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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의 작업 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생

산 효율을 높히기 위하여 현행 채취, 양륙 및 하역 작업을 

개선에 필요한 유압 제어장치와 로드셀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현재 각 지역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김 채취기는 반

자동식으로 작동되어 갑판에서 최소 2~3명이 수행하던 

작업이 유압 제어 시스템을 연결하여 레버의 작동에 따

라 프레임 위에서 왕복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1~2
명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취된 생김은 

자루그물에 담는 하역 작업에서 3~7명이 필요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김 채취 선박의 갑판에 프레임과 자루

그물을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하역 작업은 1명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루그물에 생김을 담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계량대에서 중량을 측정한 후 트

럭에 적재하기까지의 시간당 작업량은 현재 시간당 약 

11,000 kg이였으나, 로드셀을 크레인에 접목하여 사용

함으로써 시간당 60,000 kg으로 약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김 이송 및 중량 자동측정 시스템은 선박에

서의 작업자 수를 줄여 줌으로써 생김 양식어업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자동 중량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작업 시간의 감소와 생김 양식업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연구에서

는 로드셀의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 

측정되는 생김의 중량 정보를 수협과 어업인들에게 동

시에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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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utomatic flatfish grading system

Hwan-Cheol PARK, Tae-Wan KIM1, Dong-Hun LEE1 and Young-Bok KIM2*

First Engineer, Training Ship Kay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1Student,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47,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47, Korea

In this study, the authors introduce a newly developed flatfish grading system. Owing to the features of flatfish with 
and wide body, the general types of grading system are not easy to apply for it. Furthermore, the flatfish to be graded 
is alive such that the existing measurement and grading systems cannot be used for it as well. This study gives a solution 
for measuring and grading the flatfish with high speed and good accuracy. For this object, the authors developed flatfish 
measurement and grading system. This system consist of the feeding, conveying, measurement part and sorting part. 
Especially, the measurement part is made by vision based measuring technique which satisfies the given specification. 
The result from the experiment shows that the developed system is applicable for measuring and grading the flatfish sizes 
in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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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서 먹거리의 상당부

분을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 도구를 이

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산업으로부터 이제는 정해진 

환경에서 기르고 수확하는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
근에는 어종에 상관없이 수익성과 수요에 의해 양식어

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식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연안지역 어디를 가나 양식을 위한 시

설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산업에서 양식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높아졌다. 다른 산업의 

기술수준이 발전하는 것과 같이, 수산업, 특히 양식산업

에서의 첨단기술도입을 통한 생산성 개선은 두드러질 

정도지만 아직도 고강도 노동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

업이기도 하다. 최근의 스마트 아쿠아 팜(smart aqua 
farm) 산업 육성정책은 자동화기술 등 ICT 융합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Minh and Choi, 
2017), 보다 선진화된 양식산업 및 양식환경구축으로 안

전한 수산물공급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식품가공공정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동화기술도입

이 추진되었고, 생산성향상 및 위생안전성 확보에 상당

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어획에서부터 운반 

및 가공처리과정에서의 자동화기술 수요도 여전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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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많은 연구 및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작업

환경개선 기술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어체 크기 선별기술

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어체 크기 선별작업은 

양식장 뿐 만 아니라 여러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어창에서 육상으로 운반

하고 포장하는 과정 및 가공공정에서도 분류작업은 필

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어류는 대부

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성이 없어 분류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분류시

스템이 개발·상용화되어 있다. 
이와 달리 양식장에서의 분류대상 어류는 활어상태이

고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

다. 활어상태라 하더라도, 고등어류와 같이 둥글고 긴 

형태는 기존기술(Jun et al., 2016)로도 분류작업이 가능

하나, 넙치류와 같은 편평어는 어체가 가늘고 납작하여 

기존 분류기술의 단순한 적용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넙치류를 대상으로 

분류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양식어종 총

생산량의 46%정도가 넙치류이고, 치어단계에서 출하단

계까지 수차에 걸쳐 분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tatistics Korea, 2019). 
현재 넙치류 분류작업은 Fig. 1의 사진과 같이 수작업

으로 수행되며 극한 노동환경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양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상선 향상 및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있는 고정도, 고속 자동선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장치 및 방법

양식과정에서 필요한 분류작업을 위한 기술에는 이미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도 있으나,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영활동성이 띄어난 어류에 한정된다. 현재 상용

화기술 대부분은 어체의 두께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분

류하며 그 정확성도 우수하다. 그러나 활어상태가 아니

더라도 넙치와 같은 편평어를 두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당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크기

의 넙치를 상황에 따라 시스템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부

수적인 추가 작업 없이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

술을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

개발하고자 하는 전체시스템은 투입부, 운송부, 계측

기, 분류기, 이송·저장부(수조) 및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선별을 위해 채집된 어류를 투입부로 

투입하면, 벨트컨베이어를 통해 계측기로 이송된다. 계
측기에서는 어체 크기를 계측하고 계측결과 값으로부터 

이미 설정한 3~4가지 그룹별로 분류기가 분류하여 최종 

저장박스(수조)로 이송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영된 자동선별시스템 전체 구성도를 

Fig. 2에 나타낸다. 어류 투입에서 최종 분류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지 상태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구

성하였다. 

비전기반 계측시스템(계측기)    

어류 선별작업은 거의 인력에 의존함으로써 위생 및 

노동력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기

술개발에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Fig. 1. A view of fish capturing process in the flatfish farm.

Fig. 2.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developed flatfish s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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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developed flatfish s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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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간의 길이는            의 식으

로부터 간단히 계산된다. 이것으로부터 (c)와 같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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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모델 길이는 200 mm，250 mm，300 mm 3종류

를 사용하였고, 벨트컨베이어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

서 계측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넙치 모델에 대해 

연속으로 100회 촬영하고 그 값의 평균을 계측결과 값

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평균 오차는 모두 

Fig. 3. Schematics of vision based flatfish measurement system.

True value
[mm]

Measured value
 [mm]

Error
[%]

200 201.42 1.42

250 249.22 0.78

300 301.56 1.56

Table 1. Measuring results of flatfish

(a) (b)

(c) (d)

Fig. 4. Fish length measurement method and process.



58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박환철ㆍ김태완ㆍ이동훈ㆍ·김영복

2% 이하이고 고정도로 계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전기반 계측시스템에 사용된 카메라는 1080 
p 해상도에서 30 FPS, 720 p 해상도에서는 60 FPS 성능

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1080 p로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류기

여기서는 분류기에 대해 설명한다. Fig. 1의 전체시스

템 구성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계측 후 어체 크기가 

결정되면 유사한 크기별로 분류하여 저장박스로 각각 

이송해야 한다. 모니터링시스템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대, 중, 소 및 기타그룹의 4가지로 설정함으로써 분류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즉, 상황에 따라 대, 중, 소 크기

에 대한 기준이 가변적임을 감안하여 현장 작업자 누구

나 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타

그룹은 설정된 어류크기 범위를 벗어나는 등 여타 사정

으로 분류가 어려울 경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룹 

외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4가지 그룹으로 분류

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5는 분류기의 상세 사진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계측부에서 어체 크기가 결정되면 분류기가 각 저장소

로 이송하도록 경로를 연결한다. 즉, 계측부를 통과한 

어체는 회전형 분류기를 통해 크기별 저장장소로 이송

되도록 해당경로를 연결시키는 구조이다. 

모니터링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은 이송장치, 계측기 및 분류기 등의 

동적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물론 카운터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측결과, 분류결과 등의 모든 데이터

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먼저 분류해야 할 대상 어류가 결정되면 그기에 따라 

3가지 정도로 분류해야 할 각각의 크기를 결정하고, 결
정된 크기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분류그룹별로 설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시스템은 터치패드 형식으로 만들어

져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분류해야 할 그룹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 장치규격 등은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자동선별시스템의 선별성능

결과적으로 제작한 자동선별시스템을 Fig. 6에 나타

내었다. 
Fig. 6의 장치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것이나, 실제 현

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이다. 즉, 양식장의 좁은 

통로 등을 고려하여 이동이 간편하며 선별이 필요한 수

조로 이동이 쉽고 설치·운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제작한 장치를 이용하여 양식환경에서와 유사한 조건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대 활어 상태의 넙치 30마리

를 준비하였고, 그 크기는 100~390 mm 정도로 다양하

다. 개발장비의 목표 선별능력은 분당 30마리로 설정하

Device Model Specification

Touch panel computer COMFILE
CPCV5-070WR

CPU
Intel Celeron N2930

Quad core / 1.83 GHz
Display 7" (1024×600)

Camera RAZER
KIYO Resolution 1080 p / 30 FPS

720 p / 60 FPS

Motor for actuator of 
grader

Mitsubishi
HG-KR43B

Input 3 AC / 108 V / 2.6 A
Output 400 W

Rated speed 3000 rpm

Table 2. Specifications of fish sorting systems

Fig. 5. Photo of the sort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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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400 W

Rated speed 3000 rpm

Table 2. Specifications of fish sorting systems

Fig. 5. Photo of the sorting part. 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이송용 벨트컨베이어 이송속도는 0.5 m/s로 설정하였

고, 이 속도는 분당 30마리, 시간당 1,500마리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스템개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약 10회 이상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주

어진 선별목표치를 만족하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이송상태에서도 비전기반 계측시스템이 충분한 성

능을 발휘하는지는 Table 3의 계측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는 4가지 크기의 넙치에 대한 계측값을 

비교한 것이며, 모든 경우에서 오차범위는 3% 이하로 

계측정도가 우수하고 선별작업신뢰도를 충분히 만족하

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활용성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계측시스템은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편의상 한 마리씩 이송되고 이것을 

계측하여 그룹별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다수의 어류 크기 계측도 가능하다. 즉 투입 및 최종 

선별단계에서 보다 지능적인 기법과 기술이 도입된다면 

무작위로 투입된 다수의 어류를 동시에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러 마리의 어체가 카메라 화상에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 그 크기를 계측한 예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실제 

수작업으로 계측한 값을 참값으로 하여 계측오차를 굳

이 계산하더라도 2% 내외로 상당히 고정도 계측이 가능

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러한 계측결과로부터 크

기별로 다수의 어체를 동시에 분류가 가능한 기술이 개

발된다면 보다 발전된 수준의 분류시스템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화면에 들어온 모

든 어체크기를 동시에 계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
식수조에서 성장중인 어류의 생식상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취득하고 데이터화 함으로써 소위 스마트 양

식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용한 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 outside view          (b) inside view 
Fig. 7. Photo of the monitoring system.

True value
[mm]

Measured value
[mm]

Error
[%]

192 192.638 0.33
281 277.858 1.11
363 365.408 0.66
390 400.226 2.62

Table 3. Measured flatfish lengths

Fig. 8. Image captured in measuring process.

Fig. 6. Photo of the developed flatfish s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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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활어상태의 넙치를 크기별로 분류하기 위

한 자동선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양식과정에서는 치어상태부터 출하단계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선별작업이 수행된다. 넙치는 어체 특성상, 
기존의 두께를 기준으로 크기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선별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기

반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체 길이를 크기 선별기준

으로 하는 자동선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중량

기반 계측시스템 및 선별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충분

히 해결할 수 있음을 성능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투입방법에 대한 보다 지능적인 기법 및 기술개발이 수

행된다면 작업효율성 개선 및 실질적인 완전 자동화 수

준의 선별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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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과제명: 넙치 자동선별기 실용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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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rue value 
[mm]

Measured value
[mm]

Error
[mm]

⓵ 280 276.75 3.25

⓶ 285 287.58 2.58

⓷ 295 299.11 4.11

⓸ 154 154.33 0.33

⓹ 140 138.54 1.46

⓺ 145 144.62 0.38

Table 4. Measured and true lengths of fish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