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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어류 상 검색을 해 어류 상에서 어류객체를 추출하기 한 상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명암 유사도를 이용한 기존 알고리즘은 객체와 배경의 명암이 유사한 경계 역에서 잘못된 상분할 결과를 래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비가 약한 경계 역에 응하기 해 강화된 에지와 응  블록단 의 임계값을 사용

하고, 비가 없는 경계 역에서 침식 혹은 단 된 객체를 개선하기 해 가상 객체를 사용하고 있다. 모의 실험 결

과는 시각 으로 좋은 어류객체를 추출하는 비율이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90% 이하인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는 97.7%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image segmentation algorithm to extracts a fish object from a fish image for fish image retrieval. 

The conventional algorithm using gray level similarity causes wrong image segmentation result in the boundary area of the 

object and the background with similar gray level.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he reinforced edge and the adaptive 

block-based threshold for the boundary area with weak contrast and the virtual object to improve the eroded or disconnected 

object in the boundary area without contrast.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extracting the visual-fine 

object from the test images is under 90% in the conventional algorithm while it is 97.7% in the proposed algorithm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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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컴퓨터 처리 성능의 향상에 

따라 상 데이터의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한 방

해지는 상 자료로 인해 효율 인 상검색 (image 

retrieval)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1]. 상 내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상검색에서 가장 핵심 인 기술  

하나는 상분할 (image segmentation)이다. 상분할

은 상을 명암의 불연속성 혹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화소들을 모아 다수의 역들로 구분하는 것

으로 상검색은 물론 객체인식 등에서 배경 향을 

제거하고, 효율 으로 객체 특징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상분할은 보다 정확한 검색과 인식을 보장해 

상검색과 객체인식에 리 활용되고 있다[2-9]. 

상분할의 표 인 알고리즘으로 화소간 유사성을 이

용해 역을 확장해 나가는 역 성장 (region growing, 

RG)과 역속성을 만족할 때까지 역 분할과 합병을 

반복하는 역 분할  합병 (split-and-merge, SM)이 있

다[2-9].  

본 논문은 어류 상검색을 한 상을 상으로 효

율 인 상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 상은 

350여종의 어류 상으로 단순한 배경에 어류객체가 

편집된 상이다. 단순한 배경을 갖고 있으나 어류의 

다양한 색상, 어류 표면에서 반사, 지나친 편집으로 인

해 일부 상에서 어류객체와 배경의 경계가 모호해지

면서 어류객체 추출을 어렵게 한다. 이를 해 제안하

는 알고리즘은 에지 상을 사용하고, 블록단  상분

할을 수행하고, 가상 객체를 이용한 객체 연결을 용

한다. 두텁고 강하게 발생한 에지는 객체와 배경의 미

세한 경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객체 검출을 한 블록

단  임계치 결정은 국부 인 상에 응 으로 응

할 수 있어 모호한 경계를 갖는 객체와 배경을 구분시

켜 주고, 가상 객체를 이용한 객체 연결은 객체 경계에

서 발생하는 작은 객체들과 객체 경계의 끊임을 해결한

다. 시뮬 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

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정확한 객체를 

추출한다.

Ⅱ. 역기반 상분할

역기반 상분할은 상 내 화소들 사이의 명암 유

사도가 높은 화소를 한 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본 

장에서 기술한다. 

2.1 역기반 상분할의 기본

역기반 상분할에서 역들 사이에는 식(1)의 조

건들을 만족해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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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체 상을 의미하고, n은 분할된 역

의 수이고, 각 역은 

⋯로 표 되고, 

은 

역의 논리 인 속성이고, ∅는 공집합이다. 조건 (a)는 

n개의 역을 더하면 체 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조건 (b)는 역의 모든 화소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하고, 조건 (c)는 서로 다른 두 역에 동시에 포함되는 

화소가 없음을 의미하고, 조건 (d)는 역의 화소들에 

해 논리  속성을 만족함을 의미하고, 조건 (e)는 임의의 

두 역이 합해진 화소들에 해 논리  속성을 만족시

키지 못 함을 의미한다[10]. 

2.2 역기반 상분할 알고리즘

역을 기반으로 하는 표 인 상분할 알고리즘

으로 역 성장과 역 분할  병합이 있다. 역 성장

의 기본 인 근은 다수의 씨앗화소를 지정하고, 역

의 시작 화소로 사용한다. 역의 성장은 씨앗 혹은 역

에서 주변 화소를 포함하여 역속성이 만족하면 화소

들을 역에 포함시킴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역속성

은 상의 종류, 상분할의 목  등에 의해 결정되며 명

암은 흔히 사용되는 속성  하나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

라 역간 병합도 이루어진다. 역 분할  병합은 상

을 하나의 역으로 시작하며 역은 정의된 역속성

을 만족하지 못하면 작은 역으로 분할되고, 역속성

을 만족하면 독립된 역으로 유지된다. 모든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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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속성을 만족할 때까지 작은 역으로 분할되고, 역

분할 후 독립 역으로 유지되는 역은 주변 독립 역

과 병합을 시도한다. 이때 역병합은 두 역을 합해 

역속성을 만족시키면 이루어진다. 역의 분할과 병합

은 모든 역이 역속성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으로 

수행된다.[10]

2.3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

역기반 상분할 알고리즘은 상 상과 상분

할의 사용 목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의 상분할은 단순한 배경에 편집된 어류 상

을 상으로 하고, 상검색을 한 어류객체 추출을 목

으로 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상분할이 요구된다. 어

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색상, 어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강한 반사, 지나친 편집 등은 상분할을 어렵게 한다. 

그림 1은 역기반 상분할을 수행한 후 최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를 객체로 병합한 결과 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역기반 상분할은 역속성을 명암에 의

존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그림에 보여주는 것처럼 배경

과 유사한 명암을 갖는 객체 역을 배경으로 인식한다. 

한 역 분할  병합에서는 블록단 로 분할과 병합

이 수행되므로 어류객체의 경계에 뚜렷한 블록화 상

이 발생한다. 

(a) (b) (c)

그림 1. 역기반 상분할 
(a) 원 상 (b) RG (c) SM

Fig. 1 Region-based image segmentation 
(a) original image (b) RG (c) SM

Ⅲ. 제안된 상분할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강화된 에지, 응 인 블록단  임계값 

결정, 객체 연결을 이용해 어류 상에서 어류객체와 배

경을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3.1 처리

처리 블록에서는 에지를 원활히 검출하기 해 컬

러 상을 명암 상으로 변환하고, 명암 상에서 평균 

필터를 이용하여 상 내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하고, 

샤 닝 필터를 이용해 평균 필터에 의해 약해진 객체의 

경계를 강화시킨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샤

닝 필터이다.

객체블록 검출

에지 상 생성

처리

객체 역 검출

객체 연결

후처리

그림 2. 상분할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for image segmentation

-1 -1 -1

-1 9 -1

-1 -1 -1

그림 3. 샤 닝 필터
Fig. 3 Sharpening filter

3.2 에지 상 생성

에지 상 생성 블록에서는 처리 과정을 거친 상

에 해 에지 상을 생성한다. 명암을 이용한 상분할

은 명암이 유사한 객체와 배경의 경계 역에서 객체를 

배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객체와 배경이 

미세한 차이가 있고 여러 방향의 에지성분을 시켜 

경계를 강화시키면 효율 으로 상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명암이 아닌 에지를 사용하

고, 두껍고 강한 에지를 생성하기 해 그림 4와 같이 수

직, 수평, 각선 방향의 에지를 시키는 개선된 소벨 

마스크 (sobel mask)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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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1 0 1 -2 -1 0 0 -1 -2

0 0 0 -2 0 2 -1 0 1 1 0 -1

1 2 1 -1 0 1 0 1 2 2 1 0

그림 4. 개선된 소벨 마스크
Fig. 4 Improved sobel mask

3.3 객체블록 검출

객체블록 검출 블록에서는 심 역 (region of 

interest, ROI)의 에지 상을 겹치지 않는 4×4 블록들로 

분할하여 객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블록을 검출한다. 

객체 역은 배경 역보다 에지성분이 매우 강하므로 

에지 상에서 낮은 벨의 화소와 높은 벨의 화소를 

각각 배경과 객체로 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심 역은 

에지 상을 평균 에지 벨로 이진화시키고 높은 벨

을 포함하는 최소 사각형으로 설정한다. 객체의 가장자

리를 분명히 포함시키기 해 역의 상하좌우에 블록 

크기만큼 확장시키고, 블록단 의 처리를 고려해 가로

세로의 크기를 4 배수로 보정한다.

객체블록 검출은 효율 인 객체 역 검출을 해 

배경 역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에지 상의 각 블

록에 해 식 (2)의 분산 ()을 계산하고, 분산들의 평활

화된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임계값 ()을 이

용해 객체블록을 결정한다. 에지 분산을 사용한 것은 

배경과 유사한 객체 역에서 미세한 에지 성분을 확

시켜 주기 때문이고, 배경 역은 분산이 작으나 발생 

빈도가 높고, 객체 역은 분산이 크나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어 분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까지 볼 

수 있는 분산 히스토그램이 유용한다. 히스토그램은 

최  분산인 16256.25을 1000개의 빈으로 정규화하

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4번째 빈부터 후 7개 빈의 

평균으로 수행되고, 이는 임계값 결정에서 방해되는 

국부 인 산과 골을 제거해 다. 임계값을 상에 

응 으로 응하기 해 그림 5처럼 평활화된 분산 히

스토그램에서 최 값을 검출한 후 분산을 증가시킬 때 

빈 값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분산을 임계값으로 설

정한다. 






  




  




 (2)

그림 6은 한 어류 상에서 객체블록을 결정하는 과정

의 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a)는 원 상이고, (b)는 개

선된 소벨 마스크에 의해 얻어진 에지 상이고, (c)는 어

류 상을 포함한 심 역을 표시한 상이고, (d)는 평

활화된 분산 히스토그램에서 분류된 객체블록을 나타

낸 상이다. 

그림 5. 객체블록 검출을 한 임계값 결정
Fig. 5 Threshold decision for object block extraction

(a) (b) (c) (d)

그림 6. 객체블록 검출 
(a) 원 상 (b) 에지 상 (c) 심 역 (d) 객체블록
Fig. 6 Object block extraction (a) original image       
(b) edge image (c) ROI (d) object block

3.4 객체 역 검출

객체 역 검출 블록에서는 객체블록에서 응 인 

임계값 ()을 이용해 객체 역을 검출한다. 한 

객체 추출을 해 높은 평균을 갖는 객체 역의 객체블

록에서는 낮은 임계값이 요구되고, 낮은 평균을 갖는 배

경 역의 객체블록에서는 높은 임계값이 요구된다. 따

라서 임계값은 실험을 통해 그림 7과 같이 블록 에지

상의 평균()에 응 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개선

된 소벨 마스크와 블록단 의 응  임계치는 미세한 

명암 차이를 갖는 객체와 배경을 효율 으로 구분시킨

다. 한편 객체 역 검출 후 수많은 소규모 배경들이 객체 

내부에 발생하는데, 이블링 기법을 이용해 심 역

의 경계와 인 한 최  배경 역을 제외한 모든 배경

역을 객체 역에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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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변환된 임계값
Fig. 7 Converted threshold  

3.5 객체 역 연결

객체 역 연결 블록은 객체의 경계 역에서 발생하

는 소규모 객체 역을 연결시켜주고, 객체 역에 침투

한 배경 역을 제거한다. 객체블록  최외각 블록은 

객체 역과 배경 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내

부블록에는 배경 화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

나 복잡한 경계를 갖거나 객체의 최외각 에지가 약하면 

고립  형태의 객체 역이 검출되거나 배경 역이 객

체의 내부까지 침투한다. 이를 해 그림 8과 같이 객체 

경계의 방향성을 고려해 객체 무게 심을 기 으로 4 

역으로 나 고, 내부 블록들  배경 화소가 존재하

는 블록과 그 이웃 블록에 실선으로 표 된 가상 객체

를 그림처럼 생성한다. 가상 객체들에 의해 소규모 객

체들이 연결되고 개방된 객체 외각이 닫힌다. 객체에 

연결되지 않은 가상 객체와 객체 연결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소규모 배경들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다시 

제거된다.   

그림 8. 객체 역 연결
Fig. 8 Object region linking

3.6 후처리

후처리 블록에서는 처리의 샤 닝 필터와 에지 생

성에 의해 확장된 객체를 축소시키고, 객체 연결에 의해 

배경에서 객체로 변경된 역을 환원시켜 다. 자는 

모폴로지 축소로 확장된 객체를 여주고, 후자는 객체 

경계에서 4화소 이내의 객체 역에서 배경의 통계  특

성에 속하는 객체를 배경으로 병합한다. 이 때 배경의 통

계  특성은 평균 (m)과 표 편차 ()를 이용한 배경

역 ()으로 식 (3)과 같이 설정한다. 그리고 최종

으로 존재하는 소규모 배경과 객체를 제거하여 분할

된 상을 생성한다.

 ≤ 


≤  (3)

그림 9는 그림 6에 이은 객체블록에서 상분할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a)는 객체블록에서 검출된 객체

역이고, (b)는 객체 역에서 소규모 배경이 제거된 

상이고, (c)는 객체 연결에 의해 객체로 침투된 배경

을 제거한 상이고, (d)는 후처리 후 최종 으로 추출

된 상이다. 

(a) (b) (c) (d)

그림 9. 객체 역 추출 (a) 객체 역 (b)소배경제거 
(c) 객체연결 (d) 추출객체

Fig. 9 Object region extraction (a) object region      
(b) removal of small background (c) object connection  

    (d) extracted object

Ⅳ. 실험 결과  고찰

본 실험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받은 254종과 인

터넷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94종의 어류 상을 상으

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요 요소에 따른 상분할의 성

능과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하고 있다.    

그림 10은 배경과 객체를 구분하기 해 사용되는 임

계값 결정방법에 의한 상분할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

다. (a)는 역 인 에지정보를 활용하는 반면에 (b)는 블

록단 의 에지정보를 활용해 임계값을 결정하고 있다. 

제안된 임계값 결정방법에서는 강화된 에지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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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단 의 상 내용에 응 으로 결정되므로 배경

과 객체 사이 미세한 경계가 존재하면 그림 (b)처럼 배경

과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림의 각 상들은 그림 9의 

순서와 동일하다.  

그림 11은 가상 객체를 이용한 객체 연결에 의한 상

분할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a)는 객체 연결 없이 수행

된, (b)는 객체 연결이 수행된 상분할의 결과이다. 배

경과 객체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때 블록단  임계값

을 사용해도 독립된 객체를 발생시키고 그림과 같이 객

체 외곽에 끊어짐 상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가상 객체 

연결은 독립된 객체를 연결시켜  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객체 외곽의 끊어짐을 복원시켜주고 있다.

(a)

(b)

그림 10. 임계값 결정에 따른 상분할 
(a) 역  임계값 결정 (b) 블록단  임계값 결정
Fig. 10 Image segmentation under threshold decision 
(a) grobal threshold (b) block based threshold

(a)

(b)

그림 11. 가상 객체 연결에 의한 상분할 
(a) 가상 객체 미활용 (b) 가상 객체 활용

Fig. 11 Image segmentation under virtual object linking 
(a) without a virtual object (b) with a virtual object

그림 12는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인 

역 성장과 역 분할  병합의 상분할 결과를 비교

하고 있다. 명암 유사성을 이용하는 기존 알고리즘들

에서는 그림 (b), (c)에 보이는 것처럼 배경과 객체의 경

계가 모호한 역에서 배경이 객체 깊숙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다. 

한 역 성장에서는 상마다 응 인 씨앗과 

속성을 결정할 방법이 필요하고 결정된 값에 따라 

상분할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역 분할  병

합에서는 블록단 로 분할, 병합되기 때문에 블록화 

상이 발생하여 디블록화 방법이 필요하다. 반면 제

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배경과 객체의 경계가 모호한 

역에서도 에지 강화와 블록단  임계값 결정 그리

고 객체 연결을 통해 그림 (d)처럼 하게 상분할

을 수행한다.

그림 13처럼 원 상의 입 아래처럼 배경과 객체의 경

계가 길게 구분되지 않을 때는 여 히 정확한 상분할

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어류 훼손

정도가 덜하여 궁국 으로 사용될 역인 상검색도 

덜 향을 다.

(a) (b) (c) (d)

그림 12.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비교 
(a) 원 상 (b) RG (c) SM (d) Proposed

Fig. 12 Comparison of proposed and conventional 
algorithms (a) original image (b) RG (c) SM 

(d) Proposed

(a) (b) (c) (d)

그림 13. 제안된 알고리즘의 한계 
(a) 원 상 (b) RG (c) SM (d) Proposed
Fig. 13 Limitation in proposed algorithm 

(a) original image (b) RG (c) SM (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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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상 상들에서 객체 경계가 분명한 상과 

그 지 못한 상으로 구분하여 상분할 결과를 A, B, 

C 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A, B, C 은 각각 시

각 으로나 검색 에 하게 분할된 상들, 시각

으로 다소 떨어지나 검색에 향을 주지 않게 분할된 

상들, 시각 으로나 검색 에서 하지 못하게 

분할된 상들이다. 시각 으로 분명한 경계를 갖는 

상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던지 하게 객체를 

분할하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기존 알고리즘들은 

6.61%, 10.06%의 상에서 상검색에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를 보인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은 0.0%로 우

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알고리즘

분명한 상 불분명한 상

A A B C

상수([%]) 상수([%]) 상수([%]) 상수([%])

RG 309(88.79)  1(0.29) 15(4.31) 23( 6.61)

SM 309(88.79)  0(0.00)  4(1.15) 35(10.06)

Proposed 309(88.79) 31(8.91)  8(2.30)  0( 0.00)

표 1. 상분할 결과
Table 1 Result of image segmentation

Ⅴ. 결  론

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상으로 하는 상검색 혹

은 객체인식에서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은 정확한 상

분할을 통해 객체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다. 본 논

문은 어류 검색을 고려해 어류 상에서 어류객체를 추

출하기 한 효율 인 상분할을 제안하 다. 실험 

어류 상들에는 어류객체와 배경의 명암이 유사하여 

경계가 모호한 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에서 명

암 유사도를 근간으로 상분할을 수행하는 기존 알고

리즘들은 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객체와 배경의 약한 경계 역에 응하기 

해 강화된 에지와 블록단  응  임계값을 사용하

고, 객체와 배경이 거의 차이가 없어 여 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상 객체의 연결을 사용하고 있

다. 모의실험 결과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97.7%의 실험 

상에서 시각 으로 한 상분할을 수행하고 

100%의 실험 상에서 상 검색에 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상분할이 수행되었고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하여 우수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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