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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ly, flatfish vaccination has been performed manually, and is a laborious and time-consuming

procedure with low accuracy. The handling requirement also makes it prone to contamination. With a view

to eliminating these drawbacks, we designed an automatic vaccine system in which the injection is delivered

by a Cartesian coordinate robot guided by a vision system. The automatic vaccine injection system is driven

by an injection site location algorithm that uses a template-matching technique. The proposed algorithm was

designed to derive the time and possible angles of injection by comparing a search area with a template. The

algorithm is able to vaccinate various sizes of flatfish, even when they are loaded at different angles. We

validat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by analyzing the injection error under randomly

generated loading angles. The proposed algorithm allowed an injection rate of 2000 per hour on average.

Vaccination of flatfish with a body length of up to 500mm was possible, even when the orientation of the

fish was random. The injection errors in various sizes of flatfish were very small, ranging from 0 to 0.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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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산 양식업은 세계적으로 성장속도가 제일

빠른 산업중의 하나로서 세계 식용 어류 생산량

의 50%를 차지한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처 통계

에 의하면 전 세계 수산양식 생산량은 1998년부

터 2007년 사이에 28백만 톤에서 50백만 톤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NOAA, 2008). 국내에서도

양식장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대형화됨으로써

높은 밀집사육과 수질의 저하로 인해 어류 감염

성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넙치는 국

내 해산어 양식 생산량의 약 48%차지하는 양식

대상으로 (Kwon and Bang, 2004), 양식량의 증가

와 함께 질병 발생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 백신시

장도 2008년 18억원, 2010년 32억원으로 세계시

장 규모의 2〜3% 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

다. 

백신주사는 투여량이 정확하고 백신의 양도

적게 소요되며, 또한 면역보강제의 첨가가 가능

하여 어류에 확실한 면역능력을 부여하는 장점

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넙치용 백신자동접종시

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력이 소요되

어,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양식업자 및 소

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

과 관련하여 국가 지원의 대부분은 백신접종 전

문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매년 백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종비용 및 접종시간도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부 양식장

에서 덴마크 접종자동화 장치 전문 업체에 넙치

용 백신자동접종시스템 (Easyvac-Flat1200, Rossi

Denmark Inc.)을 설계 의뢰하여 제주도 양식장

에 도입되었지만, 시스템의 규모가 과대하여 실

내수조에서 이동 및 운용이 불편하고 넙치를 한

마리씩 접종할 위치를 사람이 직접 접종위치를

레이저 포인터로 찾아야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접종속도는 현저하게 느

리고, 사람마다 접종위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식장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편

하여 실용화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접종 시 인력수급을 양식장 단위로 하지 않고 방

역업체에서 일괄수급 함으로써 아직까지 현장에

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또

한 수조의 형태가 지면 아래로 2m 내외의 깊이로

시설되어 있어 양식장 현장 여건을 고려한 넙치

용 백신자동시스템을 개발이 쉽지 않으며, 연구

결과물 또한 찾기 힘들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넙치보다 연어와 같은 둥근

형 물고기에 대한 백신자동접종을 위한 시스템

을 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SV5, Northwest

Marine Technology Inc.).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국내·외 백신접종관

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기존에 이미지를 통

한 측정 기술 (Storbeck et al., 2001; Sun and

Nelson et al., 2002; An et al., 2009; Yang et al.,

2011; Lee, 2011)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비젼

시스템 및 3축 로봇을 기반으로 한 접종부위 인

식과 접종위치 추종하여 접종할 수 있는 백신자

동접종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비젼시스

템에서 템플릿매칭기법을 사용하여 넙치가 임

의의 각도로 투입 되었을 때, 접종위치 인식이

제한받는 현상과 서치영역의 면적이 증가할수

록 이미지를 처리해야 할 연산량이 많아져 이미

지 인식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

여 템플릿 영역과 서치영역 설정을 최적화하고,

백신자동접종시스템의 성능분석을 하기 위한

투입각도에 따른 접종 오차실험, 넙치 크기별 접

종위치 인식실험, 접종속도 실험을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넙치용 백신자동접종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

여 Fig. 1과 같이 구성하여 제작 하였다. 본 시스

템은 작업대, 넙치고정베이스, 접종과정감시 및

확인용 모니터 , PLC (Programmable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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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CCD (Charge-Coupled Device) 카메

라, 조명장치, 3축 직교좌표로봇, 직교좌표모션

컨트롤러, 백신용기, 주사장치 및 주사 컨트롤

러, 비젼시스템 (PV－500, Panasonic), 넙치고정

을 위한 공기 압축기로 구성되었다. 백신자동접

종 시스템은 접종 전 과정의 모니터링이 가능하

며, 주사바늘 각도, 주사 깊이, 백신주입량 조절

도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되어있다. 

Table 1과 같이 CCD 카메라는 백신 접종 시 넙

치의 표면에 물과 조명장치에 의한 빛의 산란을

영향을 줄이고, 투입되는 넙치의 이미지를 선명

하게 취득하기 위해 영상 이득을 최대 1로 설정

하였다. 또한 취득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터

스피드 최소화하여 10ms로 설정하였으며, 비젼

시스템에서는 템플릿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투

입되는 넙치의 영상을 ±180°로 검사할 수 있도

록 설정하였다.  

템플릿 인식 및 매칭기법은 매우 다양한 분양

에 응용되어 왔으며, 로봇 비젼시스템이나 생체

인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상 신호에 있

어 템플릿 매칭이라 함은 템플릿을 이용하여 영

상 내 하나의 클래스로 대응시켜 그 위치 등을 결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Stefano et al., 2005; Tsai

and Lin et al., 2003; Kim and Rhee, 1999; Darwish

and Jain, 1988). 일반적으로 템플릿 인식시스템의

기본적 구성은 Fig. 2와 같다. 템플릿 인식시스템

은 영상에서 잡음 및 기타 성분 등을 제거하는 전

처리 (Preprocessing)단계와 영상의 특징인 에지,

코너 기타 크기 및 명암 분포 등의 특징 중 검출

에 사용될 특징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단계

(Feature Extraction), 특징 추출단계에서 결정된

특징들을 측정하는 특징 측정단계 (Feature

Measurement), 그리고 템플릿과 일치되는 영상을

찾아 인식할 수 있는 분류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넙치 백신접종을 위해 상관계

수방법을 이용한 템플릿 매칭 기법을 적용하였

으며, 상관매칭을 이용한 방법은 입력 영상의 특

징점과 템플릿 영상의 특징점 등을 크기와 방향

을 가지는 벡터성분으로 해석하여 두 벡터의 일

치 정도를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구한다. 영상

에서 상관 계수 즉, 템플릿의 매칭 정도를 구하

기 위해서 식 (1)을 이용한다. 

N

∑
n〓l

M

∑
m〓l

S i,j (m, n)×T (m, n)
R (i, j)〓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

(
N

∑
n〓l

M

∑
m〓l

[S i,j (m, n)]
2) (

N

∑
n〓l

M

∑
m〓l

[T (m, n)]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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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the vaccine automation injection

system for fla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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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the vision system and CCD camera

paramet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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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1 10ms ±180°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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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low chart of template recogn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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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상의 크기는 M×N이며 T (m, n)은 템

플릿영상, 그리고 S (i, j)는 주어진 영상을 의미

한다. 상관관계는 두 벡터 사이의 cos q값을 의

미하며 상관도가 높을 경우 상관계수는 그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나며 서로 상반되는 경우 그 값

은 －1에 근접하게 된다.

결과 및 고찰
백신접종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정확한

접종위치를 파악하여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백신접종 전문

가들은 장기의 손상을 피해 넙치 백신 접종을 찾

을 때 복강을 가로, 세로를 각각 3등분하여 좌측

하단에 접종한다. Fig. 3은 넙치백신 접종 시 정

확한 주사 위치 파악을 엑스레이 검사 시스템

(X－eye 7000B, SEC Co., Ltd.)을 사용하여 복강

을 촬영을 통해 접종위치를 파악한 것이며, 동일

한 방법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2011년도 4월

과 5월에 양식된 넙치들의 크기에 따른 백신접

종 위치를 조사하였다. 

Fig. 5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젼시스템의 템플

릿 매칭 기법은 검사 대상물의 영상을 템플릿영

역 (Blue line)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저장해 놓

고, 서치영역 (Green line) 내에 투입 된 물체의

영상과 비교하여 저장된 넙치의 템플릿 영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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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rching (Green line) and template (Blue line) scope of the vision system.

Fig. 4. Vaccine injection spot according to flatfis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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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ccination injection spot of fla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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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상관 계수 높은 템플릿을 선택하여 검사

한다. 따라서 템플릿 매칭에서 검사조건은 서치

영역은 검사 대상물의 영상 정보를 담고 있는 템

플릿 영역과 같거나 커야하는 관계를 Fig. 6과

수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180°전 범

위에서 접종하고 다양한 크기 및 임의의 각도로

투입되더라도 접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템플

릿 영역은 넙치의 영상부분만 설정하고, 서치영

역은 수식 (3)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최소영역만

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영상처리 시간을 줄였다.

여기서, TL은 전장, BW은 체폭 그리고 L은 서치

영역의 가로, H는 세로의 길이를 나타낸다. 

TL2＋BW 2 BW L
M〓|__________

sin (q＋arctan ___ )|≤__
(2) 

2 TL 2   

H〓L〓 TL2＋BW 2 (3)

백신접종 알고리즘은 Fig. 4와 같이 4월, 5월에

측정된 넙치의 체형데이터 기반으로 넙치의 전

장 (TL)별로 20mm≤Group 1<22mm, 22mm≤

Group 2<24mm, … 32mm≤Group 7≤34mm, 7개

의 상위그룹들을 만들고, 그 상위그룹 아래 넙치

의 접종 위치 및 서치영역의 범위가 설정된 16개

의 템플릿이 존재하는 백신접종알고리즘을 Fig.

7과 같이 설계하였다. 현재 설계된 접종알고리

즘은 넙치의 템플릿 그룹을 7개로 나누어 접종

실험을 진행했지만, 넙치의 템플릿과 투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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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timization of searching scope and template of

fla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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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utomatic injection procedure, along with the proposed automatic injection algorithm. 



넙치의 이미지와 매칭률을 높이고, 더욱 정확한

접종을 위해서 그룹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지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백신접종순

서는 우선, 넙치는 공기흡입을 통하여 베이스위

에 고정된 후 CCD 카메라가 있는 위치까지 이

동하여 비젼시스템을 통하여 CCD 카메라에서

넙치의 전장을 측정한다. 그 측정값이 속하는 상

위그룹 내에서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템플릿을

찾고, 그 다음 최적화 된 서치영역 내에서 접종

위치를 인식하고, 인식된 접종좌표는 PLC를 통

해 3축 직교좌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접종이 실행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비젼시스템에서 템플릿 매칭 기법을 이용한

백신자동접종시스템에서 넙치 이미지를 인식하

는 시간은 접종속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룹별

이미지 인식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Fig. 8은 실제 그룹별 넙치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

장기준으로 나누어진 그룹 내의 이미지 인식시

간은 접종을 위해 투입되는 넙치의 이미지가 클

수록 처리해야할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와

같이 상관관계 계수법을 이용하여 투입되는 넙

치와 비젼시스템 내에 사전에 그룹별로 저장되

어 있는 넙치의 템플릿과의 매칭률을 그룹별로

조사한 결과, 평균 98.5% 매칭률을 보였으며, 그

결과로부터 투입되는 넙치와 그룹 내에 수많은

템플릿 중에 가장 매칭률이 높은 넙치 템플릿이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템플릿에 지정된 접종위치와 실제

로봇의 접종위치의 거리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넙치가 회전에 의한 접종 오차를 분석하였다. 여

기서 xOy는 템플릿에 저장된 접종위치를 표시

하기 위한 가상 좌표계이며,  XOY는 실제 접종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계이다. 오차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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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tching ratio versus tot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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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dentification time of flatfish template versus tot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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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ordinate transformation of injection site for

injection err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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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식 3을 통하여 실제 접종

위치 좌표를 가상좌표계 xOy로 좌표변환 시킨

다. 다음 수식 4를 통해 가상좌표계에서 지정된

접종위치 좌표 (x0, y0)과의 거리를 구한다. 넙치

의 회전에 따른 접종오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10도 씩 넙치를 회전시키면서 제

시한 오차계산방법을 통하여 접종오차를 계산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도별 접종오차는 실험

결과로부터 최대 접종오차는 0.6mm이하로 극

히 작음을 알 수 있었다. 

x cosq－sinq X[  ]〓[ ] [  ] (4)
y sinq cosq Y

Error〓 (x－x0)2＋(y－y0)2 (5)

x0,  y0 템플릿에 저장된 접종위치

X, Y : 회전각에 대한 실제접종위치

Table 2 는 개발된 넙치용 백신자동접종시스템

에 대한 접종성능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본 논문

에서 개발된 백신자동접종 시스템은 기존에 국

내에서 넙치 접종 시 시간당 1000마리 정도 하는

접종속도와 비교 할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간

당 평균 2000마리까지 접종이 가능한 속도를 가

지며, 임의의 각도로 투입될 때도 접종이 가능하

고 넙치 전장 500mm, 체폭 300mm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여러 명이 인력으로 접종하는 방식

보다 한 시스템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 정밀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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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ccine injection error versus flatfish size according to rot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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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넙치용 백신자동접종을 위하

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자동접종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템플릿 매칭 기법을 기반을 둔 서

치영역을 최적화 하는 알고리즘을 방법을 제시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넙치가 임의의 각도

로 투입 되었을 때 투입되는 각도에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접종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또한 투입 시 넙치의 회전각도에 따라

서치영역의 면적을 최적화 시키는 방법으로 실

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개발

된 넙치용 백신자동백신접종시스템은 제안한

접종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2000/hour

접종속도를 실현했으며, 숙련된 사람이 손으로

접종하는 속도 (1000/hour) 보다 2배 빠르다. 그

리고 넙치의 접종오차는 0〜0.6mm 범위로서 높

은 정밀도를 실현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백신접종의 효율성 및 접종비용을 절감하고

자 넙치용 백신자동접종시스템을 국내 처음으

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국내 양식장 여건에 부합

하고 접종속도, 백신접종의 효능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외에서는 연어와 같은 둥근형태의 어류를 대

상으로 자동접종시스템이 활발히 연구개발 되

고 있는 실정임으로 국내에서는 양식어 주 대상

어종인 넙치용 백신자동접종시스템에 대한 접

종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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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of Robotic vaccine injection system

Average

injection speed

Angles allowing

vaccination
Injection size Injec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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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300mm
0~0.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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