환경을 유

지하지만 갯벌은 조석, 랑, 기압, 온도 등의 요인으

로 주기 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주기 인 변

화들도 자주 발생한다. 한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면 환경의 변화를 간

으로 측정할 수 있다[5].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의 이러한 환경  요성을 인

식하고 정기 으로 갯벌 생태에 한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있다. 주로 시민을 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고 갯벌의 특정 지역을 정하여 일 년에 네 차

례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속 인 생태

계의 변화를 찰하기에 횟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다. 한 모니터링 방법도 한계가 있는데, 모니터링 

상  서생물인 게, 어폐류, 다모류, 갑각류의 경

우, 모니터링 방식이 갯벌에 길이 2m인 정사각형 방

형구를 설치하고 멀리서 안경으로 찰하는 형태이

다.

기존 방법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많은 데이

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카메라를 이용하면 

보다 우수면서도 생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찰

할 수 있다. 카메라를 모니터링 지역에 설치하여 서

생물을 촬 하고 이를 분석하면 보다 효율 으로 

서생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한 상처리  인

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

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이용

하여 연속으로 촬 된 상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데

이터를 수집하기 한 응용에서 가장 기본 으로 수

행되는 객체 분할 방법을 연구한다. 다양한 서생물 

 게를 목표 상으로 하여 갯벌 상의 특성을 반

한 객체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속

으로 촬 된 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객체의 치를 

추출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하고, 객체의 치를 

심으로 정확한 객체의 역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제를 설

명한다.

Ⅱ. 제안하는 게  검출 방법

2.1 차 상을 이용한 객체 검출

갯벌 상에서 게 역을 검출하는 기본 인 방법

은 갯벌을 연속으로 촬 한 후 움직이는 요소를 추

하는 것이다. 연속으로 촬 된 상에서 움직이는 객

체를 추 하는 방법은 크게 차 상을 이용하는 방법 

(Temporal difference), 류를 이용하는 방법 

(Optical flow),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 (Background 

subtraction)이 있다. 류를 이용하는 방법은 움직임 

벡터 등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은 단

이 있다.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  가장 일반 인 

방법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비교  계산량이 많고 밝기값이 갑자기 변하

는 상황에 취약하다[6]. 차 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노이즈에 취약한 단 이 있지만 계산량이 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응용에 합하다.

갯벌 상은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과 유사하게 

역을 정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연속 으로 촬 한다. 

따라서 동일한 배경에 해서 촬 이 이루어고, 이 경

우 배경에 한 노이즈가 비교  어서 제안하는 방

법에서는 차 상을 이용한 방법을 용한다[7-8].

차 상을 이용할 때는 배경에 한 노이즈 외에도 

천천히 움직이는 객체에 의해 생기는 홀과 고스트 

역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MTD(: Modified Temporal Difference) 

방법을 용한다[7]. 번째 입력 상의    좌

표에 치한 화소를  라고 하면 MTD 방법은 

다음 수식과 같이 객체 추출 상 을 구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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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형된 차 상 방법
Fig. 1 Modified temporal differ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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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찰 상 갯벌 역
Fig. 2 Tidal flat area for observation

           (1)

           (2)

         (3)

그림 1은 MTD 방법의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연속된 입력 상의 차이를 구한 상이   상이다. 

  상을 보면 사각형의 객체가 움직일 때 이  

상에서의 객체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객체로 처리되지 

않는 홀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상에

서의 객체가 그 로 나타나는 고스트가 발생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상을 이  단계에서 구한 객체 

검출 상인   상에 해서 한 번 더 차이를 구하

면 홀과 고스트가 사라진 재 상에 한 객체 

상을 구하게 된다. 여기서   상은 배경 상이 되

고   상은 화소가 모두 0인 검은색 상을 사용

한다.

그림 2는 갯벌 촬  상 지역으로 MTD 방법에서 

배경 상이 되고, 그림 3은 순차 으로 촬 된 상과 

차 상을 보여 다. 30  후에 촬 된 상에서는 물

속에 숨어 있던 게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때 게 역 외에도 다양한 노이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이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

지고 게 역에 한 정보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촬 된 갯벌 상을 자세히 보면 게 외에도 고동과 

같은 작은 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역들을 제거하기 하여 형태학  연산을 사용

한다. 먼  빛의 반사와 고동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된 

작은 역들을 제거하기 하여 오 닝 연산을 수행

한다. 게 역을 보면 여러 개의 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추가 으로 게 역에 있는 홀들을 채우기 

하여 클로징 연산을 수행한다. 이 게 상에서 객

체의 치를 표시한 상을 경 맵 (Foreground 

Map)이라고 한다. 그림 4는 23번째 상에 해서 차 

상을 구하고, 형태학  연산을 수행하여 작은 역

을 제거하여 경 맵을 구한 결과를 순서 로 보여

다. 그림 4(c)를 자세히 보면 여 히 작은 역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제거하게 된다. 형태학  연산은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의 치 정보를 명

확하게 하고 부분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용도로 

용한다. 

2.2 상의 복잡도를 반 한 슈퍼픽셀

그림 3(a)를 보면 체 상에서 계 역은 상의 

특징이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하는 방법에서는 앞 단계에서 검출된 경 맵과 역

의 복잡도를 분석하여 최종 으로 게의 역을 추출

한다. 픽셀 단 로 상의 복잡도를 측정하게 되면 계

산량이 무 많아지기 때문에 먼  상을 슈퍼픽셀 

형태로 만든다. 한, 슈퍼픽셀은 상의 경계를 잘 

보존하기 때문에 경 맵과 겹치는 슈퍼픽셀을 모으

면 자연스럽게 게 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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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MTD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차 상 (a) 30 , (b) 60 , (c) 90
Fig. 3 Temporal difference images obtained by MTD method (a) =30sec, (b) =60sec, (c) =90sec

(a) (b) (c) 

그림 4. MTD 방법과 형태학  연산으로 구한 경 맵 (a) 원본 상, (b) 차 상, (c) 경 맵   
Fig. 4 Foreground Map obtained by MTD method and morphology operation (a) original image, (b) temporal 

difference image, (c)  foreground map.

슈퍼픽셀은 인 한 화소들  유사한 특성을 가지

는 화소들의 그룹으로 상처리에서 계산량을 이기 

해 사용된다. 따라서 슈퍼픽셀은 일정한 크기를 가

지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슈퍼픽셀을 이용하여 상의 복잡도를 표 한다. 즉, 

복잡한 부분은 많은 슈퍼픽셀을 할당하고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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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슈퍼픽셀을 할당한다. 이를 해 두 단계로 슈퍼픽

셀 상을 구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 으로 사

용되는 비슷한 크기의 슈퍼픽셀로 상을 분할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사한 슈퍼픽셀을 병합하여 최

종 으로 상의 복잡도를 반 한 슈퍼픽셀을 생성한

다.

그림 5. SLIC 방법을 용하여 구한 슈퍼픽셀 상
Fig. 5 Superpixel image generated using SLIC method

그림 6. 500개의 슈퍼픽셀로 병합한 슈퍼픽셀 상
Fig. 6 Merged superpixel image with 500 superpixels

첫 번째 단계의 슈퍼픽셀은 기존 방법인 SLIC 방

법을 용한다[9]. SLIC 방법은 속도가 빠르며 상

의 경계를 잘 표 하는 장 을 가진다. 최근에는 

SLIC 방법을 개선한 방법들도 꾸 히 연구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슈퍼픽

셀을 병합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슈퍼

픽셀에 비해서 많은 수로 상의 분할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최종 목표 슈퍼픽셀의 네 배로 상을 분

할한다. 그림 5는 그림 4(a) 상을 SLIC 방법을 

용하여 슈퍼픽셀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개수의 슈퍼픽셀이 될 때

까지 유사한 슈퍼픽셀을 병합한다. 이를 해 제안하

는 방법에서는 그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슈퍼픽셀

은 노드로 정의하고 인 한 두 노드를 에지로 정의하

면 체 상은 식 (4)와 같이 그래  로 표 할 수 

있다[10].

   ,              (4)

    ⋯,               (5)

  ⋯               (6)

여기서 는 번째 슈퍼픽셀을 나타내고 는 번째 

에지를 나타낸다. 과 은 각각 노드와 에지의 개

수를 나타낸다. 에지는 인 한 두 슈퍼픽셀의 계를 

표 하는데,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슈퍼픽셀을 병합하

기 해 에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지를 식 (7), 식 

(8), 식 (9)와 같이 정의한다.

     ,              (7)

    ,              (8)

   

  
  

  


  (9)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CIE-Lab 컬러 모델을 사용하

고, 식 (9)에서  , , 는 CIE-Lab 컬러 모델의 컬

러 성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두 슈퍼픽셀의 컬

러 차이 값을 의미한다. 슈퍼픽셀의 병합은 인 한 두 

슈퍼픽셀이 유사할 때 하나의 슈퍼픽셀로 합치는 것

이기 때문에 먼  에지를 가 치 를 기 으로 정렬

하고 목표 개수가 될 때까지 유사한 슈퍼픽셀을 병합

한다. 그림 6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림 5의 슈퍼픽셀

을 병합한 결과를 보여 다. 이때 목표 슈퍼픽셀의 개

수를 500으로 설정하 다. 그림 6을 보면 배경 역에 

비교  큰 슈퍼픽셀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다. 큰 

역의 슈퍼픽셀은 객체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 역은 배경으로 처리하여 

객체 역 추출에서 제외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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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슈퍼픽셀의 평균 크기의 두 배보다 큰 슈퍼픽

셀은 배경으로 처리하 다.

2.3 경 맵과 슈퍼픽셀을 이용한 역 추출

Foreground 
Map

Superpixel
image

1. Select overlap superpixels
with foreground map

2. Grouping adjacent 
superpixels

3. Remove small group

4. Remove group of 
small number of superpixels

Output
image

그림 7. 역 검출 방법의 구조
Fig. 7 Structure of the region extraction method

제안하는 방법은 먼  경 맵과 슈퍼픽셀을 구한 

후 두 정보를 이용하여 게 역을 검출한다. 그림 7은 

두 입력을 이용하여 결과 상을 구하는 과정을 단계

별로 보여 다.

갯벌 상은 배경과 게의 컬러 성분이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경 맵은 완벽한 게의 역을 보여주지 

못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상의 보다 정 하게 

분할한 슈퍼픽셀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즉, 경 

맵에 객체로 표시된 역과 겹치는 슈퍼픽셀을 객체 

역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게 역

을 구하게 된다. 이 게 구해진 슈퍼픽셀에 해서 인

한 슈퍼픽셀들을 그룹화하여 하나의 객체 역을 

구한다. 갯벌에는 게 외에도 고동이나 작은 생물들이 

있고 빛의 반사에 의한 노이즈도 지속 으로 발생한

다. 따라서 이 게 구해진 슈퍼픽셀 그룹에 해서 그

룹의 크기가 작은 것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노이즈와 

고동과 같은 작은 생물에 의한 역을 제거한다. 

그림 8은 이 방법을 용하여 게 역을 구한 결과

를 보여 다. 그림 8을 보면 게 외에도 a로 표시된 

고동 역과 빛이 반사된 b 역, 그리고 게 구멍에 

물이 차 오른 c 역이 게 역으로 잘못 검출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8. 슈퍼픽셀과 경 맵을 이용하여 구한 게 역
Fig. 8 Extracting Crab areas using superpixels and 

object map

그림 9. 최종 인 게 역 추출 결과
Fig. 9 Final results of extracting crab areas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게 상의 특성을 반 하여 

그룹을 추가로 제거한다. 게 상은 비교  다양한 명

암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 6에서 게 역을 보면 여

러 개의 슈퍼픽셀로 게 역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개의 슈퍼픽셀

로 이루어지 그룹만을 게 역으로 검출한다. 이때 임

계값은 슈퍼픽셀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안

하는 방법의 실험에서는 네 개 이상의 슈퍼픽셀로 이

루어진 그룹만을 게 역으로 검출하 다. 그림 9은 

최종 으로 검출된 게 역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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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0. 네 사에 한 성능 분석 (a) 젖은 지역, (b) 마른 지역, (c) 돌이 있는 지역, (d) 어두운 지역 
Fig. 10 Performance analysis for four images (a) wet region, (b) dry region, (c) rock region, (d) dark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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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순천만의 

네 곳에 한 촬 을 진행하 다. 촬 은 연속 촬 이 

가능한 타임랩스 카메라를 이용하 고, 시간 간격을 

10 로 주어 촬 을 진행하 다. 분석할 상의 크기

가 무 크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안

된 방법을 용하기 에 촬 된 상에 해서 1000

×1000 크기의 해상도로 상의 크기를 조 하 다.

그림 10은 네 곳에서 촬 된 상들 에서 하나씩

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게 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보

여 다. 첫 번째 행은 원본 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행은 MTD 방법을 용하여 구한 차 상이다. 세 번

째 행은 차 상에 해서 형태학  연산을 수행하여 

얻는 경 맵 상이고, 네 번째 행의 상들은 상

의 복잡도를 반 하여 구한 슈퍼픽셀 상이다. 다섯 

번째 행은 세 번째 행의 경 맵과 슈퍼픽셀 상을 

이용하여 검출한 게 역을 보여 다.

촬 된 네 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10(a) 상

은 갯벌에서 물이 덜 빠져서 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

역에서 촬 한 상이고 그림 10(b) 상은 갯벌에서 

물이 완 히 빠진 지역에서 촬 된 상이다. 그림 

10(c) 상은 갯벌에 돌들이 있는 곳에서 촬 된 

상이고, 그림 10(d)는 해가 질 때 촬 되어 다소 어두

운 상황에서 촬 된 상이다. 모든 상황에서 제안하

는 방법이 비교  정확하게 갯벌 상에서 게 역을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부 인 오류들을 살펴보면, 그림 10(a)를 보면 좌

측 상단에 있는 게를 최종 으로 검출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슈퍼픽셀이 

상의 경계와 만났을 때를 제외하 기 때문이다. 그

림 10(a)의 경우에는 게가 상에 모두 담겨있지만 

슈퍼픽셀이 상의 경계와 만나는 경우의 부분은 

게의 일부만이 상에 담기기 때문이다. 게의 일부분

만 담긴 상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 등에 활용

되기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제외하 다. 그림 10(d)의 좌측 상단에 검출된 게 

역을 보면, 두 마리의 게가 있는 지역으로 역의 정

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방

법에서는 슈퍼픽셀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게 역을 

검출하기 때문에 두 마리 이상의 게가 인 한 경우에 

정확도가 많이 낮아지는 단 이 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선할 정이다. 그리고 그림 10(d)를 보면 검출 

역이 배경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촬 하는 시 이 해가 지는 때여서 조명이 부

족하여 슈퍼픽셀이 정확하게 상의 경계를 검출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갯벌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기 해서는 게를 인식하

기 한 인공지능 학습에 다양한 형태의 게 상이 

필요하다. 실험결과를 보면, 일부 역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다소 부정확하게 동작하지만 갯벌 상에서 

다양한 게 상을 추출하는 용도로 효과 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갯벌 상에서 게 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갯벌 상은 배경과 게의 컬러 특성

이 유사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객체 추출 방법으

로는 정확하게 게 역을 추출하기 어렵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기존 방법을 이용하여 경 맵을 구하고, 

정확한 게 역은 상의 경계를 잘 반 하는 슈퍼픽

셀 방법을 목하여 갯벌 상에서 게 역을 추출하

다. 순천만에서 촬 된 상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실험하 고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효과

으로 게 역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갯벌 모니터링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연구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갯벌에 서

식하는 다양한 게들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하

는 연구에서 게를 인식하기 해서는 인공지능 알고

리즘 학습에 많은 상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갯벌 상에서 게 상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제안하는 방법은 

배경과 컬러 특성이 유사한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효

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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