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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LCM(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의 질감 특징 정보 여섯 종류를 이용해서 성 상을 

변환한 후 두개의 주성분을 한 상을 만들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모서리 검출과 역 검

출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두개의 주성분 변환  상의 고유 값은 94.6%로 여섯 종류 질감

에 한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색 한 가지 만을 이용한 조 역  주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의 조 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조 역

과 맑은 해역에 한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으로 유클리디언 공간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입력되는 원격탐사 상의 임의 해역에 해 조 역을 식별하 다. 

주요어 : 원격탐사, 적조, 주성분분석, 회색준위동시다발메트릭스, 영상처리

ABSTRACT

We make image that accumulate two principal component after change picture to use 

GLCM(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s texture feature information. And then these images 

use preprocess to achieved corner detection and area detection. Experiment results, two 

principle component conversion accumulation images had most informations about six kind 

textures by Eigen value 94.6%. When compared with red tide area that uses sea color and red 

tide area of image that have all principle component, displayed the most superior result. Also, 

we creates Euclidian space using Euclidian distance measurement about red tide area and clear 

sea. We identify of red tide area by red tide area and clear sea about random sea area 

through Euclidian distance and spa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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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조 상은  세계 으로 환경문

제의 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선진 각국들

은 해상용 성의 센서를 이용하여 조기에 

조 역을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러나 재까지 이러한 원격탐사에서 가장 발

달된 분야는 해양 기 생물 생산량 즉, 살아있

는 식물성 랑크톤 내에 있는 합성 색소인 

클로로필 분포에 한 악이다.  세계 으

로 성에 의한 조 원격탐사 기술의 황은 

조나 식물성 랑크톤이 량으로 발생하는 

open ocean 즉, case-I water이거나, 연안이더

라도 조 생물 외에 다른 부유물의 농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 조가 발생하면 성으로 

그 모양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은 거의가 case-II water인 탁한 해수이

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기존의 해색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은 조를 탐지하는데 많은 오

차를 유발하게 된다.(Palanisamy 등, 2005)

조 찰을 해 국의 경우는 “The 

ocean color-temperature algorithm”이 연구되

었으나, 이는 해색과 온도를 이용한 경우이다

(Chen 등, 2005). 일본의 경우 SeaWiFS 센서

를 이용하여 조를 측한 논문이 동경 학

교에서 발표하 으나, 이 한 해색을 이용한 

것이다(Takahashi 등, 2005).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미국 

기상청의 표  기상 성인 NOAA(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istration) 성자

료를 활용한 조탐색을 시도한바 있으나 가

장 필수 장 인 440μm의 가시  역의 밴

드가 없어 해수표면의 수온 분포를 악하는

데 그쳤다(안유환, 2000). 학술 으로는 해수 

온도를 고려하여 분 밴드를 주성분 분석으로 

처리하거나 기상인자인 강수량과 바람, 기온 

등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김진기와 형섭, 

2002; 윤홍주 등, 2002). 이처럼 원격탐사 상

에서 해색 한 가지 만으로 조 역을 단하

는 것은 실제 조 역이지만 조 역으로 

추출되지 않는 false-negative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해

안에 해 고 정  육상용 성 상을 이용하

여 GLCM으로 여섯 종류의 질감 특징 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로부터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여 조 역을 검출한다. 한 

조 역과 맑은 해역에 해 유클리디언 거

리를 측정 후 유클리디언 공간을 생성하여 자

동으로 입력되는 원격탐사 상의 임의 해역

에 해 조 역을 식별하는 방법에 해 제

안한다. 

원격탐사 영상의 질감 특징 표현

1. 원격탐사 영상의 특징

인공 성에서의 원격탐사 자료 획득은 여러 

개의 자기  장 를 이용하여 상체나 

상지역으로부터 반사 는 방사  산란된 

에 지를 이용하는데 이를 다 분  원격탐사

라고 한다. 부분의 분야에서는 blue, green, 

red의 세 개 밴드의 다 분  자료만을 이용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온도 측과 같은 특

수한 목 을 해서는 용 목 에 맞는 장

에 한 자료가 필요하다. 

지구 측을 한 인공 성은 그 내부에 “센

서”라고 불리 우는 분 시스템인 감지기를 가

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 카메라의 필름 신 

CCD(Charge Coupled Device)가 필름 면에 

치하고, 이 센서에 지표면의 물체에서 반사된 

태양 선이 입사함으로써 그 빛의 세기가 자

료의 형태로 장되어진다. 지구 측을 해 

인공 성 원격탐사에 사용되는 주요 센서로

는 육상용으로 미국의 Landsat 성 시리즈

의 TM(Thematic Mapper)과 공간해상도를 

좀 더 발달시킨 본 연구에서 사용한, ETM 

(Enhancement Thematic Mapper) 등이 있고 

해상용으로는 미국의 OCTS(Ocean Color 

Temperature Scanner), 독일의 MOS(Modular 

Optoelectronic Scann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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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조 현상의 특징

조 상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성 

랑크톤이나 그 외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번

식에 알맞은 환경조건이 될 때 일시에 많은 

양이 번식되거나 는 생물 물리  상으로 

집 되어 바닷물의 색깔을 변색시키는 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조를 일으키는 종은 약 40

종이며 그 에서 규조류가 13종, 편모조류가 

20종이다. 본 연구의 상인 코클로디니움의 

형태 인 특징은 크기는 길이가 30∼40μm, 폭
이 20∼30μm 정도이다. 출  특성은 1995년 

이후부터 8월경 남해안 주변해역에서 출 하

고 있으며, 주간에는 무리를 이루고 뚜렷한 주

야 수직일주 운동을 보여, 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한낮에는 90% 이상이 표층 3m 이

내에 분포를 한다. 그리고 조 발생시기의 수

온은 20∼28도이다. 염분도 25이하의 낮은 구

간 보다는 염분도 35내외에서 성장률이 높다. 

한 조도가 높을수록 성장률도 높다. 이는 주

간에 표층 가까이 부상함으로써 성장률을 극

화 시키는 것과 련이 있다. 

바닷물의 색은 조 생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으로 규조류인 chaetoceros와 skeletonema

는 황갈색을, 그리고 편모조류인 코클로디니움, 

heterosigma, prorocentrum, eutreptiella는 

갈색 는 황록색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조생물이 바다에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가정 

하에 용되며 조 상은 체로 바다에서 

띠 는  모양 형태로 분포하게 된다(국립

수산과학원, 2001). 

3. Co-occurrence Matrix의 특징 표현

상에서 한 역을 구별하는 방법은 특정 

역이 갖는 성질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단

순한 밝기의 통계  성질만을 이용하는 것만 

아니라 상속의 개개의 화소가 갖는 구조  

패턴정보를 이용하여 분할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패턴정보는 질감(texture)으로 표 되

며 이는 상의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서 서로 다른 물체나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포함하고 있는 상을 식별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바다에 포함된 조 역의 

검출에 있어서 상이 가지는 무늬의 구조  

패턴 즉, 질감을 이용하면 일정 수 의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Haralick은 질감 구별을 한 특징으로 

GLCM을 제안하 다(Haralick, 1979). GLCM 

요소의 값은 상에서 그 이 벨 i와 다른 j

를 가진 두 픽셀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경우 상 인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 원리를 용하면 상 크기가 M×N

이고, 거리가 d이며, 45˚간격으로 측정되는 
GLCM의 빈도수 Fij 즉, 그 이 벨 i, j를 갖

는 해당 화소 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표시하는 련 빈도수 매트릭스는 F[i, j]가 

된다.

일반 으로 상은 256 그 이 벨로 표

되나, 본 연구에서는 퍼스  컴퓨터 수행 성능

상 행렬을 축소하기 해 64 그 이 벨을 

사용하 다. 한 거리 d에 해서도 제약을 

주기 하여 인 한 화소의 그 이 벨 값은 

비슷하므로 3을 사용하 으며 135˚ 양 방향에 
한 행렬들을 계산했다. 그리고 계산한 행렬

에 해 contrast, correlation, energy, entropy, 

homogeneity, maximum frequency 등 여섯 

종류를 GLCM의 특징 표 으로 사용하 다. 

이러한 각각의 질감특징 표 에 해 설명하

면 표 1과 같다.

4. 주성분 변환의 특징

원격탐사 상 자료는 다 분  방식을 

사용하므로 수 개에서 수십 개의 분 역을 

가진다. 이는 원격탐사의 정의에서 볼 수 있

듯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상물체의 특징

을 정확히 단하기 해서는 다양한 장

에서 얻어진 상자료의 첩을 통해 그 물체

의 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 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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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그레이영상

contrast
co-

rrelation
energy entropy

homo-
geneity

maximum
frequency

계

평균 63.6 1.2 8.6 91.9 172.1 147.8 68.4

분산 220.8 81.7 128.3 1,341.2 1,906.4 5,871.8 1,375.9 10,705.3

분산비율 0.8% 1.2% 12.5% 17.8% 54.9% 12.8%    100.0%

TABLE 2. 질감 특징 변환 영상의 평균, 분산 값

특징 명 수 식 주요 특징

contrast 





명암도 차이를 측정하는 특징, 상 으로 GLCM에

서 각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F[i, j]요소는 높

은 가 치를 가진다. 

correlation 






화소 들이 인 할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여기서μx와 μy , σx와 σy는 각각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다.

energy 







명암도의 균일함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다. 

entropy 





명암도 분포의 임의성을 측정, 그 이 벨의 변화가 

많아서 F[i, j] 요소의 값이 랜덤하게 분포하면 큰 

값을 가진다.

homogeneity 




 각 화소들 간의 균일함을 측정, GLCM에서 요소들

의 값이 각선 축에 모여 있을 때 큰 값을 가진다. 

maximum

frequency



 그 이 벨 값이 발생할 최  빈도를 나타낸다.

TABLE 1. GLCM의 질감특징 표현

문이다. 따라서 성 데이터들의 각 분 역

들은 상 계가 높으며 상 계가 높다는 

것은 각 역들 간에 정보의 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보의 복성이 높은 원래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을 분석하는 것은 처리

과정의 복잡성, 처리 시간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비효율 이다. 이 게 분 역의 상

계가 있는 원격탐사 상에 한 질감의 특

징벡터 한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의 

복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분류에 악 향을 

미친다(서용수, 2004). 

신호와 그것의 차원 축소간의 주된 차이

을 확인하는 표 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법

은 고차원의 특징 벡터를 차원 특징벡터로 

축소하는 특징벡터의 차원 축소 뿐 만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특징추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기법 의 하나이다. 주

성분 분석은 상 이 있는 변량들의 분산을 

이는 견지에서 상 이 없는 변량의 집합으로

써 기 축을 변환하여 특징벡터를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탐사 상에 한 주성분 분석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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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correlation energy entropy homogeneity
maximum 
probability 

contrast 81.737 52.351 -77.357 93.23 -159.79 -58.517

correlation 52.351 128.35 -227.43 298.9 -316.03 -195.53

energy -77.357 -227.43 1,341.2 -1,380.5 1,516.5 1,220.6

entropy 93.23 298.9 -1,380. 1,906.4 -1,483.2 -1,335.5

homogeneity -159.79 -316.03 1,516.5 -1,483.2 5,871.8 1,481.1

maximum 
probability 

-58.517 -195.53 1,220.6 -1,335.5 1,481.1 1,375.9

TABLE 3. 질감 특징 변환 영상의 공분산 행렬

PC1
PC2
PC3  = 
PC4
PC5
PC6

        
        
        
        
        
        

contrast
correlation
energy (3)
entropy
homogeneity
maximum

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  평균을 이용

하여 자료로부터 평균값의 차이에 한 제곱

값의 평균인 분산을 구하여 차원의 각 특

징간의 계를 나타내는 공분산 행렬을 계산

한다. 이때 분산은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

타낸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감 특

징을 이용하여 변환한 상들의 평균과 분산 

값이다. 

여섯 종류의 질감 특징 변환 상에 한 

공분산 행렬은 식(1)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이때, 각선상의 원소는 질감 특징 변환 상

의 분산 값이고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1)

표 3에서 행렬의 각선상의 원소 σii는 질
감 특징 변환 상의 분산 값이며, 그 총합은 

10,705.3이다. 비 각선상의 원소 σij는 각원
소의 값에 비례해서 비 각선상에 있는 원소

의  값이 비교  큰 값인 경우에는 상

계가 높다. 이는 복되는 값들로 인해서 비 

각선상의 원소들이 여 히 상 계가 여

히 높음을 나타낸다. 

GLCM의 질감 특징을 이용하여 추출된 여

섯 종류의 상으로부터 계산해낸 주성분 변

환 행렬 W를 가지고 식(2)와 같은 질감 특징 

변환 상과의 행렬 곱셈을 통하여 여섯 개의 

주성분 데이터를 계산한다.



 



      
      
   
  
      

(2)

여기서 PC는 주성분 변환 결과의 상이고, 

B는 질감 특징 변환 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환 행렬 W를 식

(2)에 입하여 식(3)과 같이 행렬의 곱셈을 

행하여 여섯 개의 주성분 변환 상 데이터

(PC1, PC2, ..., PC6)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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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영역의 검출

1. 알고리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먼  입력되는 원격탐사 

상에 하여 GLCM의 여섯 종류 질감 특징을 

이용해서 여섯 장의 상으로 변환한 후 주성

분 분석을 수행하 고, 주성분 상으로 변환 

후 분산을 한 상에 해  처리를 수

행하고 모서리와 역을 검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체 인 시스템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FIGURE 1. 시스템 흐름도

2. 영상 전 처리

질감 특징을 이용하여 주성분 변환한 상

들에 해 과 분할을 방지하기 해서 간 값 

필터를 용하 다. 이는 응답이 필터에 의해 

둘러싸인 상 역 내에 포함된 화소의 순

화에 기 한 비선형 공간  필터이며, 순 화 

결과에 의해 결정된 값으로 심의 화소 값을 

체하는 순서 통계 필터(order-statistics filter)

의 한 종류이다. 간 값 필터는 어떤 형태의 

랜덤 잡음의 경우, 유사한 크기의 선형 평활

화 필터보다 상당히 덜 흐려지면서 뛰어난 

잡음 감소 능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은 연

안탁류나 바다와 같이 상에서 검정과 흰

이 첨가된 것과 같은 형태 때문에 소 과 후

추(salt-and-pepper)잡음이라고 불리 우는 임

펄스 잡음이 존재할 때 효과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 값 필터에서 그 화소의 

3×3 이웃 내에서 명암도 간 값으로 화소 

값을 교체하 으며 주성분 변환 분산  

상의 경우, 덜 흐려지면서 잡음감소의 효과

가 있었다.

3. 모서리 및 영역 검출

본 연구에서는 조 역을 검출하기 해 

주성분 변환 분산  상인 PC1과 PC2를 

합한 상에 해 모서리를 이용한 검출과 

역을 기반으로 하는 검출을 수행하 다.

조 역에 한 모서리를 이용한 검출을 

수행하기 해서는 네 단계를 실행했는데 첫

째, 상의 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표 편차

에 한 가우시안 필터로 스무딩 한 다음 둘

째, 지역 인 기울기와 모서리 방향을 이용했

다. 따라서 모서리 은 그 크기가 기울기 방

향에서 지역 최  값인 으로 정의된다. 셋

째, 이 게 결정된 모서리 들은 기울기 크기 

상에서 산마루로 간주되는 리지(ridge)가 되

며 이들 리지의 정상을 따라 가면서 출력에 

가는 선을 만들기 하여 연결되고 이 선에 

속하지 않는 모든 화소들은 검은색인 0값으로 

처리하 다. 넷째, 이 알고리즘은 강한 화소에 

8-연결로 연결된 약한 화소들을 편입시킴으로

써 에지 연결을 수행하여 하얀색의 가는 선들

만 보이도록 했다. 

다음으로 역검출을 해 형태학  분기

에 의한 분할을 용하 다. 이러한 알고리즘

은 유역 변환(Vincent, 1991)으로 불리워지며 

이러한 유역 변환에 있어서 가장 요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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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도=>

FIGURE 2. 유해 적조 발생 해역도

는 첫째, 최소 역에 속한 들인 화소의 최

소 값을 나타내는 최소 역(minima) 둘째, 물

이 떨어지는 치의 들이 어떤 치에 놓여 

있다면, 하나의 단일 최소 으로 낙차하여 다

른 역으로 나 어지는 집수지역(catchments 

basins regions)과 셋째, 집수지역에 의하여 서

로 분리되어 꼭 기 선을 형성하는 유역 선

(watersheds line)이다. 이러한 모양은 표면의 

그 이 벨 값에 의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울기를 이용한 유역 변환

의 단 인 많은 수의 최소 으로 인하여 심하

게 과분할 되는 것을 문턱치 값을 용한 알

고리즘으로 해결하 다. 이는 상에 속하는 

연결 성분인 마커와 문턱치 값을 용하여 마

스크에 해 계속 인 침식과정을 통하여 최

소 들을 평활하게 하는 것이다.

실험 및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격탐사 상은 2001

년도 8월 24일 한반도 남해안을 Landsat7호 

성의 ETM센서로 촬 한 것이다. 밴드는 1

번 밴드인 blue, 2번 밴드인 green, 3번밴드인 

red를 사용했고, 공간해상도는 30m, 상 크기

는 8,794×7,839화소의 bmp 일이며 면 이 

180km×80km인 것을 심 역인 통 시 남부 

추도 연안 역에 234×149화소로 수작업을 통

해 분할했다. 따라서 실험 상의 면 은 6.9km 

×4.2km이고, 조 역의 크기는 넓은 부분이 

2km×1km이고 좁은 부분이 1km×1km이다. 그

림 2는 조 당일 선박  항공기 찰에 의

해 수작업으로 작성한 국립수산과학원의 2001

년도 8월 24일 조속보 11호의 유해 조 발

생 해역도이다(국립수산과학원, 2001).

1. GLCM에 의한 질감 특징 변환 영상 생성

본 연구에서는 Landsat7호 성의 ETM센

서의 7가지 밴드  가시  역인 1번 Blue 

밴드, 2번 Green 밴드, 3번 Red 밴드를 이용

하여 남해안 통 시 남부에 있는 추도 일 에 

해 컬러 상을 만들고 이를 그 이 상으

로 변환하 다. 그리고 여섯 종류의 질감 특징

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변환하 다.

2. 주성분 변환 분산 누적 영상 생성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주성분 분석

을 통하여 여섯장의 주성분 변환 상을 생성

할 수 있었다.

표 4는 주성분으로 변환한 상에 한 분

산 값이며, 그 총합은 10,705.3으로 주성분 변

환  질감 특징 변환 상들의 분산 값 총합

인 10,705.3과 같았다. 한 그  72.7%를 PC1

이 나타내고 있다. PC1과 PC2의 분산 값의 합

은 10,027.6으로 체 분산 값의 합인 10,705.3

의 94.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데

이터의 차원 수를 여섯 개 차원에서 두개의 

차원으로 감소시켜도 정보의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분산 행렬에 한 고유 값(λ1, λ2, ..., λ6)
들은 표 4에서 각 주성분 변환 결과 상의 

분산 값들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질감 특징 

변환 상의 분산 값의 총합인 10,705.3은 표 

4에서 주성분 변환 결과 상의 분산 값의 총

합인 10,705.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

성분 변환 후의 분산 값의 총합은 동일하게 

보존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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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컬러영상 원격탐사 그레이영상 64 gray level image 

contrast correlation energy

entropy homogeneity maximum probability

FIGURE 3. 질감 특징 변환 영상

PC1 PC2 PC3

PC4 PC5 PC6

FIGURE 4. 주성분 변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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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 PC2 PC3 PC4 PC5 PC6 계

분산 값 7,785.8 2,341.8  299.6  136.1  100.7    41.1 10,705.3

비율    72.7%     21.9%      2.8%      1.3%      0.9%      0.4%    100.0%

 분산 7,785.8 10,127.6 10,426.2 10,561.3 10,663.2 10,705.3

 분산 비율    72.7%     94.6%   97.4     98.7%     99.6%    100.0%

TABLE 4. 주성분 변환 결과 영상에 대한 분산값

PC1 PC2 PC3 PC4 PC5 PC6

PC1 7,785.8 2.0899e-10 -1.4202e-12 -2.1954e-11 7.981e-12 -1.6554e-11

PC2 2.0899e-10 2,341.8 2.8806e-12 -1.3165e-11 1.083e-11 -1.6266e-12

PC3 -1.4202e-12 2.8806e-12 299.6 1.9911e-12 7.3998e-12 1.5749e-12

PC4 -2.1954e-11 -1.3165e-11 1.9911e-12 136.1 3.6865e-13 -6.2334e-13

PC5 7.981e-12 1.083e-11 7.3998e-12 3.6865e-13 100.7 1.2796e-11

PC6 -1.6554e-11 1.5749e-12 1.5749e-12 -6.2334e-13 1.2796e-11 41.1

TABLE 5. 주성분 변환 영상의 공분산 행렬

PC1 (72.7%) PC1+PC2 (94.6%) PC1+...+PC3 (97.4%)

PC1+...+PC4 (98.7%) PC1+...+PC5 (99.6%) PC1+...+PC6 (100%)

FIGURE 5. 주성분 변환 분산 누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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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그레이 영상 PC1+PC2 PC1+...+PC6

모서리 검출

영역검출

FIGURE 6. 모서리 및 영역 검출 결과

주성분 변환 상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행렬의 각선

상의 각 원소는 각 주성분 변환 결과 상의 

분산 값으로 표 4의 주성분 변환 결과 상의 

분산 값과 같다. 비 각선상의 모든 원소의 

값은 거의 0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성분 변

환 결과 상들 간에는 상 계수가 0임을 의

미하며, 이러한 특성은 복되는 데이터 량 감

소 효과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주성분 분석 후 

분산을 한 여섯 장의 상을 생성하 다. 

분산  비율이 94.6%인 PC1과 PC2를 합한 

상 그리고 주성분 분석 후 분산  비율

이 100%인 PC1에서 PC6까지를 합한 상을 

실험에서 사용하 다.

3. 모서리 및 영역 검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색을 명암도로 처

리한 원격탐사 그 이 상의 조 검출 역

과 두개의 주성분 분산  상인 PC1과 

PC2를 합한 상 그리고 PC1부터 PC6까지를 

합한 상의 조 검출 역을 비교해 보았다.

기존의 해색에 의한 방법은 모서리 검출로

는 조 역을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 

역검출은 조 역이 좌측인 외해에서는 

검출할 수 없었고, 우측인 해안선에 약간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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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영상; 고밀도 적조영역

11-20번 영상; 맑은 해역
1번 영상(추도)인근 고밀도 적조영역 영상

FIGURE 8. 고밀도 적조영역의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

FIGURE 7.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적조발생해역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용한 

PC1과 PC2를 한 상은 모서리 검출과 

역 검출이 가능하 고 실제 조 역인 두 

곳의 조가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서리 검출의 좌측 부분의 조는 우측의 작

은 섬  선박과 유사할 정도로 확연히 검출

되었다. 그리고 PC1부터 PC6까지를 한 

상에 해서는 모서리 검출과 역 검출에 실

패하 다. 이는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차원을 

축소시켜야만 효과 인 조 역 검출이 가능

함을 나타낸다.

4.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 및 적조영역 검출

모서리  역검출을 수행한 후 수작업으

로 그림 7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유해 조발생

해역도와 비교하여 고 도 조 역으로 단

되는 붉은 네모 모양의 상 10장과 란 네

모 모양의 맑은 해역 상 10장을 학습하여 

임의의 고 도 조 역 상을 입력함으로써 

유클리디언 거리를 그림 8과 같이 측정하 다. 

이때 학습한 상의 크기는 50×50픽셀이다. 

한 그림 9와 같이 조 역 10곳과 맑은 

해역 10곳의 상에 해 유클리디언 거리의 

평균값을 임계치로 하여 임계치 보다 은 값 

10개의 평균은 조 역 심(Rc), 임계치 보

다 큰 값 10개의 평균은 맑은 해역 심(Cc)으

로 한 유클리디언 공간을 생성 후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원격탐사 상의 임의 해역에 해 

조 는 맑은 역으로 자동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조 당일 원격탐사 상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원격탐사 상을 유클리디

언 공간상에 투 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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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임의 해역에 대한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 및 공간 분포

A구역

B구역

C
구
역
D구역

FIGURE 10. 적조영역 검출 결과

도 조 역인 원 기호는 체로 조 역

과 맑은 해역 원의 외곽에 걸쳐 분포하고 있

으며 고 도 조 역의 붉은색 ×기호의 분포

는 조 역에, 맑은 해역인 하얀색 ×기호는 

맑은 해역 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한 자동

으로 입력되는 임의의 상에 해서 최종

으로 조 역을 인식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

다. 개발한 로그램에서 그림 7의 보라색 네

모와 같이 A구역(150픽셀×50픽셀), B구역(200

픽셀×50픽셀), C구역(50픽셀×150픽셀), D구역

(200픽셀×200픽셀)에 해 50픽셀×50픽셀 크

기로 스캔하면서 조 역 는 맑은 해역 쪽

으로 유클리디언 거리가 가까워 진다. 따라서 

유클리디언 거리로 단된 스캔한 50픽셀×50

픽셀 상은 조 역이면 붉은색으로 남고 

맑은 해역이면 란색으로 남아 그림 10과 같

은 결과가 나온다. A구역은 반 으로 조

가 있는 해역이며, B구역은 상의 좌측에 고

도 조 역이 있고 상 앙에 도 

조 역이 있으며, C구역은 상의 윗부분에 

고 도 조 역이 있고 상 반에 걸쳐 

도 조 역이 있으며, D구역은 체로 

맑은 해역인 상이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상의 조 역에 

해 GLCM을 이용하여 질감 정보를 취득하

고, 이 데이터로부터 주성분 분석을 통해 조

역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해 제안

하 다. 효율 인 조 역의 질감 표 을 

해 여섯 종류의 특징 정보를 사용하 으며, 이

로부터 두개의 주요 성분으로 표 을 압축시

켰다. 실험결과 두개의 주성분  백분율 분

산 값은 94.6%로 이는 두개의 상이 거의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조 역 검출은 해색 한 가지 특징

에 의한 방법이 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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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가지고 조 역을 단하는 것은 

false-negative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CM의 여섯 종류 질감 특징 

정보를 이용하 다. 기존의 해색에 의한 조 

검출 역과 두개의 주성분 변환  상에 

의한 조 검출 역, 그리고 여섯개의 주성분 

변환  상을 비교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상데이터의 차원을 여섯개의 차원에서 두개

의 차원으로 여도 조 역을 효과 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검출된 

역에 해 조 역과 맑은 해역에 한 유클

리디언 거리 측정으로 유클리디언 공간 생성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는 원격탐사 

상의 임의 해역에 해 조 역을 최종 으

로 인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를 일으키는 여러 생물 

 코클로디니움에 해 조 역을 검출하

으나 향후 여러 종류의 조 발생 미생물을 

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하다. 특히 조 기

에 연안에서 여러 미생물이 존재할 경우 나타

나는 질감 측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여섯 종류의 질감 특징보다 조 

특성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는 질감 특징을 

개발해야 하며, 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유해

조 역과 잘 일치되는 곳도 있으나 불일치되

는 곳도 있어 조 역을 효율 으로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공

간 해상도가 높은  고정  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상에 한 조 역 검출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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