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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후변화와 각 나라의 해양확보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을 해결하기 한 친환경 양식업이 부각되

고 있다. 해양 양식업 작업의 편이성을 제공하기 해 어업용 선박 크 인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처

리기를 이용하여 기본의 선박 크 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상장비를 통해 입력받은 작업 역의 상정보

를 모니터링  분석하여 상을 최 화하고, 작업자에게 편리하고 높은 가시성을 갖도록 하는 실시간 상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 climate change and ensure each country's marine fisheries resources due to the sharp decline to address the eco-friendly 

farming has emerged. Marine aquaculture operations to provide ease of use for the fishing ship cranes. In this paper, we use the 

default handler for the shipping cranes and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received video equipment in the work area 

through the monitoring and analysis of visual information to optimize the image, convenient and high visibility for workers to have 

real-time video guide system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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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목   방법

최근 해양생태계에서는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손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등 여

러 가지 형태의 자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1]. 한 

수산자원의 과다한 남획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 으로 보다 안정 이며 친환경

인 기르는 어업 육성인 해양 양식업의 확 를 가져오

고 있다[2]. 해양 양식업으로 가두리양식어업, 축제식

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등 다양한 

양식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해양 양식업은 작업

선에 무거운 짐을 끌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소형 어

업용 선박 크 인 사용이 확 되고 있다.

어업용 선박 크 인은 어선에 장착할 수 있는 크

인으로 어장의 작업 환경에 합하도록 설계되어 양

식장까지 이동하여 양식물의 채취, 선 , 이송, 하역, 

먹이 이  청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산

작업용 장비이다[3].

지 까지 개발된 어업용 선박 크 인은 해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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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동으로 크 인을 조작하는 조작자와 크 인 치

를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조력자가 함께 필요하

다. 는 1인 조작자의 작업 시에는 조작자가 크 인을 

멈추고 작업 장을 직  으로 확인 후 크 인을 조

작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가 있었다.

그림 1. 어업용 선박 크 인 작업 모습
Fig. 1 Fishing ship look crane work

양식장은 바둑 의 형태로써 수산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사각형의 공간과 그 둘 를 사람

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비로 만들어 놓은 통

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 인을 통해 복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에 복

의 먹이인 다시마를 이 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

으나 규모가 큰 양식장의 경우 크 인 조종 시 원거

리에 있는 작업 공간이 제 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먹이 투하에 한 공간 악이 어렵고, 정확하고 

빠른 이 작업에 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상처리 기반의 

작업 제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소 인원으로 정확하

고, 신속한 먹이 투하를 가능하게 하여 작업의 효율성

을 극 화 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작업 능력을 향

상 시키면서 작업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으로 선박 크 인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기의 어업용 선박 크 인 상 가

이드 시스템을 분석하고 좀 더 개선된 상 가이드 

시스템 설계와 단순하게 상을 모니터에 달하는 

부분을 넘어서 입력되는 상의 안정성을 높이기 

해 양식장의 일을 인식시킨다.

상 처리 기법  가장 리 이용되는 양식장의 

복 서식 공간과 양식장 둘  테두리를 객체로 추출하기 

한 기술, 즉 물체가 어디에 있으며, 물체의 모양과 크

기, 텍스처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기술인 에지 기술과 

심 추출을 한 Camshift 알고리즘을 목시켜 작업자

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상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어업용 선박 크 인 상 시스템의 
개선사항

2.1 기존 어업용 선박 크 인 상 시스템 개요

어업용 선박 크 인의 상 가이드 시스템은 작업 

역의 상을 카메라로 분석하여 크 인의 조작자에

게 작업의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실시간 상 기반 시

스템이다. 카메라의 시야는 필요한 작업 역을 볼 수 

있도록 설치, 크 인의 이동에 의한 붐, 아우터 붐, 집

게의 각도가 지속 으로 변하는 환경에서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역을 비추고 사용자에게 작업 역의 

상을 제공한다[5].

상처리는 고화질의 유선 카메라와 카메라하우징

이 있다. 크 인의 최장 길이는 15m 이내이므로 USB 

이블을 통해 상을 송하고 작업자는 소형의 모

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사항을 확인하며 작업

을 진행하게 된다. 모니터의 크기는 7인치~10인치에 

해상도는 800*600 이상으로 제공하며 당 20 임 

이상의 상을 작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크 인의 치 변경 시에도 장착된 카메라의 시야

가 항상 작업 역을 향하도록 설치하도록 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해상 크 인은 해수에 의한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다. 카메라의 오염을 방지하기 해 카메라 하우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2. 개선된 상 가이드 시스템 설계
Fig. 2 Improved video guide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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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리 기술로 분석된 상에서 블 딩이 용된 

선으로 표 되고, 운 자의 정확한 작업을 유도하기 

해 Camshift 기법으로 심 을 알려 다. 이는 

상처리 작업 제시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써 작업자 

시야의 사각 지 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게 되는 

장 이 있다[6].

그림 3. 제안된 상처리 기반의 작업 시스템
Fig. 3 Image processing system based on the 

proposed work

2.2 Canny기법과 Camshift기법을 이용한 추출

에지를 이용한 추  기법은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 

않고 구 이 쉬우며 픽셀 밝기를 이용한 방법보다 조

명 변화에 강인하게 동작하는 특성이 있다. 가장 기본

인 개념은 재 화소와 주변 화소간의 기울기 값이 

큰 부분을 표시하여 고주  역과 주  역을 구

분해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상을 많은 에지 검출 기법

들 가운데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Canny 에지 검

출 기법을 사용한다[7]. Canny 에지 검출기가 다른 

검출기들에 비해 SNR(Signal to Noise Ratio)이 높고, 

효율 인 극 을 응답해주기 때문이다[8]. 

니 에지 추출 (Canny Edge Detection) 방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순서로 실행된다[9].

① Smoothing : 이미지를 블러링 처리하여 노이즈

를 제거

② Finding gradients : Sobel Operator를 사용하여 

큰 매그니튜드(magnitude)를 갖는 에지 검출

③ Non-maximum suppression : 에지의 매그니튜

드가 maximum인 경우만 에지로 사용

④ Double thresholding : 두 개의 임계값 (T_low, 

T_high) 을 사용하여 에지 결정

⑤ Edge tracking by hysteresis : 첫번째 임계값 

(T_high)보다 magnitude가 높은 픽셀을 에지로 

설정하고, 설정된 픽셀에 인 하고 두번째 임계

값 (T_ high)보다 높은 magnitude를 갖는 픽셀

을 에지로 재설정. 두번째 에지로 설정된 픽셀

에 하여 Edge tracking by hysteresis 반복 

수행

Canny에지 검출기를 사용하기 해 Gaussian필터

를 용하여 상 내 잡음의 향을 여 다. 다음에 

Roberts 마스크나 Sobel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 에지를 검출한다.

 ≈ (1)

와 는 각각 수직, 수평 에지 검출기로 검출된 

결과며 에지의 방향은 다음 수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arctan
  (2)

검출된 기울기 방향에서의 극 을 검출하면 에지

의 방향성에 따라 검출되는 에지들 외의 에지들을 감

쇄하면서 단일 선 에지를 결과로 나타내도록 한다

[10].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의 에지 검출만 추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검출 조건식을 용한다.

    i f 
≥  × 

 i f ≥ ×  (3)

    i f 
≥  × 

 i f ≥ ×  (4)

여기서  , 는 각각 에지요소의 비와 높이

를 나타내고, 는 촬 된 상의 수직 치에 따

른 이미 알고 있는 양식장의 수평 픽셀 정보를 이용

하여 에지요소의 치에서 추정된 양식장의 수평 픽

셀 비이다[11].

Camshift 알고리즘은 객체의 컬러 정보 즉 컬러 

확률 분포를 이용해 치뿐만 아니라 회 각도, 크기

까지 빠르게 계산해서 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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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가 재 추 하는 객체에 어느 정도 겹치지 않는 

한, 탐색 역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실시간으로 

객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속 으로 추 할 수 있

다는 장 을 갖고 있다[12].

2.3 제안하는 알고리즘 설계

그림 4. 제안된 상 검출 알고리즘 설계
Fig. 4 The proposed image detection algorithm design

[단계1] 믿음 측도 기반의 이미지 선명화를 한 

응축 행렬 계산

① 이미지 행력 에 해 최소 min   최  max  
의 계산

② 분포 의 계산

③   max min  min에 의한 히스토그램 
균등화

④  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 의 출력

⑤ 에 한 새로운  분포 의 계산

⑥ 새로운 이미지 에 해 최소값 min의 계산
⑦   min log 의 계산 (믿음 측도에 
의한 히스토그램 변경)

⑧   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 의 출력 (응

집행렬)

=믿음 측도 기반조건 : 데이터분포 무 성, 측자

들의 다양한 스 일 측정, 불확실성 이론 결합

[단계2] 응축 행렬의 보통 집합 연산에 의한 이미

지 기울기 계산

① 실제 이미지에 한 소속 함수 형태의 결정

② 퍼지 헤지(hedge) 개념의 베타 퍼지화기의 설정

③ 소속 함수 값의 결정

④ 언어 인 속성의 베타에 의한 소속 함수 값들의 

조정과 새로운 그 이 벨 생성으로 진행

[단계3] 퍼지 마스크에 의한 기울기 조정과 퍼지 

규칙 설정

① If P1 is Dark and P2 is Dark and P3 is Dark 

Then Gradient is D0,

② If P1 is White and P2 is Dark and P3 is 

Dark Then Gradient is D-1,0,

[단계4] 에지 검출을 한 Canny 알고리즘 용

① 표 편차 의 증가되는 값들에 해 단계 2~6

을 반복한다.

② 축  의 가우스분포로 이미지 g를 회선시킨다.

③ 각 픽셀에 해 지역  에지 표  방향 

∇∇ 을 계산한다.

④ 최 가 아닌 것들의 삭제는 의 1차  2차 

미분이 0인 에지 치를 찾는다.

⑤ 에지의 크기  ∇ 을 계산한다.

⑥ 잉여 인 반응을 제거시키기 해 히스테리시스

를 갖는 에지 임계를 설정한다.

⑦ 특징 합성 근방식을 사용하여 다  스 일에

서 에지들에 한 최종 정보를 집약한다.

[단계5] 심 을 추출하기 한 Camshift 알고리

즘 용

① 최  바운딩 박스 형태의 심 역 설정

② 심 역의 과 사이즈로 조  확장시킴

③ row image를 hsv image로 변환

④ hsv image에서 심 역의 histogram 생성

⑤ histogram back-projection으로부터 2D 컬러 확

률 분포 이미지 생성.

⑥ 생성된 컬러 확률 분포를 가지고 Mean-Shift 

알고리즘을 용한다.

⑦ 선택된 역에서의 을 찾는다. zero mo-

ment를 찾는다.

 




  (5)

x, y를 한 first moment를 찾는다.

 




   




  (6)

선택 역의 평균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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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x, y) : position(x, y)의 화소값

⑧ 으로부터 새로운 역을 설정한다.

⑨ 이 변하지 않거나 Threshold값 이하 는 

정해진 반복 횟수까지⑦, ⑧ 단계 반복한다.

⑩ 계산된 x, y, z, theta 값을 장한다.

Second moment

 




   




  (8)

주축의 방향

 

arctan











 



  


(9)






  

 




 (10)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

 





(11)







(12)

⑪ 검출된 역을 심과 크기로 치한다.

⑫ 다음 임으로 2단계부터 반복

Ⅲ. 구   테스트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처리의 실험  구 을 

해 동 인 상부분은 크 인 아우터 붐의 면에 진

자 움직임을 응용한 마운트를 설치하여 크 인이 움

직이더라도 카메라는 일정한 방향을 주시하도록 설계

하 다. 다음의 그림 5처럼 선박 크 인의 이동에 의

해 붐, 아우터 붐, 집게의 각도가 지속 으로 변하더

라도 작업을 모니터하는 카메라가 항상 크 인 쪽

에서 집게의 아래쪽 방향을 주시하도록 설정하여 촬

하 다.

그림 5. 아우트 붐  마운트에 카메라 장착
Fig. 5 Outboom mount for mounting the camera

그림 6에서와 같이 뒤쪽 배경까지도 추출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6에 조건식(식3, 식4)을 

용하여 먼 거리의 배경 정보를 제거한다. 

그림 6. 양식장 상에 한 Canny 에지 검출결과
Fig. 6 Aquaculture farm canny edge detection for 

image results

The input image Apply Canny detection

Applying Camshift The synthesized image

그림 7. 알고리즘 용  합성된 상
Fig. 7 Applying algorithms and image synthesis

상처리를 이용한 수산양식 리기의 작업 가이드 

시스템은 작업 지시를 해 작업 방향지시를 사방향

으로 표시하고 크 인이 정확한 치에 도달하면 방

향 지시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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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이드시스템이 합성된 출력 상
Fig. 8 Guide system outputs the synthesized imag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업용 선박크 인 시스템의 가이드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구 하 다. 

기존 선박 크 인에 작업자의 시야 확보를 하여 작

업장 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모니터링하기 한 

표시장치의 개선을 제시했으며 상 처리 장치의 미

흡한 부분  하나인 카메라의 동  운동부분을 별도

의 마운트에 카메라를 장착함으로 고정할 수 있었다. 

소형선박 크 인 작업 향상을 한 상 가이드 시스

템의 상 부분에서는 양식장의 에지 기법을 사용하

여 양식장의 일을 인식시켰다.

 크 인 작업자가 양식장내 목표물에 정확한 투입

과 한번 작업한 지역과 미 작업 지역을 구분하여 작

업의 능률의 향상을 가져오기 해 상에서 검출된 

에지 검출 결과의 가공과 작업구간과 미 작업구간을 

모니터에 표시해  수 있는 부분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선박 크 인 조작자가 크 인에 오르지 

않고 원격에서 1인 혼자 상 시스템이 모니터로 보

내  상만으로 외부에서 작업할 수 있게 발 한다

면 더욱더 인력  비용, 안  측면에서 발 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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