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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심박수 측정법 – 계수기 또는  흰종이, 타이머를 이용해  볼펜으로 점을 찍는 방식 



물벼룩을 이용한 생체독성  
조기 경보 시스템  
 - 클로렐라 배양기, 물벼룩 수조, 영상처리 카메라로 구성됨 

Daph Tox II , 
Germany 

[mix]DaphTox II by BBE Moldaenke.wmv


Daph Tox II 영상 

영상처리를 통해 물벼룩의 위치를 기록하여 활동량을 측정한다 



Background 

-물벼룩의 심박수를 세려면 커버글라스 사이에 고정함 

-그 과정에서 물벼룩에 압력이 가해져서 장기가 손상됨 

-자유 유영을 하면, 심박수 카운팅이 매우 어려움 

압력을 받아 물벼룩의  
  장기가 손상된 모습 



World Smallest Aquarium 

2장의 커버글라스, 녹은 파라핀을 를 준비 
 
커버슬라스사이에 슬라이드글라스 를 삽입 
 
용융파라핀을 3면에 주입 
 
완성!  



World Smallest Aquarium 

물벼룩 1마리가 들어 있는물을  
마이크로피펫으로 수조에 주입 
직경이 3mm가 되도록 양을 조정 
 



• Made of cover glass 

• Daphnia lives for a long time 

• Thickness can be adjusted 

• Two cover glasses are sandwiched with 
molten paraffin 

• Cheap and easy  

 

World Smallest Aquarium 



Experimental setup 

Thin-layer cell made with 

cover glass 

(10mm x 10mm x 1.2mm 

Camera with close-up lens 

Computer for 

image analysis 

Daphnia trapped 

in a water drop 



Experimental setup  

–Daphnia Microscope 

- 간단한 물벼룩 현미경 제작 
- 웹캠을 준비 
- 웹캠의 렌즈는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음 
- 아세톤처리하여 접착제를 녹임 
- 렌즈를 이미지센서에서 멀어지게 조정 
- 웹캠이 현미경으로 바뀜 
 



Image analysis 

Original 
image 

       conversion Track center of 
gravity 

1. Download ‘Roborealm’ software 
2. Make a script (see right) 
3. Run the script, COG and time is saved 
automatically 



데이터 가공 과정 

시간
(초) X좌표 Y좌표 가공데이터: 이전

포인트에서부터 
움직인 거리 



Result 



Result 1 

A spike caused by error image analysis software 

A Daphnia is moving along the edge.  

After 48 hours, mother 

Daphnia died. More than 

ten baby daphnia are 

hatched and gathered at 

this area  

 

A Daphnia is left in the cell for 24 hours 



물벼룩의 활동량 계산 

• 1초에 3개의 time,X,Y 데이터를 기록 

• 1시간에 만여개의 데이터 

• 통상 5시간정도 기록, 수만개의 데이터생성 

• 이 빅데이터를 활동량으로 변환 

• 각점사이의 거리를 계산 

• 이 수만개의 거리를 모두 더함 

• 그 합이 바로 물벼룩의 활동량! 

 

 



물벼룩의 활동그래프 소프트웨어 

• Time, X,Y 는 3차원데이터여서 2D로 표현
이 곤란 

• 그래서 X,Y 그래프에 time=1일때 해당 점
을 찍고 

• time=2일 때 점을 찍고 

• 이를 모든 데이터에 적용하여 수만개의 점
을 찍었음 

• 시간정보는 사라졌으나 활동량은 2차원으
로 보인다. 

 









Conclusion 

• 저렴하고 간단한 생체독성실험장치 개발 

• 웹캠을 이용한 물벼룩용 현미경 개발 

• RoboRealm을 이용하여 물벼룩 위치추적 
영상처리소프트웨어 개발 

• 물벼룩 위치 빅데이터에서 활동량 추출 

• 물벼룩 위치 표현 그래프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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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oRealm  : http://www.roborealm.com
/tutorials.php 

2. Image processing software – provided 
by Biolocs Co. Lt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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