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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상에서 객체 검출을 한 배경 모델링

박상
* 

Background Modeling for Object Detection from Tidal Flat Images

Sang-Hyun Park* 

요 약

갯벌은 환경에 한 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 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주기 으로 찰하여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

람이 직  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센서 네

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용될 수 있는 갯벌 상 배경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

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용하면 송 용량의 한계로 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분석에 사용될 상의 개수가 은 상황에서 갯벌 상의 특성을 반 하여 효과 으로 배경을 모델링하고 

모델링을 이용ㅇ하여 경 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갯벌 상에서 배경을 모델링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Tidal flats provide important indicators that inform the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so we need to monitor them 

systematically. Currently, the projects to monitor tidal flats by periodically observing the creatures in tidal flats are 

underway. Still, it is done in a way that people observe directly, so it is not systematic and effici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background modeling method for tidal flat images that can be applied to a system that automatically 

monitors creatures living in tidal flats using sensor network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sensor network technology 

makes it difficult to collect enough images due to the limitation of transmission capacity.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effectively model the background and generate foreground map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idal flat images i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images to be used for analysis is small.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models the background of a tidal flat image easily an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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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센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

술 인 발 으로 통 인 센서뿐만 아니라 상을 

이용하는 비주얼 센서들도 정보 수집에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 상은 하나의 지표에 한 수치를 제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종합 인 상황을 제

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근하기 힘든 지역 등을 모

니터링하기 한 목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4].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 상 에서 갯벌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갯벌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갯벌은 단순히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찰함

으로써 보다 복합 인 환경  변화를 찰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의 이러한 환경  요성을 

인식하고 정기 으로 갯벌 생태에 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시민을 상으로 모니터링 요

원을 선발하고 갯벌의 특정 지역을 정하여 일 년에 

네 차례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속

인 생태계의 변화를 찰하기에는 횟수가 매우 부족

한 상황이다. 한 모니터링 방법도 한계가 있는데, 

모니터링 상  서생물인 게, 어폐류, 다모류, 갑

각류의 경우 모니터링 방식이 갯벌에 길이 2m인 정

사각형 방형구를 설치하고 멀리서 안경으로 찰

하는 형태이다[5].

기존 방법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충분한 데이

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비효율 인 방법이다. 보다 

효율 으로 데이터를 수집  리하기 해서는 비

주얼 센서를 이용하여 상을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주얼 센서를 이용한 

갯벌 모니터링 연구에서 획득된 상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배경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갯벌 모니

터링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고해상도의 상이 필요하

다. 따라서 비주얼 센서를 이용할 경우 일반 인 

상 인식 응용과 달리 비교  은 수의 상을 이용

하여 인식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분하지 않은 수의 상을 사용하여 객체를 배경

으로부터 분리할 때 배경을 통계  모델로 표 하기

가 어렵다. 지난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차 상을 이용한 경 맵 생성 방법을 사용하

다. 하지만 차 상을 이용한 방법은 격한 조명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6]. 본 논문에

서는 은 수의 상으로도 효과 으로 배경을 모델

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갯벌 

상의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 수의 상을 이

용하지만 조명 변화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속

으로 촬 된 상에서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기

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은 수의 상으

로 효과 으로 배경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해서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

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

제를 설명한다.

Ⅱ. 련 연구

부분의 상 인식 알고리즘은 상에서 객체의 

치를 표 하는 경 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 맵은 일반 으로 객체 역을 모두 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객

체 검출을 해서는 추가 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연속 으로 촬 된 상에서 경 맵을 생성하는 방

법은 크게 연속된 상의 차 상을 이용하는 방법

과 배경을 모델링한 후 입력된 상과의 차이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차 상을 이용한 경 맵 생성

갯벌 모니터링 상은 동일한 배경에 해서 촬

하기 때문에 연속된 상의 차이를 분석해도 비교  

정확하게 게와 같은 서식동물들의 움직임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속되는 상의 차이를 계

산할 경우 다양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

히 갯벌의 서식 생물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홀과 고스트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

다. 홀은 객체가 천천히 움직일 때 이  상과 재 

상에서 동일 객체 역이 겹치는 부분이다. 갯벌 

생물의 경우 객체 체 컬러 값이 유사한 형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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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상의 차이기 발생하지 않아 

배경으로 분류된다. 고스트는 객체가 움직일 때 이  

상에서의 객체 역이 한 번 더 검출되는 것으로 

기본 인 차 상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는 상이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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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형된 차 상 방법
Fig. 1 Modified temporal difference method

홀과 고스트는 MTD (Modified Temporal 

Dif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9]. 그

림 1은 MTD 방법을 설명한다. 인 한 두 입력 상 

와 에 해서 차 상 을 보면 홀과 고스

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상과 이 에 

구한 객체 검출 상인 를 이용하여 한번 더 차 

상을 구하면 홀과 고스트 역을 제거할 수 있다

[7-8]. 

이  연구에서는 홀과 고스트 노이즈를 제거하기 

하여 차 상 방법을 갯벌 생물 인식에 용하

다[6]. 하지만 갯벌 상은 야외에서 촬 되기 때문

에 체 조명의 격한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 차 

상을 이용한 방법은 이런 조명 변화에 취약한 단

을 보 다.

2.2 배경 모델링 방법

격한 조명 변화에 응하는 방법으로 배경 모델

링을 고려할 수 있다. 배경 모델링은 일반 으로 각 

픽셀에 해서 이루어지며, 픽셀이 가질 수 있는 값

의 분포를 모델링한다. 이를 해 충분한 상을 이

용하여 각 픽셀이 가지는 컬러 값들의 분포를 학습

한다. 배경 모델링을 이용하여 경 맵을 생성할 때 

조명의 변화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하여 조명

의 변화에 따른 픽셀의 값들을 여러 개의 분포로 모

델링한다. 픽셀 기반의 표 인 모델링 방법은 

GMM (Gaussian Mixture Model) 방법이다. 개의 

학습을 한 상이 주어지면, 각 픽셀의 치에 해

당하는 개의 픽셀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이 개의 픽셀을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

링하는 방법이 GMM 방법이다[9].

 다른 방법으로 개의 픽셀 값을 양자화하여 

배경을 모델링하는 코드북 방법이 있다[10-11]. 각 

픽셀 치마다 하나의 코드북이 생성되며 코드북은 

여러 개의 코드워드로 구성된다. 번째 코드워드 

는 식 (1)과 같이 컬러 성분 벡터 와 속성 벡터 

로 이루어진다.

  


 (1)

 〈     〉 (2)

여기서 는 번째 코드워드에 해당하는 픽셀들의 

컬러 성분 평균으로 구성되고, 속성 벡터 는 여

섯 개의 속성들로 구성된다. 속성들에 해서 간략

하게 설명하면, 와 는 각각 코드워드의 범 를 

나타낸다. 코드워드의 범 는 픽셀의 밝기값을 이용

한다. 는 출  빈도를 나타내고 는 출 하지 못

한 최장 시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와 는 각

각 최  출  시 과 최근 출  시 을 나타낸다. 

새로운 픽셀에 해서 기존의 코드워드 와의 유사

도를 측정하여 임계값보다 작은 코드워드를 찾고 기

존의 에 새로운 픽셀값을 용하여 갱신한다. 임계

값보다 작은 를 찾지 못하면 새로운 픽셀을 이용

하여 새로운 코드워드를 추가 생성한다. 학습이 완

료되면   값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코드워드는 제거한다.

GMM 방법과 코드워드 방법은 모두 배경 모델링

에 많이 사용되지만 기본 으로 충분한 상을 이용

하여 학습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

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갯벌 모니터링 시스템 

에 용되는 기술에 한 연구로 촬 된 상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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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두 모델 모두 

본 논문의 가정에는 합하지 않다. 

   

Ⅲ.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긴 시간 간격으로 촬 된 갯벌 

상에서 경 맵을 생성하기 한 배경 모델링 방

법으로 일반 인 배경모델을 학습시키기 충분하지 

않은 상이 주어졌을 때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본 으로 코드북 방법을 기반으

로 은 수의 상에 용하기 해 기능을 새롭게 

정의한다.  

3.1 코드북 생성

제안하는 방법은 픽셀 기반의 배경 모델링 방법으

로 각 픽셀들의 치별로 서로 독립 으로 처리한다. 

개의 상이 주어질 때 특정 치의 픽셀들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4)

여기서 는 번째 픽셀을 나타내고 는 세 개의 

컬러 성분  번째 컬러 성분을 나타낸다. 각 픽셀 

집합은 식 (5)와 같이 개의 코드워드로 구성된 코

드북 로 모델링된다.

   ⋯  (5)

  min min minmax max max
 

(6)

여기서 는 코드북을 구성하는 코드워드  번째 

코드워드를 의미한다. 코드워드는 8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min와 max는 각각 컬러 성분  번째 

컬러 성분의 최소값과 최 값을 나타낸다. 은 코

드워드를 구성하는 픽셀 수를 나타내고 은 시간

으로 연속되는 그룹의 개수를 나타낸다.

기존 방법에서 코드워드는 명암값을 이용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컬러 성분별 값을 이용한다. 

그리고 기존 방법의 경우 하나의 코드워드를 구성하

는 픽셀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에

서는 최소값과 최 값을 이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주어진 개의 상을 이용

하여 코드북을 만들고 만들어진 코드북을 이용하여 

개의 상에서 경 맵을 생성한다. 먼  연속된 

개의 픽셀을 이용하여 코드북을 완성하는 방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Algorithm 1 : Construct Codebook

input :   pixels of same position

  =0, =
  addCodeword();
  prev = 1;       // codeword index of previous pixel

  for(t=2, t≦N, t++)
    prevCW = 0; // codeword index of previous match

    for(i=1, i≦L, i++)

      if(() == 0) continue; // invalid codeword

      for(j=1; j≦3, j++) // check for match
        
        if(  min -   max + )
          break;
      end for

      if(j>3) // match up with codeword 
        if(prev != i)

          ()++;
        end if
        updateCodeword(i, );
        if(prevCW == 0) // first match
          prevCW = i;
        else // match up with more than one codeword
          mergeCodeword(i, prevCW);
          prevCW = min(i, prevCW);
        end if
      else // doesn’t match up with any codeword
        addCodeword()
      end if
    end for
  end for
output : Codebook 

 는 번째 코드워드의 속성을 가리킨다. 알고

리즘은 첫 번째 픽셀을 코드워드에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첫번째 for 문은 모든 픽셀을 이용하여 코

드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for 문은 이

미 만들어진 모든 코드워드와 유사도를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픽셀이 기존 코드워드와 유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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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새로운 코드워드를 생성하여 코드북에 추가한다. 

유사한 정도는 임계값 를 기 으로 단하며, 컬

러 성분  하나라도 코드워드의 속성과 유사하지 

않으면 새로운 코드워드를 추가한다. 코드워드를 추

가하는 방법은 알고리즘 2와 같다.

Algorithm 2 : addCodeword

input : pixel     

  =+1;
  =       

  prev = 
output : Updated Codebook 

재 픽셀과 일치하는 코드워드가 존재하면 재 

픽셀값을 반 하여 기존 코드워드의 속성을 갱신한

다. 코드워드의 갱신은 코드워드에 해당하는 픽셀 

수를 의미하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최소값과 

최 값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으로 수정한

다. 재 픽셀을 이용하여 코드워드를 갱신하는 방

법은 알고리즘 3과 같다.

Algorithm 3 : updateCodeword

input : codeword index i and pixel     

  for(j=1, j≦3, j++)
    if(  min)  min   ;
    if(  max)  max   ;
     ++;

  end for
output : Updated Codebook 

Algorithm 4 : mergeCodeword

input : codeword indexes i and j
  min 
   max ;
     ;

      ;

    ;

  for(t=1; t≦3; t++)
     min  min min  min ;
     max  max max  max ;
  end for
output : Updated Codebook 

제안하는 방법은 개의 상을 순차 으로 입력

하여 코드북을 완성한다. 이를 해 기본 으로 입

력되는 픽셀값을 이용하여 코드워드의 범 를 확장

하게 된다. 두 코드워드가 확장하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코드워드를 하나의 코드워드

로 합쳐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재 픽셀이 두 

개의 코드워드에 속하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이다. 

이때는 코드워드의 인덱스가 작은 코드워드로 병합

하고, 인덱스가 큰 코드워드는  값을 0으로 설정하

여 무효화시킨다. 코드워드를 병합하는 방법은 알고

리즘 4와 같다.

3.2 경 맵 생성

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코드북을 생성하고 생

성된 코드북을 이용하여 개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때 각 픽셀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를 찾고 코드워드

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 과 연속된 그룹의 개수

를 나타내는   속성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

리한다.

(a)

(b) 

(c) 

(d) 
그림 2.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픽셀들의 패턴

Fig. 2 Pixel pattern of a codeword (a) pattern 1, (b) 
pattern 2, (c) pattern 3, (d) pattern 4

그림 2는 상의 특정 좌표에 해서 하나의 코드

워드를 구성하는 픽셀들의 시간  발생 패턴의 형태

를 보여 다. 먼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

수를 기 으로 객체와 배경을 구분한다. 그림 2의 

(a)와 같이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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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객체에 해당하는 코드워드가 되고 그림 2의 

(b)와 같이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배경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로 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임계값을 사용

하지 않고 두 개의 임계값을 사용한다. 즉, 객체 코

드워드로 처리하기 한 임계값 min과 배경 코드

워드로 처리하기 한 임계값 max를 이용하여 픽

셀 개수를 이용한 분리를 수행한다. min과 max
는 체 상의 개수 에 한 특정 비율로 결정된

다.

min  × ,   (7)

max  ×  . (8)

Algorithm 5 : detect object

input : codebook  and pixel     

    = findCodeword();
  if( min)
    =object;
  else if( max )
    =background;
  else if( ≦)

    =object;
  else
    =background;
  end if
output : Segmented objects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가 min과 

max  사이인 경우에는 픽셀 그룹의 개수인   속성

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다. 그림 2의 (c)

는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연속된 픽셀 그룹이 2개인 

형태로 그룹의 개수가 으면 객체에 해당하는 코드

워드로 처리한다. 이러한 패턴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일정 기간 정지해 있을 때 발생한다. 먹이 

섭취 등을 해 정지해 있는 생물은 잠시 머문 뒤 

이동하게 되는데 그 치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연속된 픽셀의 그룹 개수가 다. 반면 그림 

2의 (d)는 그룹의 개수가 많은 경우로 이러한 패턴

은 구름 등의 향으로 격하게 변하는 조명에 의

해 발생하는 패턴이다. 짧은 기간 지속되지만 자주 

발생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코드워드의   

속성 값이 큰 경우에는 배경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로 

처리한다. 생성된 코드북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알고리즘 5와 같다. 

(a) (b)

그림 3. 마른 역에서 촬 한 상에 한 성능 
분석 (a) 27번째 상, (b) 19번째 상 

Fig. 3 Performance analysis for images from a dry 
area (a) 27th image, (b) 19th image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순천만

에서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네 곳에서 촬 된 

상을 사용하 다. 촬 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

으로 상을 촬 하는 타임랩스 카메라를 이용하

고, 삼각 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고정한 후 촬 하

으며, 촬  간격은 10 로 설정하 다. 상의 해상

도가 무 크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

상도가 무 낮으면 갯벌 생물과 갯벌의 컬러가 유



갯벌 상에서 객체 검출을 한 배경 모델링

569

사하여 경 맵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본 실험에서

는 촬 된 상의 해상도를 1000×1000 크기로 조정

하여 알고리즘을 용하 다.

네 곳에 연속으로 촬 된 50장의 사진을 이용하

고, 유사도를 비교하기 해 알고리즘 1에 용된 

는 10으로 설정하 다. 알고리즘 5에서 코드워드

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를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할 때 사용한 임계값 min과 max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비율 와 는 각각 15%와 25%를 사용

하 다. 임계값 min과 max  사이에 해당하는 코

드워드에 해서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기 해 사용

하는 임계값 는 3개로 설정하 다. 즉, 코드워드

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가 min과 max  사이인 

경우   값이 3 이하면 객체를 한 코드워드로 

처리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가우시

안 모델을 이용한 배경 모델링 방법과 성능을 비교

하 다. 사용되는 상의 개수가 50개여서 각 픽셀

은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하 고, 평균에서 

표 편차에 2.5를 곱한 범 에 해당하는 픽셀을 배

경으로 처리하 다.

그림 3은 네 곳 에서 갯벌이 비교  말라 있는 

지역에서 촬 한 상의 결과를 보여 다. 갯벌은 

많은 경우 물기를 머 고 있는데, 물기가 있으면 햇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많아 객체를 검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반면 마른 갯벌은 그런 향이 없어서 

비교  쉽게 정확한 경 맵을 생성할 수 있다. 첫 

번째 행은 원본 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행은 제안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 결과를 

보여주며, 세 번째 행은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한 결

과를 보여 다. 배경 모델링 방법은 객체를 완벽하

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략 인 치를 

나타내는 경 맵을 추출한다. 객체를 정확하게 추

출하기 해서는 추가 인 모폴로지 연산과 슈퍼픽

셀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갯벌 생물의 역을 구하게 

된다[6]. 제안하는 방법은 정확한 객체 추출 방법의 

 단계로 객체의 략 인 치를 찾는 방법이다. 

그림 3의 (a)의 경우 제안하는 방법이 가우시안 방

법에 비해 노이즈가 지만 가우시안 방법도 객체를 

잘 분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b)은 조명

이 비교  강한 경우로 가우시안 방법의 경우 노이

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

하는 방법은 조명의 변화에 향을 받지 않고 객체

를 잘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4. 어두운 역에서 촬 된 상에 한 성능 
분석 (a) 16번째 상, (b) 49번째 상 

Fig. 4 Performance analysis for images from a dare 
area (a) 16th image, (b) 49th image

그림 4는 해가 지기 에 촬 된 상으로 비교  

조명이 일정한 상태에서 촬 되었다. 갯벌에 물기가 

남아 있지만 조명이 체로 일정하여 고여 있는 물

에 의한 노이즈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a)와 (b)를 보면 가우시안 모델의 

성능도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

하는 방법이 노이즈를 게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돌이 있는 역에서 촬 된 상으로 갯

벌에서 물이 덜 빠져서 조그만 웅덩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촬 되었다. 그림 5의 (a)를 보면 갯벌에 

물기가 남아 있어 이 부분에서 반사되는 빛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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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안 모델링에서는 그 로 노이즈로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5의 (b)는 조명의 변화가 갯벌

보다 웅덩이에 향을 크게 미쳐 이 부분이 가우시

안 모델에서는 큰 노이즈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제안하는 방법은 두 상황 모두에서 비교  정확

하게 경 맵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5. 돌이 있는 역에서 촬 된 상에 한 
성능 분석 (a) 3번째 상, (b) 50번째 상 

Fig. 5 Performance analysis for images from a rocky 
area (a) 3rd image, (b) 50th image

그림 6은 갯벌에 물이 많이 남아 있는 역을 촬

한 상에 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의 (a)와 

마찬가지로 갯벌에 물기가 있으면 빛의 반사에 의해 

밝기 값이 큰 폭으로 자주 변하게 된다. 그림 6의 

(a)도 물기가 있는 지역에서 가우시안 모델이 많은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의 (b)

는 체 인 조명이 밝아진 상황으로 이 경우 물기

가 많은 부분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역보다 많이 밝아진다. 가우시안 모델의 결과를 

보면 노이즈가 매우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배경 모델링 방법은 

두 경우 모두에서 비교  정확하게 경 맵을 생성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6. 물기가 많은 역에서 촬 된 상에 한 
성능 분석 (a) 22번째 상, (b) 50번째 상 

Fig. 6 Performance analysis for images from a wet 
area (a) 22nd image, (b) 50th imag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용한 차 상 방

법이 조명 변화가 있을 때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는 

경 맵을 생성하는 단 을 개선하여 갯벌 상에 

용할 수 있는 배경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배경 

모델링은 일반 으로 충분한 상이 주어져야 하지

만 제안하는 방법은 충분하지 못한 수의 상으로도 

효과 으로 배경 모델을 생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갯벌 상에서는 갯벌 생물 외에는 움직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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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특성과 갯벌 생물이 한 지역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특성을 배경 모델링에 반 하여 은 수의 

상으로도 효과 으로 배경을 모델링 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50개의 갯벌 상으로 효과

으로 객체의 략 인 치를 나타내는 경 맵을 

정확하게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

 갯벌은 매우 요한 자원으로 지속 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갯벌 모니터링에 비주얼 센서 기술을 

용할 경우 비교  높은 해상도의 상을 얻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로 많은 수의 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은 

수의 상에서도 효과 으로 갯벌 생물들을 인식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비주얼 센서 기술

을 갯벌 모니터링에 용하는 후속 연구에서 제안하

는 방법이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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