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북극의 결빙면적이 줄어들고 결빙기간도 짧아지고 있어 

북극항로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쇄빙선박에 대한 기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 연구의 하나로 모형 팩아이스(pack ice) 집적 상태에서 
쇄빙모형선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팩아
이스의 집적도(concentration)는 쇄빙선 성능 측정을 위한 중요
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팩아이스는 넓게 결속된 상태의 부유빙
으로 깨진 빙편이 깔린 브래쉬아이스(brash ice)와 반대되는 개
념을 가진다. 팩아이스는 빙해수조에서 임의적으로 떠다니므로 
접근에 한계가 있고, 그 형상도 비 균일하여 모형실험을 위한 집
적도를 직접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팩아이스 집적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직접 접근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대상물의 정보를 추출하는 리
모트센싱(remote sensing)을 활용한다 (Rees, 2005). 인공위성
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팩아이스 정보 측정 역시 
시도되었다 (Johannessen, et al., 2000). 이 방법은 매우 광범
위한 영역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구름과 같은 대
기 중의 객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도는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다른 방법으로 팩아이스가 분포되어 있는 곳을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초기 투
자 및 운영 비용이 낮다. 국내에서는 팩아이스 분포가 촬영된 사
진을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여 보다 간편하고 빠른 측정
을 시도하기도 했다 (Cho,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상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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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제약성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에는 적합하지만 팩아이스 집적도 
측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 특히 불균일한 조명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는 올바른 결과를 도출 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인다.

팩아이스 집적도 측정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은 국외에서도 활
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전처리를 통해 영상을 수동 분할한 후 넓
은 영역의 팩아이스 영상을 분석한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Zhang, et al., 2015). 같은 시기에 수동영상분할 개념을 포함
하고 빛이나 색상 불균일 영역에 대한 이진화를 수행한 알고리즘
도 소개되었다 (Byun, et al., 2016).

수동 분할의 방법 및 횟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방법 및 횟수가 부적절한 경우 정확
하지 않은 영상분석결과가 도출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동영상분할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자
동화된 영상 분할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팩아이스 정지 영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진화를 위한 최적 임계값을 계산하고, 개발 
알고리즘으로 분할된 각 영상에 독립적으로 계산된 각각의 임계
값을 적용하여 이진화한다. 또한 임계값을 계산할 수 없는 영상
은 주변 영역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개발, 적용한다. 영상분할
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팩아이스 집적도가 산출됨을 수치적으로 
검증한다. 영상분석을 위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 프
로세싱 기술 (Itseez, 2014)을 사용하였다.

2. 국부 이진화 
2.1 팩아이스 정지 영상 특징

본 논문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빙해수조에서 
촬영된 팩아이스 영상을 분석한다. 모든 영상은 가로, 세로방향 
0.1도 이하 각도 조건에서 촬영되어 수평 영상으로 간주된다.

Fig. 1 Histogram of an ideal pack ice image
특정 디지털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로축은 색조 값을 0

에서 255로 분류한 분포, 세로축은 해당 색조에 대한 픽셀 수로 
구성된 막대그래프인 이미지 히스토그램(image histogram)을 활
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팩아이스 영상은 상대적으로 밝은 팩아

이스 부분과 반대로 어두운 물 부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상
적인 팩아이스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해 보면 밝은 부분의 값
들이 분포되어있는 하나의 피크(peak)와 어두운 부분이 분포되
어 있는 또 다른 피크, 그리고 두 피크 사이에 하나의 밸리
(valley)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실제 영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의 팩아이스 영상은 피크나 밸리의 높이, 너비,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두 개의 피크와 밸리를 갖는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형
태를 쌍봉형(twin peaks, bimodal)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Fig. 1에 보인다.

2.2 이진화 개념
영상에 존재하는 2개의 객체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진

화(binarization, thresholding)라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다음 식은 이진화 방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if  ≤ 
 if   

                (1)

여기서 는 원본 영상의 x행, y열의 색조값, 는 이
진화된 영상의 x행, y열의 색조값, T는 임계값(threshold)을 의미
한다. 만약 원본 영상의 한 픽셀의 색조값이 임계값 이하라면, 
이진영상 그 위치의 색조값을 0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255를 
할당한다. 이진화에서 임계값은 영상분석 결과를 좌우하므로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2.3 최적 임계값
쌍봉형 히스토그램을 갖는 팩아이스 영상들에서 두 개의 피크

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진화한다면 이론
적으로 물과 팩아이스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

Fig. 2 Histograms of original image (top), ice image 
(middle), and water image (bottom) 

Fig. 2는 팩아이스 원본 영상(위), 팩아이스 추출 영상(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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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추출 영상(아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팩아이
스 추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원본 히스토그램의 오른편 피
크는 팩아이스로부터, 물 추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원본 
히스토그램의 왼쪽 피크는 물로부터 추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피크가 끝나는 지점 및 두 번째 피크가 
시작되는 지점(Fig. 2에서 T)을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이진화하면 
팩아이스와 물이 완전하게 분리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팩아이스 영상의 히스토그램 피크는 두 개이므로 위
의 임계값을 통해서 이진화한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서 한 개의 
피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크가 3
개 이상 존재하는 비정상상태가 된다. 

Fig. 3은 피크가 세 개 존재하는 히스토그램들이다. 왼쪽 히스
토그램에서 첫 번째 피크는 물에 의해서 나타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팩아이스에 의해서 나타난다. 팩아이스에 의하여 두 개의 
피크가 발생한 이유는 이 영상이 밝은 팩아이스와 어두운 팩아이
스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른쪽 히스토그램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크는 물에 의해, 세 번째는 팩아이스에 의
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에 외부적인 환경이 작용하여 물의 
색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팩아이스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보통 피크 두 개로 
표현되지만 실제 예제에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세 개 이상의 피
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한 피크의 밝기 차가 가장 큰, 즉 피크 간 
간격이 제일 긴 구간이 팩아이스와 물이 분리되는 곳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리고, 이 구간에서 밸리 최저점을 임계값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Fig. 3에서 점선 화살표는 피크가 3개인 히스토
그램에서의 채택된 최적 임계값을 나타낸다.

Fig. 3 Assignment of optimal threshold for hree-peak 
histogram 

2.4 구획화을 이용한 국부 이진화
하나의 영상에 단 한 개의 임계값만 사용하는 전역 경계화

(global thresholding)를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주어
지는 팩아이스 영상이 완벽한 경우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 영
상은 빛이나 색상의 불균일로 인해서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적절한 영상분석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에서는 불완전한 영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체 영상을 작은 영
상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영상에 다른 임계값을 적용하는 국부 이
진화(local binarization)를 활용한다. 

Fig. 4는 주어진 영상(좌측 상단)을 2x2 소(小)영상으로 분할
하는 국부 이진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좌측 위 그림을 보면 영
상에 그림자가 드린 듯이 짙은 밴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
저 전체 영상이 소영상으로 분할되고, 다음 각 소영상이 다른 임
계값을 이용하여 이진화된다. 마지막 과정에서 분할된 국부이진
화 결과가 결합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Fig. 4 Local binarization process using subdivision
Fig. 5는 분할기법이 적용된 효과를 보인다. 오른쪽 위 그림은 

전역(global) 이진화에 의한 결과로 그림자가 발생한 영역의 팩
아이스를 정확히 이진화하지 못한다. 오른쪽 아래는 3x3 분할 영
상으로부터 국부 이진화한 결과로 그림자가 발생한 영역의 팩아
이스도 정확하게 분류되는 결과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부 이진화를 통해서 빛의 불균일이나 색상차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적절한 분
할 영역 및 횟수에 설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남는다. 다음 
장에서 분할을 위한 구획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Fig. 5 Comparison of results from global(top) and 
local thresholding (bottom)



쿼드트리 분할영상의 국부이진화를 통한 팩아이스 집적도 측정 알고리즘

52          대한조선학회논문집 제 54 권 제 1 호 2017년 2월

3. 쿼드트리 분할을 활용한 알고리즘
3.1 쿼드트리

쿼드트리(quadtree)란 부모 노드(node)를 4개의 자식 노드로 
분리하는 데이터 트리 구조이다. 쿼드트리는 영상 분리를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Kelkar & Gupta, 
2008). Fig. 6은 한 사각형이 분리되는 쿼드트리의 개념을 나타
낸다.

Fig. 6 Quad-tree

3.2 개발 알고리즘
구획화를 통한 국부 이진화를 위해서는 영상 분할 방법 및 횟

수 설정이 필요하다. 최적화된 분할 방법 및 횟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오차가 누적되어 부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쿼드트리 알고리즘을 적용한 국부 이진
화를 통해 영상분석 문제를 해결한다. Fig. 7은 개발 알고리즘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히스토그램 분석을 위해서 영상이 입력되고, 분석 후에는 4가
지 경우로 분류된다. 만약 완전 1피크로 분류된다면 1피크 이진

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진 영상이 추출된 후 누적 이진 영상에 
반영된다. 완전 2피크로 분류된 경우는 2피크 이진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진 영상이 추출 및 반영된다.

불완전 1피크로 분류된 영상은, 만약 분석을 위한 최소 픽셀 
개수 이상을 갖고 있다면, 쿼드트리 과정을 거친다. 즉 4개의 소
영상이 생성되고 그 소영상들은 다시 히스토그램 분석을 위해서 
입력된다. 불완전 2피크로 분류된 영상 역시, 최소 픽셀 개수 이
상의 영상이라면, 쿼드트리 데이터로 추출되어 재입력 된다. 이
때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 후 조건에 만족되면 2피크 이진화 알
고리즘을 통해 이진영상이 추출 및 반영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히스토그램의 피크 분석을 통한 재귀 흐름
을 따르므로, 특정 픽셀 수 이하 영상에서는 피크 생성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획득된 피크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최소 픽셀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량의 오류 
발생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인 1,000픽셀로 설정하고, 이 이하의 
픽셀을 갖는 영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4의 No방향).

3.3 히스토그램 분석 및 피크 분류 (#1)

피크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야 한다. 히
스토그램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 
함수를 이용해서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Itseez, 2014). 이후 
히스토그램 기준 값 전후 차를 기울기로 정의하는데, 기울기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을 피크로, 기울기가 감소 후 증가하는 곳
을 밸리로 정의한다. 밸리는 한 피크의 끝과 다른 피크의 시작 
지점으로 간주한다. 식 (2), (3)은 피크 정보 추출의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Fig. 7 Flowchart of develop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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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f ′   ′   
   if ′   ′   
   

 (3)

식 (2)와 (3)에서 는 색조값 x에서의 픽셀 개수, ′는 
색조값 x에서 기울기, 는 피크정보를 의미한다.

Fig. 8 왼쪽은 원본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가우시
안 블러가 적용된 히스토그램과 피크 및 최저밸리(MV; minimum 
valley)를 나타낸다. 

Fig. 8 Effect of Gaussian blur
Fig. 9는 4가지 피크(완전1피크, 완전2피크, 불완전1피크, 불

완전2피크)의 형태를 나타낸다. 완전1피크는 히스토그램 분포 간
격이 DCP1 이하인 히스토그램으로, DCP1은 피크객체 한 개를 
포함하는 영상들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완전2피크는 피크가 2개 이상 존재하고, 밸리 구간의 평균 빈
도수가 FCP2 이하, 피크 간 간격이 DCP2 이상인 경우다. 밸리 
구간의 평균 빈도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수치에 의해서 정확
도와 소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피크 간 간격 수치(DCP2)는 
완전2피크 영상들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불완전1피크는 얼음과 물을 나타내는 피크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피크가 1개 존재하며, 완전1피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완전2피크는 2개 이상의 피크가 존재하지만 완전2피
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수치들(DCP1, FCP2, DCP2)은 다량의 
영상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얻어진 값들로서 영상이 촬영된 장
소의 환경 및 설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Fig. 9 Histograms of a complete peak (left-top), an 
incomplete peak (right-top), two complete 
peaks (left-bottom) and two incomplete peaks 
(right-bottom)

3.4 1피크 히스토그램 영상 분석 (#2)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서 완전1피크 히스토그램으로 분류된 

영상은 한 개의 객체만 있으므로 두 개의 객체를 분리시키는 임
계값 활용 이진화(thresholding) 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객체
가 팩아이스인지 물인지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본 연
구에서는 영상 주변의 색조값을 분석하는 전략을 택한다.

Fig. 10에서 1피크 영상 분석을 위한 픽셀 맵을 표현한다. ⓐ
는 개발된 알고리즘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 완전1피크로 분
류된 영역이다. 이 영상과 주위 영역의 색상차 비교를 위해 영역 
주위 상하좌우로 2픽셀씩 확장한 ⓑ영역을 먼저 분석한다. ⓑ영
역에서는 영역 경계에 물이 조금만 나타나있어 ⓐ영역과의 색상
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 추가 확장한 
ⓒ영역에는 물이 확실히 존재하므로 ⓐ영역의 색상차를 비교가 
가능하다.

Fig. 10 Pixel map of single-peak image (ⓐ) and 
extended area for comparison analysis (ⓑ 
& ⓒ)

Fig. 10의 ⓐ영역과 같이 완전1피크 히스토그램으로 분류 된 
영상의 히스토그램(Fig. 11 위)과 ⓒ영역과 같이 확장된 비교 대
상 영상의 히스토그램(Fig. 11 아래)을 비교한다. 완전1피크 히
스토그램 영상은 1개의 객체만 가지므로 히스토그램(Fig. 11 위)
이 좁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장된 비교 대상 영역에는 2가지 
객체가 포함되도록 하였기에 히스토그램(Fig. 11 아래)이 HD만
큼 넓게 분포된다. 완전1피크 히스토그램의 피크 상대 위치(RP)
는 비교 대상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에서 79%로 우편향된다. 
이는 피크가 상대적으로 밝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피크는 물
보다 밝은 색상을 가지는 팩아이스로 구분된다. 이와 반대로 피
크가 좌편향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객체인 물로 간주한다. 

제안된 객체분리 방법을 적용하여 한 개의 객체만 존재하는 
영상에서도 객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기준 영상을 주
위 국부영역과 비교하여 분석하므로 전체 영상에 분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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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불균일이나 색상 차로부터 발생하는 오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준다.

Fig. 11 Histograms of a single-peak image (top) and 
an extended image (bottom)

3.5 2피크 히스토그램 영상의 필터링 수행 (#3)
이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팩아이스와 물을 나타내는 피크

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지만 간혹 피크가 2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크들이 모두 팩아이스만 (또는 물만) 나타내는 경
우가 발생한다. 즉 발견된 2개 피크가 모두 팩아이스만(또는 물
만) 나타내고 상대 대상물인 물을(또는 팩아이스를) 위한 피크가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불완전 1피크 히스토그램과 유사한데, 
팩아이스와 물 분리를 위한 임계값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완전 2피크 히스토그램 영상이 이진화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위해 사전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예로 Fig. 12에는 분명 2개 이상의 또렷한 피크가 존재하지만 
이 2개의 피크는 모두 팩아이스를 나타낸다. 물을 나타내는 피크
는 왼쪽의 점선 동그라미가 있는 부근에 존재해야 하지만 존재하
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피크의 상대 위치가 히스토그램 분포 
영역에서 왼편 40% 이내, 마지막 피크의 상대 위치가 히스토그
오른편 40%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의 영상을 필터링하여 그 
영상은 이진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그 영상은 불완전 
2피크로 분류되어 소영상이 재추출 프로세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영상의 정보는 후에 이진화되어 반영된다. 

Fig. 12 Ambiguous histogram for binarization

4. 예제
4.1 개발 알고리즘 효과

쿼드트리를 이용한 국부 이진화 알고리즘에 의한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서 전역 이진화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13은 원본(위)
과 전역 이진 결과(아래)를 보이며, Fig. 14 위는 개발 알고리즘 
적용 후 결과를 나타낸다. 전역 이진화 결과 영상을 보면 오른편
에 조명 밝기가 충분하지 않아 팩아이스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
지만, 개발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잘 처리함이 보인다.

Fig. 14 아래는 알고리즘이 적용될 때 자동적으로 분할된 소
영상 영역을 표현한다. 

Fig. 13 Original image (top) and result of global 
thresholding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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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 of developed algorithm (top) and 
quadtree subdivision (bottom)

 
Fig. 15는 다른 영상의 적용 예를 나타낸다. 전역 이진화 결과 

영상(오른쪽 위)을 보면 왼쪽 구석에서 팩아이스를 정확히 구분
하지 못하지만, 개발 알고리즘 결과 영상(오른쪽 아래)에서는 보
다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Fig. 15의 팩아이스는 크기가 작고 여
러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밀한 분할이 필요하다. 개발 알
고리즘은 입력 영상에 맞는 최적 분할 조건을 찾고 그 분할 영상
을 분석하여 우수한 이진 결과 영상을 도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 Original image (left-top), quad-tree subdivision 
(left-bottom), result of global binarization 
(right-top), result of developed algorithm 
(right-bottom)

4.2 집적도 측정
천장의 조명으로 인한 빛의 불균일 현상을 포함하고 있어 전

역 이진화로는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팩아이스 영상을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서 집적도를 측정했다. Fig. 16은 원본 영상과 
알고리즘 적용 결과 이진영상을 나타내고, Table 1은 분석된 영
상의 크기와 집적도결과를 나타낸다.

팩아이스 집적도는 전체 픽셀 수 대비 흰색 픽셀 수의 비율을 
퍼센트로 정의한다. 

test image #1

test image #2

test image #3

test image #4
Fig. 16 Results for different pack ice images

Table 1 Results of analyzed images
No. Size Concentration of pack ice [%]
1 4160 × 3120 61.43
2 4608 × 2592 75.07
3 4608 × 2592 61.31
4 4608 × 2592 69.88

4.3 정확도 검토
알고리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수동 측정한 집적도와 알고리

즘에 의해 도출된 직접도를 비교하였다. 시각적으로 팩아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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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판단하여 집적도를 수동 측정한 결과 70.02%의 직접도가 
계산되었다.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집적도는 69.88%로 오차
는 0.14 %포인트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결 론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하여 팩아이스 집적도 측정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팩아이스 영상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진화를 위
한 최적 임계값을 선택하였다. 빛 불균일이나 색상 차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국부 이진화를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쿼드
트리 소영상 추출과 각 영상을 히스토그램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 정의함을 통해서 국부 이진화를 자동화하였다.

개발 알고리즘은 빛 불균일이나 색상 차와 무관하게 영상 전
체에 걸쳐서 정확한 이진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팩아이스를 동반한 여러 실험에 활용될 수 있으
며, 팩아이스 영역을 넘어서 임의형상을 가진 물체를 식별하는 
영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가장자리 추출 및 객체 분리 기술을 적용하여 팩아이스 
넓이 계산결과를 정교화하는 방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우선 빙해수조에서 획득된 영상에 적용되
었으나, 북극과 같은 실해역에서 촬영된 영상에도 무리 없이 확
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 활성화 되는 드론 등의 기기를 
이용한 촬영도 현실적인 영상획득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조만간 
실해역 자료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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