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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  구조물 표면에 부착되어 기생하는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

은 수 에서 촬 한 상을 이용하여 역 극 를 계산하여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는 것이다. 이를 

해 역 극 와 해양 부착생물 개체 수와의 상 계에 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상 내 역 극 의 개수와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 사이에 상당한 상 계가 존재하는 것을 밝 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

에서 촬 된 상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결과 상의 역 극  수치가 높을수록 상 내 해양 부

착생물의 개체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수  상을 상으로 하는 컴퓨터 

비 에서 요한 기반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estimate the number of biofouling attached to the surface of marine structures. This method estimates the 

number of biofouling by calculating the region maxima using images taken in underwater. To do this, we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gion 

maxima and the number of biofouling.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region maxima and the 

number of biofouling. By us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images taken in the underwat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region maxima of the image,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biofouling in the image.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as an 

important technology in computer vision for underwate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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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박  해상 구조물의 수  표면에는 연안의 풍부

한 양분에 의해 해양생물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여 

해양구조물의 기능을 하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특히, 선박의 경우 선체 외 에 해

양생물이 부착되는 경우 항이 증가하여 추진효율이 

낮아지므로 선속이 어 고 연료가 많이 소비되는 

등 선박 기능의 하는 물론이고 선박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하여 많은 경비가 추가로 발생된다[1].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선박 로펠러 표면의 생

물 부착이 로펠러 성능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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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표면 거칠기가 큰 

석회질 부착물의 경우 선박 설계 속도에서 최  15%

의 로펠러 효율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선박 

운항 시 해양생물 부착에 의한 효율 감소에 한 

책마련이 시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IMO에서 다루고 있는 해양생물의 선체 부착 방지

에 응하기 해서는 운항 혹은 정박 인 선박의 

선체 표면  틈새에 해양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

하는 기술, 정박 인 선박의 해양생물 세척 기술, 도

크 내 선박의 해양생물 세척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해서는 

선박이나 수 구조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해양생물의 

정확한 개체 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선박이나 

수  구조물 표면에 부착된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고자 한다. 개체 수 측은 수 에서 획득한 상

을 기반으로 역 극 (Region maxima)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체하

부 수 상의 특성분석과 상의 지역 극 에 하

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  

구조물 표면에 부착된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

기 한 분석방법  차에 하여 설명하고, 4장에

서 실험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수 상의 특성  지역 극

2.1 수 상의 특성

선체에서 해양생물이 많이 부착되는 부 를 그림  

1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이고 있는 수 상

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선수 추진기(bow 

thruster)와 로펠러(propeller) 부 를 촬 한 것이

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안에서 촬 한 

상이라 수 상 내에 상당한 많은 부유물들이 잡음

과 같은 형태로 심 객체(region of interest, ROI)와 

함께 촬 된다. 이와 같은 수  부유물들은 수 상

처리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

인  하나이다. 수  부유물과 함께 수  상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낮은 조도로 인해 상 체의 

명암도가 낮아지는 것과 함께 해수의 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몽롱화(blurring) 상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수 에서 촬 된 상의 경우 지상에서 촬 된 

상에 비해 상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3].  

그림 1. 선박에서 해양 부착생물이 발생하는 역
Fig. 1 Region of biofouling on ship

 

(a)                 (b)

 

(c)                 (d)
그림 2. 분석 상 (a) 테스트 상 1, (b) 테스트 상 2, 

(c) 테스트 상 3, (d) 테스트 상 4
Fig. 2 Analysis images (a) test image 1, (b) test image 

2, (c) test image 3, (d) test image 4 

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수  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 과

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기 하

여 획득한 수 상을 상으로 개체 수 측 알고리

즘을 용하기 에 상의 품질을 높여  수 있는 

처리 과정을 먼  수행한다. 구체 인 처리 과정

에 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2.2 역 극

역 극 는 작은 밝기 값으로 둘러싸인 큰 밝기 

값을 갖는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해양생물의 

경우 수  구조물의 표면에 돌출된 형태로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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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수  구조물 표면에 비해 큰 밝기 값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은 구조 인 특징과 

함께 많은 수의 해양 부착생물들의 색상이 밝은 색을 

띄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측한다. 그림 3에서 역 극 의 개념을 보이고 있

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  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역을 설정한 후 

역 내의 극  값만을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수 상과 같은 컬러 상의 경우

에는 휘도 성분의 최  값을 선택하 다. 

 

그림 3. 역 극
Fig. 3 Region maximum 

Ⅲ. 제안하는 방법

3.1 체 인 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 

측 방법은 그림 4와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그림 4에

서 보이듯이 입력된 수 상을 상으로 Color 

Correction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α는 색상 보정계수

로 입력된 수 상의 각 컬러 채 (color channel, 

RGB)로부터 계산한다[4, 5]. 색상이 보정된 상을 

상으로 dark channel prior 기법[6, 7]을 이용한 

Image Enhancement를 수행 후 역 극 의 수를 계

산하여 화면 체에서 차지하는 해양 부착생물의 수

를 계산한다. 여기서 NT는 noise tolerance로 이 값보

다 작은 경우 잡음으로 인식하여 ‘0’으로 처리한다.

그림 4. 제안한 방법의 순서
Fig. 4 Procedure of proposed method

3.2 역 극  연산(Find Maxima)

역 극 는 그림 5에서 보이고 있는 의사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비교  

간단한 연산을 통해 역 극 를 구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상 내에 존재하는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를 측한다. 여기서 xl은 기 좌측 좌표, ls는 

기 인터벌, ev는 에러 값을 의미한다.

while Is > ev
  xm := xl + Is;
  xr := xm + Is;
  if f(xm) > f(xl) and f(xm) > f(xr) then
     Is := Is/2;   
  else
     xl := xm;  
return xm;

그림 5. 역 극  의사코드
Fig. 5 Pseudo code for region maxima

3.3 극 와 해양 부착생물 개체수와의 상 계 

분석

수 상을 기반으로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기 하여 상 내의 역 극 와 개체 수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상 계 분석은 ① 상의 

해상도를 높여가며 역 극 를 계산하는 방식과 ② 

동일한 해상도를 기 으로 상 내의 해양 부착생물 

개체 수에 따라 집도 상, , 하로 나눠 상 계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 다. 그림 6에서 분석에 사용된 

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림 6(a)는 좌측에 있는 원 

상의 심을 기 으로 우측과 같이 100⨉100, 200
⨉200, 300⨉300[pixel2]의 해상도로 분할한 것으로, 
에서 설명한 ① 해상도를 높여가며 역 극 를 계산

하기 한 상이다. 그림 6(b)는 동일한 해상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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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로 촬 한 상들로 좌측으로 갈수록 해양 부

착생물의 집도가 증가하고, 우측으로 갈수록 집도

가 감소한다. 

(a)

(b)
그림 6. 실험 상; (a) 해상도 변화, (b) 집도 변화
Fig. 6 Experimental images; (a) changing spatial 

resolution, (b) changing spatial density

그림 7에서는 그림 6(a)에서 보인 해양 부착생물 

상의 해상도를 높여가며 측정한 역 극 와 실제

로 상 내에 존재하는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를 

직  측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7의 좌측 상

은 입력된 원 상, 간 상은 측정된 역 극 를 

이진 상으로 변환한 결과, 우측 상은 직  개체 

수를 측정(count by manual)한 결과 상이다. 그림 7

의 간 상과 우측 상에서 직 으로 비교할 수 

있듯이 상 내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에 따라 

역 극 의 개수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8에서는 그림 6(b)의 해양 부착생물의 집도 

변화 상으로 역 극 와 직  해양생물의 개체 수

를 측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8의 좌측 상은 

입력 상, 간 상은 측정된 역 극 를 이진 

상으로 변환한 결과, 우측 상은 직  개체 수를 측

정한 결과 상이다. 해양 부착생물의 집도를 변화시

켜 가며 역 극 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개체 수와 

역 극 의 개수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 계가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7. 실험 상; (a) 100x100, (b) 200x200, (c) 

300x300
Fig. 7 Experimental images; (a) 100x100, (b) 200x200, 

(c) 300x300

(a)

(b)

(c)
그림 8. 실험 상; (a) 높은 집도, (b) 간 집도, 

(c) 낮은 집도
Fig. 8 Experimental images; (a) high density, (b) 

medium density, (c) low density

그림 7과 그림 8에서 상으로 보인 역 최 와 

해양 부착생물 개체 수와의 상 계를 표 1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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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량 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역 최 의 개수와 실제 해양 부착생

물의 개수 사이에는 상당한 상 계가 존재한다.

표 1. 역 최 와 해양 부착생물 개체 수
Table 1. Region maxima and population of 

biofouling

Analysis Condition Maxima Manual Ratio

Resolution

100⨉100 14 85 6.07

200⨉200 25 259 10.36

300⨉300 65 641 9.86

Density

Low 49 288 5.88

medium 59 380 6.44

High 110 421 3.83

Ⅳ. 실험 결과

3장에서 분석할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 부착생물을 

촬 한 상들로 부착생물의 개체 수를 측하는 실

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상은 그림 2에서 

보 던 분석에 사용한 상과 동일한 상들이다. 실

험에 사용한 상은 RGB 컬러 상으로 해상도는 테

스트 상 1(946⨉707), 테스트 상 2(451⨉414), 테
스트 상 3(488⨉448), 테스트 상 4(795⨉594)이다. 
그림 9에서 테스트 상을 상으로 역 최 를 

측정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그림 9의 좌측 상은 

원본 입력 상, 우측은 측정된 역 최 를 상 에 

직  표시한 결과이다. NT 값은 ‘1’로 설정하 고, 측

정한 역 최 는 우측 상에 원형으로 표기하 다. 

그림 9를 살펴보면, 상 체의 명암도가 상 으로 

높은 상(그림 10(a), 10(d))의 경우 역 극 의 개

수가 높게 측정이 되었다. 특히, 그림 10(d)와 같이 

상 내 일부 역의 화소 값이 극단 으로 클 경우

에도 역 최 의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는 그림 9에서 상으로 보 던 역 극  

측정결과를 정량 인 수치로 보이고 있다. 3장의 분석

결과와 같이 역 극 의 개수만으로도 해양 부착생

물의 개체 수 비율을 측할 수 있다.

(a)

(b)

(c)

(d)
그림 9. 실험결과; (a) 테스트 상 1, (b) 테스트 상 

2, (c) 테스트 상 3, (d) 테스트 상 4
Fig. 9 Experimental results; (a) test image 1, (b) test 

image 2, (c) test image 3, (d) test image 4

표 2. 실험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Image
NT

1 5 10

Image 1 4,958 1,266 486

Image 2 1,146 495 301

Image 3 2,028 890 482

Image 4 5,541 1,953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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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해양 수  구조물에 부착하여 기생하는 해양 부착

생물의 경우 수  구조물의 성능 하와 함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해

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를 비교  간단한 연산을 통해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상의 역 극  값을 계산하여 그 개수를 세는 방법으

로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수를 측하는 것이다. 분석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을 통해 상 내에 존재하는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 비율을 측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양 부착생물의 개체 수 측

방법은 향후 해양 부착생물 제거를 한 컴퓨터 비  

연구에 요한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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