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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d tide, causes aquaculture industry the damages in Korea every summer, was usually
detected by using satellite, aquaculture information was difficult to detect by using satellite. Therefore,
we suggests the method for detecting the red tide using the coastal observation and the product from the
unmanned aerial Vehicle. As a result, we obtained the high resolution unmanned aerial Vehicle images,
detected the red tide by using the unsupervised classification from the true color images and the simple
algorithm from the RGB color images. Compared the previous color images, unmanned aerial Vehicle
images were clearly classified the ocean color,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red tide distribution in sea
surface. These methods were determined to accurately monitor the red tide distribution on the aquaculture
fields in the coastal waters where is established the aquaculture.
Key Words : Red-Tide detecting, UAV, K-means, Red-Tide Index

요약 : 매년 여름 우리나라 양식업에 피해를 입히는 적조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인공위성을 이용

하였으나 양식장에 대한 정보는 인공위성으로 산출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

기를 이용한 연안촬영과 그 산출물을 이용하여 적조를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높은 해상도를

가진 무인항공영상을 획득 할 수 있었으며 색상을 이용한 무감독 분류와 가시광영역의 세 가지 분광밴드를

이용한 단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적조를 탐지하였다. 기존의 천연색 영상에 비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한 해

수색의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적조의 해수면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연안에서 더욱 정확한 적조의 분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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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적조는 1982년 진해만에서 처음 관찰된

이후 해마다 발생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그 농도

와 지속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

라 관광 산업, 수산양식업 분야의 경제적 피해도 증가

하고 있어 적조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2000, 국립수산과학원, 2003). 또한 적

조는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 연안 지역에서 집단 폐

사, 물리적 손상 등의 영향을 끼쳐왔다(Kang et al., 2002,

Lee, 2006, Son et al., 2010., Son et al., 2012, Lee et al., 2009).

이러한 적조는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적조의 모니터링 및 예측

이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적조를 모니터링하는 방

법으로는 주로 선박을 이용한 육안감시가 실시되어져

왔으나 선박을 이용한 방법은 인력, 비용, 시간적 측면

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적

조영역을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주기

적·광역적으로 해양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적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격탐사기법으로는 주

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적조 탐지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 방법은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반사

또는 산란되는 광특성을 이용하여 해수에 섞여있는 다

양한 물질을 분류하는 기술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적조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클로로필-a의 농도를 추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이

상치를 분석한 방법이 주를 이루어왔다(Stumpf et al.,

2003, Hu et al., 2004, 2005, Suh et al., 2004, Tomlinson et al.,

2004, Ahn and Shanmugam, 2006, Ahn et al., 2006, Ishizaka

et al.,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위성에서 추정된 클로로필

의 농도 혹은 이상치를 계산하여 적조지역과 적조가 아

닌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적

조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플랑크톤 역시 적조

와 유사한 클로로필 농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적조를 발

생시키는 생물일지라도 광합성이 약한 종의 경우 인공

위성으로 판단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클

로로필의 농도만으로 적조를 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대부분의 클로로필 추출 알고리즘은 맑은 해역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남해와 같이 좁고 탁

한 해역에서는 클로로필의 정확한 탐지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Hu et al., 2003, Ahn and Shanmugam, 2006, Son

et al., 2011).

넓은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의 경우 인공위

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나 아

직까지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우선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남

해의 경우 해수 중 부유물질이 많아 위성영상을 이용한

적조와 탁수의 구분이 어렵다. 다음으로 적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식업에 주는 피해인데 반해 인공위성영상

으로 얻는 해양의 정보는 육지와 해양의 경계를 완벽히

구분 지을 수 없어 연안에 구축되어진 양식장을 대상으

로 모니터링 할 수 없다. 또한 가시광선 대역의 밴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센서의 특성상 구름 영향을 많이 받

아 이용 가능한 위성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힘들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에 비해 시공간적 해

상도가 높은 무인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적조를 모니터

링하는 새로운 조사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도의

동측해안으로 당목항 선착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500 m

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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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is Yaksan Island, Wando-gun Jeollanam-
do. Red circle is unmanned aerial photography area and
triangle is Dangmok dock.



연구해역인 당목항 주변은 굴과 전복, 미역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어 적조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

상 지역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촬영은 2015년 9월

2일과 9월 10일에 수행되었다. 9월 2일과 10일의 적조상

황은 모두 적조경보 발령 상태였으며 약산도 주변해역

에 발생한 코클로디니움의 생물밀도는 각각 최대 1490

cells/mL과 880 cells/mL로 나타났다(Fig. 2, 국립수산과

학원 적조정보시스템).

2) 무인항공 촬영 기법

(1) 무인항공기 제원

무인항공기는 날개의 형태에 따라 회전익과 고정익

항공기로 나뉘게 되는데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자체 무

게가 무거워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단점이 있으나 장

착할 수 있는 장비의 무게와 종류에 비교적 자유롭다.

고정익항공기의 경우는 탑재할 수 있는 장비의 무기나

종류에 제약이 있으나 가벼운 기체의 영향으로 회전익

항공기에 비해 장시간의 비행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거리상 장시간의 비행능력이 요

구되어 고정익 항공기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

된 기체는 senseFly사의 ebee제품이다. 본 무인항공기는

사용자가 직접 조종하여 제어하지 않고 미리 결정된 고

도와 항로를 입력하면 자체적으로 정해진 항로에 따라

비행이 가능하여 기존에 사용자가 직접 제어하던 방식

에 비해 안전하며 정확한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 사용된 기체의 형태와 제원은 각각 Fig. 3과 Table

1과 같다.

(2) 촬영방법

무인항공촬영의 경우 연구대상지역을 촬영하고 촬

영된 각각의 영상들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 구

역에 특징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수면의 경우 육지와

다르게 특징점으로 삼을만한 대상 객체가 드물어 해수

면만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 병합이 실패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지와 양식장을

특징점으로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비행

경로를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촬영에 사용한 비행

정보는 Table 2와 같다. 총 비행궤도는 수직적으로 결정

된 8회선이며 최대 고도는 408 m, 비행거리는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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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manned aerial vehicle for photography.

Fig. 2. Each study date(A is Sep. 2nd, B is Sep. 10th) of special
red tide report(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in
study area.

Table 1. Unmanned aerial vehicle of specification in this study
Weight Approx. 0.69 kg

Material EPP foam, Carbon structure &
composite parts

Battery 11.1 V, 2150 mAh
Maximum flight time 50 minutes
Nominal cruise speed 40-90 km/h
Radio link range Up to 3 km
Maximum coverage 12 km2/4.6 mi2

Wind resistance Up to 45 km/h
(12 m/s or 28 mph)

Ground Sampling Distance Down to 1.5 cm per pixel



14.5 km, 9월 10일 12.4 km이다. 영상 간 중복률은 종횡

각각 70% 허용되었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촬영된 샘플 영상으로 이와 같

은 작은 영상들을 9월 2일의 경우 44장, 9월 10일의 경우

46장을 촬영시 지정된 중복률을 계산하여 병합하는 과

정을 거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Red-tide Index

무인항공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Canon사의

PowerShot S110이며 제원은 Table 3와 같다. 사용된 카

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

며 추가로 분광조사가 가능하도록 Red(660 nm), Green

(520 nm), Blue(450 nm)의 세 영역에 대한 분광대역을 가

지고 있다(Fig. 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카메라는 세 개의 RGB분

광대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상에서의 분광특성을 이

용하여 적조 탐지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해역은

수심이 깊지 않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평상시에도 탁도

가 높고 조석의 영향으로 해안선의 변화가 심하다. 또

한 해수면에서 반사되는 수출광량도 해양의 상황에 따

라 변화하는데 연구해역에서는 크게 맑은 상태, 적조가

발생한 상태 그리고 부유물질에 의해 탁한 상태의 세 가

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해황에 따른 수출광

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청

수일 경우와 비해 분광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 즉

해수 중 포함된 물질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해수

색과 반사 혹은 산란된 신호의 크기가 같지 않고, 이것

을 분광기로 관측하면 다르게 나타난다.

Fig. 7은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생한 청수와 적조, 그

리고 탁수의 수출광량(Water-leaving radiance)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Ahn et al., 2006).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청수와 적조는 450 nm ~ 550 nm 구간에서

큰 패턴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분광학적 특성을 이용하

여 본 연구에 사용된 카메라의 분광대역 중 사용가능

한 밴드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적조지수는 다음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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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ight path of unmanned aerial photography.

Fig. 5. Sample image of unmanned aerial photography.

Fig. 6. Camera spectrum band with for unmanned aerial
photography.

Table 2. Flight information of unmanned aerial photography
Date Duration distance Max. height Photo count

2015.09.02. 20 min. 14.5 km 408 m 44
2015.09.10. 17 min. 12.4 km 408 m 46

Table 3. Camera specification for unmanned aerial photography
Resolution 12 Mp

Ground resolution at 100 m 3.5 cm/pix
Sensor size 7.44 × 5.58 mm
Pixel pitch 1.33 um
Image format JPEG and/or RAW



과 같다.

            Red Tide Index =               (1)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탁수와 적조는 450 nm

~ 550 nm 구간의 파장대역에서 비슷한 패턴을 갖기 때

문에 식 (1)의 값을 바탕으로 연산된 적조지수는 탁수일

경우와 적조가 발생한 경우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식 (1)만으로는 탁수와 적조를 구별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수와 적조를 분

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660 nm 대역에서 적조와 탁수

는 큰 반사도의 차이를 가지므로 660 nm 밴드를 이용한

추가 연산과정이 필요하다. 추가 연산은 다음 식 (2)와

같다.

Red Tide Index =  +   (2)

위 과정을 거쳐 탁수영역이 제거된 적조지수를 얻을

수 있다. 얻어진 결과 값은 단위가 없는 지수의 형태를

가지며 이론적으로 -2 ~ +2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어

적절한 임계값을 찾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결 과

1) 항공촬영

9월 2일 항공촬영 결과, 총 44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영상을 한 장의 영상으로 모자이킹 병

합을 하였다(Fig. 8). 병합한 항공영상의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촬영지역의 총 면적은 약 0.5599 km2이며 공간 해상

도는 15.19 cm이다. 선착장에는 운항 대기 중인 여객선

이 촬영되었으며, 그 여객선들에 의해 발생한 스크류항

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맑은 물로

520nm _ 450nm
520nm + 450nm

520nm _ 450nm
520nm + 450nm

660nm _ 450nm
660nm + 45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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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saic images of unmanned aerial photography in (a) Sep. 2nd, (b) Sep. 10th.

(A) (B)

Fig. 7. Each water-leaving radiance data of (1) clear water, (2) red tide and (3) turbid water.



판단되는 해수색을 보이며 양식장을 걸쳐서 넓은 범위

로 해수색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9월 10일 항공촬영에서는 총 46장의 영상을 획득하

였으며 각각의 영상을 병합하였다. 9월 10일의 영상은

9월 2일과 동일한 비행경로와 고도를 설정하여 촬영하

였으나 촬영면적 0.5767 km2, 공간해상도 15.46 cm로 9월

2일 촬영결과와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비

행 당시의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영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9월 2일에 촬영된 영상에

비해 10일은 썰물에 의해 해변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적조모니터링

(1) K-Means 분류를 통한 해색 분류

원격탐사에 의한 모니터링 혹은 탐지연구는 보통 특

정 물체의 분광패턴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해양

의 색을 변화시키는 적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광자료

를 사용하지 않고RGB True Color(R: 660 nm, G: 520 nm,

B: 45 0 nm)합성영상만을 이용하여 무감독 분류를 시도

하였다. 사용된 분류 기법은 K-Means 기법으로 K-

Means 기법은 영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군집의 개수를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개

수만큼의 군집 중점을 다차원 측정공간상에 위치시키

는 기법으로 본 영상에서는 색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

류하였다. 육지는 도로, 건물, 숲 등 여러 가지 객체로 이

루어져있으나 해상은 육지에 비해 객체의 수가 많지 않

아 10개의 군집 개수를 지정하여 분류하였다.

Fig. 9는 영상의 분류 결과이며 육지와 양식장은 마스

킹되었다. K-Means 분류를 통해 10개의 군집으로 분류

를 수행하였으나 4개의 군집만 생성되고 6개의 군집은

생성되지 않았다. 획득한 영상을 살펴보면 RGB 영상에

비해 가시적으로 색상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었다.

분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연구 대상해역은 9월 2일에

비해 9월 10일에 적조로 판단되는 영역이 넓게 나타났

으며 양식장의 사이로 띠 모양의 변화된 해색을 탐지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9월 10일의 경우 RGB 영상에서는

해안선 근처에서 해색의 변화가 보이지만 분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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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saic result of unmanned aerial photography
results 2015. 9. 2. 2015.9.10.

Camera Model Name CanonPowerShotS110_5.2_4048×3048 CanonPowerShotS110_5.2_4048×3048
Average Ground Sampling Distance 15.19 cm/5.98 in 15.46 cm/6.08 in

Area Covered 0.5599 km2/55.9868 ha/
0.2163 sq.mi./138.418 acres

0.5767 km2/57.6696 ha/
0.2228 sq.mi./142.578 acres

Image Coordinate System WGS84 WGS84

Fig.9.  Classification result by using K-means algorithm(a: Sep. 2nd, b: Sep. 10th).

(A) (B)



서는 분류가 되지 않았으며 군집의 개수와 반복계산 회

수를 변화시켜보았으나 해당 영역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RGB 영상과 분류 영상을 이용하여 정확한 적조의

탐지 혹은 농도분석을 할 수는 없으나 해색의 변화를 탐

지해 낼 수 있으며 양식장 주변의 해수면의 상황을 파

악하기에 용이하다 할 수 있다.

(2) Red-tide Index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카메라는 세 개의 RGB분광대역

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상에서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적조 탐지를 시도하였다.

앞서 제시된 Red Tide Index 계산식의 결과에서 적조

를 판단하는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 임계점을 결정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eans 분류에서 적조로

판단되는 영역과 일치하는 범위를 임계점으로 설정하

였으며 그 과정은 Fig. 10과 같다. 계산된 값은 0 ∽ 0.5의

분포를 보였다. 임계값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임계값

을 각각 적용해 본 결과 0.1의 값을 적용한 경우에는K-

means 분류결과에 비해 과소추정이 일어났으며 0.3 이

상의 값을 적용한 경우에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적조 추정 해역의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K-

means 분류에서 적조로 판단되는 해역의 화소 수는

4,922,487개로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0.1177 km2를 차지

하였는데 Red-Tide Index 결과에서 임계값을 0.1로 적

용한 경우 0.0097 km2, 0.2로 적용한 경우 0.1349 km2, 그

리고 0.3을 적용한 경우 0.2192 km2로 0.3 이상의 값에서

는 과대추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이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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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o set the threshold, each index values was differently applied to result the red tide index. land and aquaculture were masked,
the solid line is estimated the result of K-means classification in red tide. A is set threshold 0.1, B is set threshold 0.2, C is
set threshold 0.3, D is set threshold 0.4.

(C)

(A)

(D)

(B)



계값의 대부분이 0.1 ~ 0.2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계값을 결정하기 위해 공간적인 분포와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모두 0.2의 값에서 정확도가 가

장 높았다. 따라서 본 결과에서는 0.2의 지수 값을 적절

한 임계값으로 판단하였으며 Red-tide Index를 적용한

결과영상은 Fig. 11과 같으며 육지와 양식장은 마스킹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 부근에 발생하는 적조를 탐지

해 내기 위해 2015년 9월 2일과 9월 10일 항공영상을 이

용하여 약산도 동측해안의 항공촬영영상을 이용하여

적조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었다. 탐지 결과 9월 2일에

는 연구 해역면적 0.5767 km2에서 적조탐지 면적이

0.0054 km2로 적조의 발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10일의 결과에서는 양식장들에 걸쳐 적조탐지 면

적이 0.1349 km2로 광범위하게 발생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일시에 상관없이 해안선에

매우 가까운 영역에서는 적조의 발생과 무관하게 과대

추정이 되어 탐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남해안의 특

성상 해안선 부근은 수심이 극히 얕기 때문에 파도와 조

석의 영향으로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4. 결 론

매년 여름 수산양식업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적

조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대상지

역인 양식장에 대한 정보는 인공위성으로 산출해 내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안의 촬영과 그 영상을 이용하여 적조를 탐지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으로는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해안선 부근의 해역을 높은 해상도를 가진 무인항공영

상의 촬영기법과 가시광영역의 분광밴드 세 가지를 이

용한 단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적조를 탐지하였다. 그

결과 해안선에 위치하고 양식장이 분포되어있는 해역

에서 적조의 분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은 기존의 인공위성을 이용

한 해양모니터링의 한계점을 상호보완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양식장모니터링에 적용된다면 더욱 신속

한 적조의 탐지와 적조에 의한 양식장의 피해범위산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거나 Red Tide Index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적조 탐지 정확도의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위치와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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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e result of red-tide area by using k-means
algorithm and different threshold red-tide index

area(km2) Matching Ratio(%)
K-means 0.1177 100
threshold 0.1 0.0097 8.24
threshold 0.2 0.1349 114
threshold 0.3 0.2192 186
threshold 0.4 0.2203 187

Fig. 11. Red-tide index application result by using a: Sep. 2nd, b: Sep. 10th analysis images.

(A) (B)



의 추가 적용으로 Red Tide Index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시광밴드 외에 근적외 영역을 포

함하는 센서를 이용하고 영상의 대상이 되는 해역의 정

확한 적조생물정보를 적용하여 적조발생 면적과 분포

특성의 정확도 향상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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