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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으로 조류를 분류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류는 상 객체를 일치 할 수 있는 기  심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이 연구들은 단순히 몇 종류의 조류 만을 분류에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주성분분석과 상 객체의 원형율을 이용한 새로운 조류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조(red tide)란 랑크톤의 량 번식으로 바다물의 

색깔이 변하는 자연 상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조 피해가 늘어나면서 조를 유해조류의 번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안 산업화의 진행으

로 조 상이 증가하 으며, 90년  이래로 양식장 등 수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조의 수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하여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선박, 육상, 항공 감

시를 통하여 조 보를 발령하고 있다[1]. 

  국내의 부분 조 감시는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화된 효율 인 

조정보시스템이나 분류 방법 등이 필요하다. 조류에 한 연

구를 진행하기 해서는 조류의 종류와 조생물 도(개체

/ml)를 정확히 악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조류 분류  

개체 수 악에는 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조류의 개체 

수를 악에는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화 방법[2]에 하여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수집된 조생물 상자료로부터 조류를 

분류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는 국내의 연안  근 해

역에서는 60종 이상의 조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형태 

한 수만큼이나 다양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자동화된 분류방법

을 이용하는 에 제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류 

상 간에 일치시킬 수 있는 기 이 없어서 조류 상 인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를 들면, 사람의 얼굴인식은 어느 정도 

동일한 형태의 특징인 , 코, 입, 귀 등 상 간에 일치시킬 수 

있는 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류는 무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  특징들을 악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류를 자동으로 분

류하기 한 방법에 하여서 연구한다. 조류 자동 분류를 하

여서 본 논문의 제안한 방법은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서 63종의 조류를 학습

하고, 조류 상 간에 일치시키기 하여 상 객체의 원형율을 

이용하여 기  특징을 추출하 으며, 상 객체의 엔트로피를 이

용하여 정확한 조류 상을 인식한다.  

2. 련연구
2.1 조 상 인식

  Jiang외 자들은 베이지안 분류자와 SVM을 이용한 조류 

분류방법을 제안하 다. 이들의 방법은 베이지안 분류자를 이용

하여서 오염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조류를 제거하고, SVM을 

이용하여서 조류를 분류한다[3].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조류

나 오염된 객체를 인식하는 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 

한, 조 분류의 학습에는 8종의 조류만 사용하 다. Jiang

외 자들은 조류 인식을 하여 2단계 분류자를 사용한 방법

을 제안하 다. 첫 번째 분류자인 SVDD(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는 오염된 객체나 알려지지 않은 조류를 제거하는 

에 사용하며, 두 번째 분류자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조류를 미리 분류된 분류 계층으로 분류한다[4]. 

이들의 방법은 우세종인 8종의 조류만 학습에 이용하 다. Lili

외 자들은 조류 분류를 하여 SVM과 FCM(fuzzy 

c-means)군집방법을 이용하 다. 이들 방법은 먼  SVM을 이

용해서 검정 표본에 분류 표시를 하고, 확률 방법으로 잘못 분류

된 자료를 FCM을 이용하여서 다시 분류 표시한다[5]. 이들 방

법 역시 5종의 조류를 학습하는 에 이용하 다. 이들 방법[3, 

4, 5]들은 소량의 학습된 조류 이외의 조류를 인식하는 에

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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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상

계가 높은 자료를 선형 변환하여 고차원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거나 복을 제거하는 통계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은 주로 신호처리, 특징 추출, 자료의 차원 감소, 

상 인식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상 인식 분야에서는 

상 자료의 특징 추출에 매우 효율 인 방법의 하나이다[6].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서 상으로부터 고유벡터를 얻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상은 N
2×1 벡터로 표 되며, 학습 

상은 M  개의 상 X1, X2, ..., XM에 한 평균으로 표 된다. 

M 개의 상에 한 평균은 식(1)과 같다. 


 




           (1)

  각 상 Xi는 식(1)에서 계산된 상의 평균과의 차인 편차 

   
를 구함으로써 일반화한다. 상의 편자로 구성된 

행렬 A에 AT를 곱하여서 식(2)과 같이 공분산행렬을 계산한다. 

 
 




 
 

         (2)

  공분산 행렬은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에 이용한다. 즉, 

상의 공분산 행렬은 주성분 분석에 의해 다음 식(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고유벡터 ei와 고유상수 λi를 구

할 수 있다. 

          (3)

  여기서 U는 공분산 행렬의 고유벡터 ei를 고유값에 따라서 정

렬한 U=[e1, e2, ..., eM]이고, UT는 U의 치행렬이다. Λ는 고

유상수 λi를 i번째 열의 원소이고 모든 비 각 원소가 0인 각

행렬이다. 이 게 구해진 고유공간에 평균을 뺀 상을 입력하여 

투 시키면 식(4)과 고유벡터 상 인식에 사용되는 가 치 벡터 

W를 구할 수 있다[6].

                  (4)

3.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류 인식 과정은 그림1과 같이 주성분

분석, 원형율계산, 엔트로피계산 단계로 구성된다. 주성분분석단

계에서는 국내 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류 상에 주성분분석을 

용하여서 학습한다. 원형율계산 단계에서는 입력 상과 학습

상의 원형율을 계산하고, 이 원형율에 가장 근 한 상을 선택

하여서 후보 인식 상 집단을 구성한다. 엔트로피계산단계에서

는 구성된 후보 인식 상 집단의 각각의 상의 엔트로피를 계

산하여서 가장 엔트로피가 유사한 상을 인식 상으로 선택한

다.  

학습이미지 입력이미지

(a)주성분분석 (b)원형율계산 (c)엔트로피계산

(그림 1) 제안된 조류 인식 블록도

3.1 주성분분석에 의한 조류 상 학습

  이 장에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해역에서 발견되는 

63종의 조류를 학습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63종의 학습 상은 

국립수산과학원 조정보 홈페이지[1]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그림1(a)과 같이 주성분분석에 의한 조류 상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상의 벡터집합을 구성한다. 

이때 각 상의 크기를 115×95 픽셀로 고정하 으며, 부분의 

상은 앙에 심이 일치하도록 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경과 빛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러를 이기 해 평균과 분산을 

기 으로 모든 상을 정규화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식(1)을 

이용해서 평균 상 벡터를 계산하고, 계산된 평균 상 벡터와 

식(2)을 이용하여 학습 상 벡터집합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식(3)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계산한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식(4)과 입력 상을 이용하여 조류를 인식할 

수 있다. 

3.2 원형율계산에 의한 인식 후보 조류 선택

  주성분분석만을 이용하여 조류 상을 인식할 경우에는 

조류 상에 한 심 기 이 없기 때문에 상에 객체가 

치하는 장소나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상을 인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

는 그림1(b)과 같이 조류 객체의 원형율을 계산하여 입력 상

에 가장 근 한 원형율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즉 상 

객체가 얼마나 원형모양에 가까운가를 단하여 유사한 상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형모양에 가까울수록 원형율이 1의 

값을 가지며, 수평에 가까울수록 0의 값을 가진다. 다음 식(5)은 

상 객체의 원형율을 계산하는 식이다[7]. 

 

××

    (5)

여기서 I는 115×95 행렬로 구성된 그 이 상이고, π는 원주율

로 3.1416, area는 원형율을 구하고자하는 객체의 면 , 

perimeter는 객체의 주변길이다. 

3.3 엔트로피 계산에 의한 조류 인식

  입력 상에 한 원형율을 계산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원형율 

값을 가지는 조류 상이 있다. 이러한 인식 후보 조류로부

터 입력 상에 일치하는 조류를 인식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

는 그림1(c)과 같이 각 후보 조류 상의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입력 상의 엔트로피에 가장 가까운 조류 상을 인식한다. 

각 상에 한 엔트로피 계산은 식(6)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엔

트로피계산 이 에 상 객체를 흑백 상으로 변환하여 잡음을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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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Ibw는 115×95 행렬로 구성된 흑백 상이고, p는 흑백

상 Ibw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 낼 때에 히스토그램의 수이다[7, 

8].  

4. 결론

유해조류인 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조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는 자동으로 

조류를 인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서 주성분분석과 상 객체의 원형율을 

이용한 새로운 조류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주

성분분석을 이용하여 학습 상을 고유벡터로 만들고, 각 학습

상과 입력 상의 원형율을 계산하여 입력 상에 가장 근 한 

상을 선택하여 후보 상을 선택한다. 선택된 후보 상의 엔트

로피를 계산하여 엔트로피가 가장 일치하는 상을 최종 상으

로 선택한다. 제안방법은 엔트로피와 원형율을 이용하여 조류 

상의 심기 이 없이도 상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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