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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동물류 약 600

종, 식물류 약 1,300종에 이르며, 이들이 선박 수
중 표면에 부착하여 성장할 경우 크기가 10um 

커질수록 1%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외판에 부착
하는 해양생물의 성장속도는 수온과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착 후 6개월 이후
에는 연료 소모량이 약 30% 증가하게 된다.[1]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선박 프로펠러 표면
의 생물 부착이 프로펠러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표
면 거칠기가 큰 석회질 부착물의 경우 선박 설계 
속도에서 최대 15%의 프로펠러 효율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선박 운항 시 해양생물 부착에 의
한 효율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수중에서 획득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선박이나 수중 구조물 표면에 부착된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제안하는 방법

수중에서 수중 구조물을 촬영한 영상을 그림 1

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1(a)는 선체 하부, 그림 
1(b)는 선박 프로펠러에 해양생물이 부착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중 구조물에 부착된 
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선체하부 청소와 같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선체하부 청
소는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외부환경에 따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선박운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구조물에 부착된 해양생물
의 개체 수를 수중 드론과 같은 디지털 영상 촬
영 장치를 통해 획득한 후 영상을 기반으로 개체 
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한한 해양생물의 개체 수 측정방법은 디지털 
영상에서 국부 최대치(Local maxima)를 계산한 
후 잡음 허용치를 제외한 값들만으로 개체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는 제안하는 개체 수 
측정방법과 수동으로 계산한 해양생물의 개체 수
를 그림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2(a)는 해양생물
을 촬영한 영상(100x100[pixel2]), 2(b)는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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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measure the number of biofouling attached to underwater structures. 

This method measures the number of biofouling based on digital images captured in underwater. The number 

of biofouling was measured after correcting the image quality of underwater images for accurate population 

counting. In order to measure the number of biofouling, Maxima value in the image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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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최대치를 이용한 해양생물 개체의 위치가 
표기된 영상, 2(c)는 수동으로 해양생물의 위치를 
표기한 영상이다. 그림 2(b)에서와 같이 국부 최
대치를 계산한 결과 85개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
었고, 그림 2(c)의 영상에서는 수동으로 해양생물
을 계산한 결과 총 14마리가 영상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그림 1. 수중 구조물에 부착된 해양생물; (a) 선체 하부, (b) 선체 

프로펠러  

  

        (a)                (b)                (c)
그림 2. 해양생물의 개체 수 측정; (a) 해양생물 영상, (b) 국

부 최대치를 이용한 해양생물 위치 탐색(개체 수 측

정), (c) 수동으로 계산한 계체 수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구조물 표면에 부착하여 
구조물의 성능과 수명 등을 저하시키는 해양부착
생물의 개체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양생물의 개체 수는 디지털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의 국부 최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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