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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새만금 방조제 갑문의 개폐 상황은 새만금 인근 해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갑문의 개폐 정보는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역의 해상 탑에서 이루어지는 수질 및 유속 자료의 분석

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 대한 수치 모의시 중요한 경계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설

치된 해상 관측 탑에 미니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무인영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

고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갑문의 개폐상황을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특히 영상의 분산도 차이를 이용

한 방법과 경계선 검출 기술을 동시에 활용한 결과 정확하게 갑문의 개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카메라, 새만금, 갑문, 분산도, 경계선 검출

ABSTRACT

The opening status of Saemangeum sluice gate is an important factor to the coastal 

water qualities near Saemangeum dikes. The sluice gate opening information is important 

in analysing current velocity and water quality data measured at the Saemanguem 

observation tower as well as in determining boundary conditions of numerical simulation  

for coastal environment outside Saemangeum dikes. This study establishes unmanned 

camera monitoring system on Saemangeum observation tower using mini notebook and 

digital camera, and extracts information on the opening status from images automatically. 

Images are analysed using variance difference of images together with edge detection 

techniques in order to get corre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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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주변 해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갑자기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 변화뿐 만 아니라 향후의 환경변

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새만금내의 개발 공사는 개발 계획

이 구체화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구역에서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

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수

치 모델이나 다른 여러 환경 과학 기술을 이

용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새

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인근 해역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분

석은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점검하는 것

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새만금 방조제 및 내부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관측·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새만금 

내부 및 외부에서 현장 관측을 통하여 지속적

인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 8월에는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 갑문 

앞에 해상 관측 탑을 준공하여 무인으로 해양 

및 대기의 여러 환경 인자를 자동으로 장기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곳에

서 관측된 파랑, 풍속, 유속 등 여러 요소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집적된 자료들은 장기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예측을 위하여 수행되는 수치 모델의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관측되는 해양 관측 요

소 즉 유속, 파랑, 그리고 수질 등은 방조제의 

갑문 개폐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력 갑문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여 

운영되는 해상 탑의 경우 갑문으로부터 유출

되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갑문

의 개폐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탑에서 무

인으로 관측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참고하여

야 할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또한 현재 새

만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 영향 예측을 위

하여 수행중인 수치 모델의 경우에도 새만금 

방조제 갑문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량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이 크므로 이를 수치 모델의 경계

조건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갑문의 개폐상황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갑문을 운영 

중에 있는 새만금 사업단으로부터 갑문 개폐

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함께 개폐 기록도 수

집·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갑문 

개폐 상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복 관측하는 것도 고려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가력 

갑문 앞 해상 탑에 갑문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갑문을 촬영

하고 이를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동 분석함으로서 갑문의 개폐 상황을 자동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실시

간으로 관측된 갑문 영상으로부터 분석된 갑

문의 개폐 상황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며 

동시에 기록 보관함으로서 향후 해상 탑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수치 모델 수행시 

갑문 경계 조건의 입력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갑문 개폐 자동 영상 관측

최근의 디지털 카메라 및 영상 처리 기술의 

발달은 여러 자연 현상에 대한 영상 관측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로부

터 단순한 정성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량적

인 정보의 추출도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 

초부터 이미 해안선 변화 분석은 물론 파랑 

및 해안의 여러 물리 현상에 대한 영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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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신시, 가력 배수갑문위치(신명호와 김창환, 2010)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Holand et 

al., 1997), 미국과 유럽은 Argus(그리스 신

화에 나오는  백 개의 눈이 달린 거인의 이름

을 인용)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 세계의 

중요 해안에 영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그 

관측 자료에 대한 통합관리 및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특히 유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는 자료의 전송 및 장비 제어의 어려움

으로 영상 관측이 어려운 곳에서도 자동 무인 

관측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그 관측 영역이 더

욱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장기 연속 관측이 

필요한 해안공학 분야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

여 파랑 변화에 따른 해안선 변화, 퇴적물 이

동 그리고 연안 사주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Alexande et al., 

2004; Ranasinghe et al., 2004; Aagaard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관측 기술을 이용하여 

조간대 등에서의 지형 변화에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김태림, 2006), 이어도 기지와 같이 

최근에 설치되는 해양 기지에도 카메라 관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현장에서의 기기 관측

은 물론 영상에 의한 직관적인 관측 자료를 수

집·분석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2002).

1.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만경강 및 동진강에서 유입되

는 오염수 등에 의한 새만금 내측의 수질 저

하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두 개의 배수 갑문을 

통하여 해수 유통을 해오고 있다. 2003년 12

월에 완공된 신시도 배수갑문은 새만금 내·

외측으로 각 10문씩 총 20개의 수문으로 되

어 있고 가력도 배수갑문은 각 8문씩 총 16

개의 수문으로 되어 있다(그림 1). 홍수 배제

량으로는 신시 갑문은 각 수문 당 약 

sec이고 가력 갑문은 각 수문 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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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가력 해상관측탑

    

FIGURE 3.  무인 자동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sec 이다. 

현재 이들 갑문의 운영은 새만금 내부의 수

위 조절과 내부 개발 그리고 수질 개선 차원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입량에 따라 완전 개

방 혹은 부분 개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조

제 갑문 개방시 새만금 내부로부터 방출되는 

해수는 새만금 외측 주변 해역의 해수 유동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만경강 및 동진

강으로 부터의 유출되는 오염 성분을 포함하

고 있어 이들의 특성 및  확산을 모니터링 하

는 것은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

여 현재 새만금 호소 내부와 외부에서 부이와 

탑 등을 설치하여 상시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으며 특히 가력 갑문 앞에는 새만금 

외측 해역의 수질 및 유속, 파랑, 파고뿐 만 

아니라 기상 특성에 대한 장기적인 자동 관측

을 위하여 해상 관측 탑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그림 2). 그리고 수문 개방은 관측 탑에서 

관측하는 모든 요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

므로 수문 개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측 

자료 분석시  중요하다.

해상 탑에 설치한 무인 자동 영상 관측 시

스템은 디지털 카메라와 영상 관측 주기와 해

상도 등을 제어하는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측된 영상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하여 육상의  실험실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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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된다.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그림 3의 좌측 

관측 탑 영상에 흰색 원으로 표시한 바와 같

이 탑의 첫 번째 갑판의 천장(연구실 아래층)

중 가력갑문을 향하는 모서리에 설치하였으며 

비와 눈 그리고 습기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

기 위하여 카메라 하우징 내부에 카메라를 비

치한 후 밀봉하였다. 또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탑의 기둥에 이중으로 단

단히 고정하였다. 카메라 영상 관측을 위해서

는 가능한 한 높은 고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상 탑의 경우  해류나 바람의 

상태에 따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탑의 상

부일수록 진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꼭대기 층의 경우 비나 눈에 노출되어 카메라 

렌즈 부분의 창이 먼지 등에 의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탑의 진동으로 인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외부 기상 상

태로부터 카메라의 보호가 가능하며 또한 전

선이나 랜선의 연결이 용이한 곳으로 그림 3

의 위치가 선정되었다. 카메라 제어에 필요한 

전선과 랜선은 동일 층의 실험실로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 받고 무선 인터넷과 연결되며 전

체 영상 관측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3과 같

다. 벽지 도서나 해상 탑의 경우 전력의 상태

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하여 카메라와 컴퓨터에 전원

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카메라 관측을 제어하

는 소프트웨어는 미니 노트북에 설치함으로서 

전원공급에 제한이 있는 탑에서 최소의 전력

으로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촬영 간격

은 10분이며 관측 영상은 노트북에 저장되며 

동시에 30분 간격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실험실 ftp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전송된 

영상들은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갑

문 개폐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 갑문 개폐정보 획득을 위한 영상 처리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만

금 갑문의 경우 개폐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

이 이루어지겠지만  갑문 개폐 상황 정보의 

중요성과 실시간 정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갑문의 개폐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갑문 개폐

를 조절하는 스위치를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거나 갑문 자체에 센서를 설치하여 

개폐정도에 따라 신호를 발생하여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또한 갑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

치하여 영상으로 개폐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탑에 카메

라 한 대를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갑문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동 분석함으로

서 갑문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3 가지 

방법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

하며 특히 갑문 시스템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서 관측한다는 점에서 자료 관측 방법의 중복

성을 피하면서 중요한 관측 자료를 이중으로 

관측한다는 효용성을 갖출 수 있다.

영상으로 갑문의 개폐상황을 자동으로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류를 방

지하고 그 정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갑문의 

개폐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영상의 

분산 정도를 계산하여 개폐를 확인하는 방법

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영상의 경계선 검출 기

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갑문 부분만을 영상에서 따로 추출하여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상 탑에 설치한 디지털 카메라는 고해상

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므로 갑문 부분을 확대

할 경우 영상 분석에 충분한 해상도의 갑문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4는 원본 영상

에서 갑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영상을 추출

한 영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개의 

수문은 물론 수문을 이동시키는 가이드 기둥

과 철골구조까지 잘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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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기울어 진 것은 갑문 개폐 영상처리 

전에 영상을 회전시킴으로서 보정하였다.

1) 분산도를 이용한 영상 분석
자연 상태를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영

상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순히 순간 촬

영한 영상으로 부터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복수의 영상을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 보다 정량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연속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동일 위치의 화소값들을 모두 평균하여 새로

운 영상을 만들면 자연적인 변동에 의한 요소

들은 필터링 됨으로서 평균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식과 같이 분산식을 이용

하여 분산 영상을 계산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

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여 인식

할 수 있다.

 


  



 


(여기서 은 화소수, 는 화소들의 평균 강도) 

위의 분산식을 한 개의 영상에 적용할 경우

에 각 화소들이 전체 영상의 평균값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 정보를 제공한다.

김소형(2004)은 카메라 영상으로 파고를 

관측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는데 이 때 해안의 

구조물이나 해안에 박아둔 말뚝에서 파랑에 의

하여 수면의 변화가 발생할 때 기준 막대 혹은 

구조물 주위의 화소값에 대한 분산도를 비교함

으로서 막대 혹은 구조물에서의 수면 높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고의 

높이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영상에서 

파고를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갑문

의 개폐 상황 정보를 영상의 분산도를 계산함

으로서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단순히 색깔의 

차이만으로 갑문의 개폐 상황을 검사할 경우 

광량의 차이나 그림자 혹은 조도의 차이에 따

라 값들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 갑문 

개폐 상황을 정의할 수 없다.

영상의 분산도를 이용하여 갑문 영상을 처

리하기 위하여 그림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수문에 번호를 붙인 후 수문의 상부 

모서리 부분, 즉 닫혀 있는 경우 수문과 배경

으로 나타나는 하늘을 각각 절반씩 포함하는 

35 x 40 화소 크기의 직사각형과 수문의 하

부 모서리 부분, 즉 열려 있는 경우 수문과 바

다를 각각 절반씩 포함하는 35×40화소 크기

의 직사각형을 따로 추출하여 비교 분석한다.

그림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닫혀 있는 

1번 수문의 경우 상부의 직사각형은 배경 하

늘과 수문을 각각 절반씩 포함하기 때문에 하

부의 수문만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부분 보다 

직사각형 내의 화소값의 분산도가 높게 나타

난다. 반대로 열려 있는 2번 수문의 경우 상

부의 직사각형은 수문만을 포함하고 있고 하

부의 직사각형은 수문과 바다부분의 영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직사각

형내의 화소값의 분산도는 하부의 직사각형에

서 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산도의 

차이를 이용하면 갑문을 촬영한 영상에서 자

동으로 갑문 개폐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즉 각 수문에서 상부-1 부분과 하부

-2 부분의 영상 분산도를 각각 계산한 후 상

부-1의 값이 하부-2의 값보다 크면 닫혀 있

는 것이고 상부-1의 값이 하부-2의 값보다 

작으면 열려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1번 수문

의 경우 상부 직사각형내의 분산도는 943. 

6951값으로 계산되었고 하부 직사각형 내의 

분산도는 362.8704로 계산되었다.

디지털 카메라 영상은 컬러 영상으로서 

R(red), G(green), B(blue)의 세가지 성분 

영상의 합성으로 만들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성분에 대한 분산도로 각각 개폐상황

의 정확도를 테스트한 결과 B 성분의 영상이 

가장 정확하게 개폐성분을 계산해 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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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산도를 이용하여 갑문 개폐 상황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정한 각 갑문의 두 개의 박스 형태

에 대한 부분 영상

(b)  분산도를 이용한 갑문개폐 결과

FIGURE 4. 분산도를 이용한 갑문 개폐 상황 계산과 결과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4(a)의 8개 갑문

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계산한 후 수문이 닫혔

을 때는 0 열렸을 때는 1로 표시하면 그림 

4(b)와 같으며 그림 4(a)의 개폐 상황정보가 

정확하게 자동으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계선 검출 방법을 이용한 영상 분석
분산도를 이용하여 갑문 개폐 정보를 추출

하는 경우 안개가 많이 끼거나 일출·일몰시 

광량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수문 상하부의 분

산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

서 갑문 개폐 정보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계선 검출 기술을 이용한 갑문 개폐 

정보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경계선 검출 기술은 영상 강도가 급격히 변

하는 경계 부분을 따로 추출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으로부터 

개체수를 계산하거나 혹은 영상내의 윤곽 부

분을 따로 추출하여 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갑문 영상을 경계선 검출 기법

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그 영상으로부터 갑문 

개폐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림 5(a)는 안개로 인하여 갑문을 촬영한 

영상이 전체적으로 푸르게 나타난 경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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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계선 검출 영상처리를 한 후 자동으로 갑문 개폐 상황을 추출하기 위하여 

선정한 박스 

(a) 안개시 갑문 부분만을 추출한 영상

(c) edge detection 영상 처리를 이용한 갑문개폐 결과

FIGURE 5. 경계선검출 방법과 영상처리 결과

그림 4(a)에 비하여 수문의 형태도 상대적으

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상에 경계선 검출 영상 처리를 한 경

우 그림 5(b)에서와 같이 윤곽의 경계 부분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은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갑

문의 상부 모서리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어서 갑문의 개폐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계선 검출 기술 처리가 된 영상으

로부터 자동으로 갑문의 개폐 정보를 산출하

기 위해서는 갑문이 닫힌 상태에서 갑문의 상

부 모서리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부분 영상에 

대하여 경계가 감지되어 나타나는 흰색 화소

의 존재 여부로 결정하게 된다. 

그림 5(b)는 각 수문별로 개폐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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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30분 간격 갑문 개폐 영상 모니터링 결과

할 수 있는 31 x 20 화소 크기의 직사각형의 

부분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수문이 닫혀 있는 경우 직사각형내에 모서

리 부분이 확인되어 흰색의 화소가 많이 포함

되나, 열려 있는 경우에는 직사각형내에 모서

리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사각형 전체

가 검게 나타난다. 즉 직사각형의 부분 영상

내에 흰색의 화소가 일정량(150개) 이상 존

재하면 수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0

으로 표시되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검은색의 

화소로 이루어진 경우 열려 있는 것으로 계산

되어 1로 표시된다. 분산도로 갑문 개폐를 확

인하는 경우에는 RGB 성분 중  B 성분이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계선 검출 기술

을 이용한 처리에서는 R 성분이 효과적인 것

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5(c)는 그림 5(a)의 

수문 영상에 경계선 검출 영상처리를 한 후 

자동으로 개폐 상황을 닫힘(0)과 열림(1)의 

상태로 나타낸 것으로 갑문의 개폐상황을 정

확히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속적인 갑문개폐 상황 정보 추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동 갑문 개폐 상황 

정보 추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촬영된 갑

문 영상에 적용하였다. 갑문 개폐 정보를 확

실하게 추출하기 위하여 2.1절과 2.2절에서 

설명한 분산도를 이용한 방법과 경계선 검출 

기술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

였다. 즉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동일

한 결과를 계산하였을 경우에만 개폐 상황을 

추출하고 두 가지 방법이 상이한 결과를 계산

하였을 때는 따로 표기를 하여 육안으로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몰시 혹은 일

출시와 같이 광량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결과를 산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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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2010년 9월 15일 13시 23분 

부터 9월 17일 7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갑문을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갑문 개폐 상황

을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모든 갑문을 개방하

였다가 9월 16일 16시 30분부터 2, 4, 6 그

리고 8번 갑문만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동 영상 관측 분석 

결과는 육안으로 영상을 직접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정확하게 분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가력도 갑문 앞 해상탑에서 관측하는 유속, 

파랑, 수질 등은 갑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

로 갑문의 개폐 정보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은 

현장 관측 자료 분석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주변 해역 환경에 대한 수치 

모의시 경계 조건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 갑문의 개폐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설치된 해상 관측 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을 자동 분석

하는 자동 무인 영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행하였다. 본 영상 관측 시스템은 다른 관

측 방법들에 비하여 저비용으로 시스템을 구

축 할 수 있으며 갑문 개폐 정보 외에 주변 

해역 상태 및 기상에 대한 직관적인 영상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사용에 따른 제약이 있다. 첫째, 본문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량의 상태가 양호할 

때는 영상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혹은 안개의 상태가 심할 때

는 영상 자체가 갑문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

에 그로부터 개폐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하면 방조제 인근 등의 조명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무인 자동 관측에 있어서 인

터넷의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해상 

관측 탑의 경우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데 아직도 육상에서의 유무선 인터넷에 비하

여 그 작동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종종 관측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해상 관측 탑 인근 육상에서 

별도로 해상 관측 탑으로 인터넷 신호를 안정

적으로 제공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렌즈

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내부

에 위치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해상에 

설치한 장비인 관계로 염분이나 먼지, 비 혹

은 눈 등에 의하여 카메라 하우징 렌즈창의 

오염이 영상의 질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개

발된 카메라 하우징용 자동 소형 window 

shield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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