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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감자는 세계 4대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연간 4천만 톤이 생산된다. 우

리나라의 기계화율은 56.3%로 낮으며 그마저도 파종 중심이기 때문에 노

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수확 과정에서의 기계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력과 증가한 인건비로 농가소득 측면에서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

명은 농업과 ICT 융합을 통하여 농업을 혁신시키고 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은 작물과 해충 모니터링, 가축 관리 그리고 피노타입

등 카메라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람을 대신해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인

식할 수 있어 머신 비전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

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로드셀, 인공위성, 기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 감자의 수확량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위 방법들의 경

우에는 소규모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센서들의 가격이 비싸고 실험실 환경

에서 진행된 연구이며 노지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방법은 스스로 학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상 객체의 특성과

적합한 특징을 찾을 수 있어 기존 연구들보다 다양한 객체와 환경에서 범

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영상 속의 감자를 카운팅 하기 위해 OpenCV

를 사용하여 영상 속에 가상의 선을 만들었으며 가상의 선을 통과하는 감

자를 카운트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시험을 위해 수확기를 따라다

니며 감자가 수확되는 장면을 촬영한 방법과 수확기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사람 없이 감자를 수확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사용하여 딥러닝 신경망

간의 성능 비교를 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해 COCO 데이터셋에서 객체 탐지 정확도와 학습 속

도에 장점이 있는 6개의 신경망 모델인 Faster R-CNN Inception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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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r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1,

SSD MobileNet V2, SSD ResNet 50을 선정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딥

러닝 학습 결과 SSD ResNet 50 모델이 Loss(0.184), mAP(0.7758),

Recall(0.8157) 값에서 다른 다섯 가지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

었으며 실제 이미지에 적용 시에도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감자를 가장

잘 검출하는 모델로 나왔다. 또한, 이미지 추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47.87ms으로 다른 다섯 가지 모델들보다 추론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왔다.

동영상에 적용한 시험에서는 사람이 촬영한 결과와 수확기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촬영한 결과가 서로 달랐다. 사람이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는

SSD MobileNet V2 모델이 약 93%의 정확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

었다. 하지만 위 시험은 카운팅을 하는 계수선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 감

자를 중복으로 카운트하는 때도 있어 다른 모델들과의 객관적인 성능 평

가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카메라를 수확기에 고정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R-FCN ResNet 101 모델이 약 96%의 정확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위 시험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 카운트하는 선이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감자를 중복으로 카운트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추가적인 하드웨어 설치 없이 저렴하

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감자의 무게 측정이 아닌 개수만을

측정함으로써 수확량 지도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자의 개수뿐만 아니라 크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감자의 무게 또한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력 절감, 그리고 수확량 지도를 작성할 수 있어 정밀 농업

기술 또는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감자 수확기, 딥러닝, CNN, 수확량 지도

학 번 : 2020-2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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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한국 농업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현실

화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농가 인구는

2019년 2,245천명으로 1970년 14,422천명에 비해 –84.4% 감소하였으며,

15세 이상 농가 인구는 2019년 2,147천명으로 1970년의 8,150천명에 비해

–73.7% 감소했다(통계청, 2020).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2014년 기준 56.3%로서 여러 농작업 단계 중 특

히 파종⋅이식 단계(5%), 수확 단계(13.3%) 기계화율이 저조하다(RDA,

2018). 대표적 밭작물 중 일시적으로 수확하는 고구마와 감자는 수확 단

계 노동력이 집중된다. 고구마의 수확 시기 노동시간이 재배 전 과정 노

동시간의 34.4%를 차지하고, 감자 역시 34.8%로서 높다. 수확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량은 고구마의 경우 17.1 명/ha, 감자는 13.6 명/ha에 달한

다(Lee, 2016). 그 결과 농가경영에 부담이 되는 고용 노동이 고구마는

48%, 감자는 56% 수확 단계에 발생하므로 밭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배의 기계화가 필요하다(Choi, 2014).

선진국의 경우 감자나 고구마 수확기는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형 자주식 기계로 개발되고 있으며, 정밀농업의 개념이 적용되

어 수확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확기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밭작

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3ha로 규모가 작고,

밭 대부분이 경사지에 위치하여 자주식 기계를 개발하기 어려우며, 농가

의 농기계 구매능력도 낮아 기계화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4). 국내에 개발되고 보급되는 기계를 살펴보면 트랙

터나 경운기 부착형 작업기로 개발되거나 소형 자주식 기계로 개발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자루에 포장하는 자주식 굴취 선별식도 있으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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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의 대부분은 굴취식이며 수확량 계측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밭작물 재배는 기계화 자체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정밀농업

으로 발전되지 못하였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정밀농업은 데이터에 근거한

농업을 추구하는 디지털 농업 또는 센서에 기반하여 원격으로 생산관리하

고 데이터에 인공지능 등이 결합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하여 자율농작업

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2017년 4조

4,493억원에서 연평균 5%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5조 9,588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019). 그러나 국내 스

마트농업은 주로 시설원예 분야와 시설축산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노

동력이 많이 필요한 파종, 육묘, 수확 단계에서는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

어 스마트농업 자동화가 요구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19). 스마트농

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는 2020년부터 스마트 디바이스 및 ICT 기술

을 활용한 1,400m2 크기의 밭작물 테스트베드를 시범 운용을 하고 있다.

테스트베드에는 밭작물의 모니터링과 생산관리, 스마트관⋅배수를 위한

센서 노드가 설치되어있어, 향후 시설재배와 같은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립식량과학원, 2020).

컴퓨터 하드웨어, 센서 융합,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딥러닝 기반의 머

신 비전(Machine Vision)을 이용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

하다. 머신 비전은 사람의 눈이 하는 작업을 카메라가 대신하고, 사람의

뇌가 하는 작업을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가 유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다(Hwang, 2020). 농업의 경우에는 머신 비전을 이

용해 작물 모니터링, 가축 관리, 해충, 피노타입 등 카메라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사람을 대신해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다(Song,

2020). 따라서 노지 농업에서도 머신비전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자동화를

통한 생산 비용 절감을 기대하게 해줘 미래의 농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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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비전을 활용하는 연구는 국내외 노지 농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사과나무 잎사귀 질병 모니터링(Jiang, 2019),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해충 모니터링 시스템(Zhong, 2018), 사과 열매 모니터링

및 수확량 예측(Häni, 2019), 수확기에 설치한 RGB 카메라를 이용한 양파

의 크기 및 수확량 예측(Jacques, 2020)이 있다. 국내에서는 실시간 양파

잎사귀 질병 모니터링(Kim, 2020),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나방 모니터링

(Hong, 2020), 수확량 지도를 그리기 위한 감자 수확량 예측 시스템 개발

(Lee, 2021), 머신 러닝 기반 감자 검출(Lee, 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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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점과 연구 필요성

스마트농업이 노지 농업에서도 이용되려면 밭 조건에서 재배 및 농작업

과 관련된 센서류가 정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농장경영이나 농작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시화하고 의사결

정 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정밀농업에 기본이 되는

수확량지도, 토양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토양지도, 관수의 기본이 되는 토

양 수분함량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적 연구가 부족

하여 미래의 방향만 스마트농업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기반이 되는 기술개

발이 시급하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인 트랙터가 CAN통

신 기반의 통신체계를 갖추고 그에 기반한 작업기의 ICT 융합이 필요한

데 우리나라 감자나 고구마 수확에 사용되는 원동기는 일부 대형 수입 트

랙터를 제외하면 초보적인 CAN 통신을 하는 수준이거나 경운기와 같이

ICT 융합에 불리한 조건이다. 또한, 대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수확량 측정

기와 같은 농작업용 센서를 부착할 공간이 있지만, 소형기계에서는 그런

곳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구조상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기계의 ICT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에 기대가 큰 머신비전 기술은 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으면 농

작업 영상을 수집할 수 있지만 농작업기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진동과 원

하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절한 설치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므로 작업기별로

그 위치가 달라지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영상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작업 후할 것인지에 따

라 즉, 사용자 편리성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수용성이 달라질 것이므로

감자 수확기에 머신비전 기술을 적용하려고 할 때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되는 기술의 추가비용도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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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지 스마트농업 전략의 목적으로 원동기와 작업기의 ICT

융합과 농장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체계적 방법이 아닌 작업기로부터

쉽게 영상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해석하여 실시간 수확량지도를 작성하는

보급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트랙터 부착형 굴취식 감자수

확기를 대상으로 실시간 수확량 계측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상 카메라의 선정과 부착 위치 선정을 위한 작업기의 진동

분석, 영상에서 수확량을 계측하기 위한 감자의 개체인식기술 개발과 개

체별 부피계산 방법 개발, 수확량과 위치정보의 연계에 의한 수확량 지도

작성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 디지털 농업 기술

전략에 근거하여 감자수확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취득과 이 영상

으로 감자를 개체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지 감자수확기에서 실시간 수확 개수를 계수하기 위한 영상 취

득 방안을 제안하고 노지에서 시행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취득한 영상으로부터 감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신경망 별 정확도를 비교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정한다.

셋째, 최적의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실시간 수

확량지도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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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조사

2.1 감자 생육 특성과 수확 기계

감자는 세계 4대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연간 4천만 톤이 생산된다

(FAO, 2019). 감자는 식물학적 분류학상 Solanaceae과, Solanum속,

Petota아속에 속한다. 감자는 아속의 하위그룹으로 18계열(Series)이 있으

며, 그 아래에 약 230여 종(Species)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감자의 재배종은 4배체

(2n=4x=48)로, 학명은 Solanum tuberosum L.이다. Solanum은 라틴어

Solamen의 뜻인 ‘진정(鎭靜)’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Tuberosum’은

‘덩이줄기 모양’이라는 뜻으로 감자의 덩이줄기 형태를 나타낸 말이다. 감

자의 재배종은 2배체에서 5배체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원산지인 남아메리

카의 안데스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배체종(Solanum tuberosum L.)

이 재배되고 있다(RDA, 2018).

Figure 1. Morphology of potato plant (R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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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봄, 여름재배의 대표적인 품종은 ‘수미(Solanum tuberosum L.

Superior)’이다. 수미는 국내 감자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는 인기 있는 품종이다(Suh, 2017). 수미는 90 ~ 100일로 익는 시기가 빠

른 편으로, 덩이줄기 모양은 편원형이고 덩이줄기 겉 색은 담황색이다. 표

면에는 그물 모양의 줄무늬가 있으며 눈의 깊이가 얕다. 수미는 땅속줄기

가 비교적 길며 휴면기간은 80~90일 정도이다. 수미는 과습한 토양에서도

피목비대가 적으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는 남작보다 강하고 더뎅이병에

도 강하다. 하지만 감자잎말림 바이러스 및 역병에는 약하다. 파종기는 2

월 중하순(남부지방)부터 4월 상순(중부지방)이다. 수확은 온도가 높아지

고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5월 상순부터 6월 상순에 이뤄진다(RDA, 2018).

가을 재배의 대표적인 품종은 ‘추백(Chubaek)‘이다. 추백은 국내 감자

재배면적의 15~19% 정도 점유한다. 추백은 단휴면 계통인 ’H83011-3’을

모본으로 하고, ‘수미’ 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1999년에 육성된 품종으로

휴면이 짧아 2기작용 사용된다. 추백은 파종 후 80~85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종이며, 일찍 수확해도 껍질의 벗겨짐이 적어 외관품질이

우수하다(RDA, 2018). 초형은 개장형이며 잎이 연하고 크며, 괴경의 모양

은 편원이다. 표피색은 담황색이나 육색은 백색이다. 가을 재배시 휴면타

파성 및 발근이 좋아 포장 입모율이 높다. 조기 수확시 껍질 벗겨짐이 적

어 외관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생리장해 발생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낮

아 과잉 신장 및 번무현상이 매우 적은 품종이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

술원, 2012). 파종기는 중부지방 8월 상 ~ 중순, 남부지방 8월 중 ~ 하순

이며 수확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뤄진다.

국내 감자 재배 관련 농기계는 감자 파종기, 감자 수확기, 감자 줄기 절

단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기계 검정을 받

아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감자 관련 농기계는 2021년을 기준으로 19개 기

종이 있다(FACT, 2021). 국내의 땅속작물수확기의 종류는 부착원동기 형

식에 따라 경운기부착형, 트랙터부착형으로 나누어진다. 굴취 및 흙 분리

방식에 따라 크게 컨베이어 체인식, 진동봉식, 릴회전식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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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부착형 땅속작물수확기는 굴취날에 의해 토양을 절삭, 컨베이어

체인으로 후방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흙을 분리하는 구조이다. 적용 작

물은 감자, 고구마 등이다. 경운기 부착형 땅속작물수확기는 얕은 깊이에

파종된 감자, 고구마에 이용되고 있다(국립농업과학원, 2018).

외국에서는 씨감자를 통감자로 이용하는 특성상, 굴취에서 수집까지 동

시에 작업이 가능한 감자 수확기(Misener, 1984)가 개발이 수월했으나 국

내의 경우에는 재배 규모가 작고 기반조성이 취약하여 다른 작물과 달리

기계화를 이루지 못해 수집과 선별에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기계화에 의한 생력 재배시 20시간으로 10a당 78시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1/4밖에 사용하지 않아 노동력 감소라는 취지에서 기계화가

중요성을 보여준다(RDA, 2018). 국내에서는 감자 굴취기(Kang, 1983)가

개발되어 활발히 보급되고 있으나(Lee, 2020), 굴취기를 이용하여 감자를

땅속에서 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확은 기계에 의해서 가능하나 수집과

선별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력으로 수확을 하면 감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운반이나 저장 중에 부패의 위험성과 소비과정에서도 손실이

크다. 감자의 경우 가공산업이 발달하여 감자는 가공원료로 많이 사용되

기 때문에 감자 수확기를 사용하여 수확해야 농기구에 의한 상처를 방지

하고 가공 시 껍질에 상해를 입히는 것을 줄일 수 있다(RDA, 2018).

감자는 수확 후 크기별로 분류하여 출하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만 우리나라는 현재 육안 선별을 주로 하고 있다. 덩이줄기의 크기별로

분류 및 포장재의 규격화를 위해서 선별기를 이용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

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별기가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

나라 유통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포장방법은 생산지에서 수확된 뒤 인력

에 의해 등급별로 나누어진 후, 소매시장에 가는 포장 형태이다. 하지만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포장 형태가 다양해지고 선별에 의한 인력 소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R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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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자 수확량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정밀농업은 환경정보, 드론, 지리정보, 위성영상 등 4차 산업의 핵심기

술을 이용하여 작물 생산과정 중의 문제점을 알아내고 즉각적인 해결법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Shin, 2021). 정밀농업

의 한 방법으로는 수확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Davenport, 2002; Ping,

2005). 수확량 지도는 작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이며 생산

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다(Al-Gaadi, 2016). 하지만 수확량 지도는 모

든 작물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쌀이나 밀과 같은 작물에서 상업적으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자와 같은 특수 작물의 경우에는 크기나 모양에

있어 다양하고 쌀과 같은 곡물에 비해 시장 크기가 작아 상업적으로 발전

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량 지도를 그리는 일은 수확

전에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Ehsani and Karimi, 2010).

현재 감자의 경우 수확량 지도를 그리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감자의 중량을 토대로

GPS를 이용해 수확량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인공위성

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다.

2.2.1 X-ray, 광학 센서, 로드셀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Baganz(1991)은 X-ray를 이용하여 감자의 수확량을 예측하려고 하였으

며, Campbell(1994)은 무게 센서를 설치한 컨베이어 벨트 방법, 광학 센서

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Larsson, 1994; Persson, 1998) 그리고 떨어지는

감자를 바운스 플레이트에 부딪혀 충격을 통해 감자의 무게를 예측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Ehlert, 1996, 1999).

X-ray를 이용하는 방법(Baganz, 1991)은 방사선 강도의 감쇠를 측정하

여 감자의 질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X-ray 방법은 토양, 돌 등

감자에 묻은 이물질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으며 X-ray 방법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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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제로 인하여 널리 퍼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Ehlert, 2000).

광학 센서를 이용한 방법(Larsson, 1994; Persson, 1998)은 컨베이어 벨

트 위에 설치하여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떨어지는 감자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이미지 분석은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감자의 무게를 예측하고 계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습도, 빗물, 먼지 등에 의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Ehlert, 2000).

다음으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무게 센서를 설치해 수확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Campbell(1994)와 Pelletier and Upadhyaya(1999)은 작물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면서 누적되는 질량으로 작물의 수확량을 측정

하려고 하였다. 컨베이어 벨트는 3가지의 롤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설치된 롤러가 무게를 측정하고 나머지 롤러는 양옆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방법은 어느 작물에서나 적용할 수 있어 호환성이

좋고 수확기에 직접 설치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높은 정확도

를 위해서는 로드셀의 위치를 조절해줘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팽팽하게

해줘야만 한다(Ehlert, 2000).

마지막으로 바운스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중 수확기에 성공적

으로 적용되었다(AgLeader; John Deere; Micro-Trac). 바운스 플레이트

를 이용하는 방법은 정밀농업을 위해 수확량 지도를 그리는데 최적의 방

법이다. 로드셀은 컨베이터 벨트 아래에 설치되어있으며 바운스 플레이트

는 컨베이어에서 감자가 떨어지는 궤도에 위치한다. 바운스 플레이트는

단단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어 작업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언

덕이 많은 지역이나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바운스 플레이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Ehle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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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ur techniques reported for

throughout-measurement of potatoes (Ehlert, 2000)

Jang(2020)은 바운스 플레이트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부피

측정을 위한 CCD 카메라도 설치하여 바운스 플레이트로 측정된 결괏값

을 교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감자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2

개의 로드 셀과 바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였다. 감자의 이미지를 위해서

1288 x 9600 해상도의 CCD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감자를

20cm 이하에서 떨어뜨리면 R2값이 0.97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나, 30cm

높이 이상에서는 높은 R2값을 보여 선형 보정을 초래하였다. 위 연구는

CCD 카메라의 특성상 감자에 붙은 흙이나 돌까지 감자의 실제 부피로

계산하는 에러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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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인공위성의 데이터(GIS, GPS)를 이용하는 방법은 작물 생산량과 품질

을 향상할 수 있으며(Seelan, 2003), 미래의 농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기보다는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Gebbers, 2010). 더욱

이, 인공위성 데이터는 이미 농업에 토양의 상태(Chen, 2000), 작물 분류

(Wardlow, 2007), 수확량 예측(Singh, 2019), 작물 모니터링(Shakoor,

2017), 토양 습도(Mohanty, 2017)나 날씨 예보(Sharma, 2017) 등 이미 농

업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원격 센싱

방법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빅 데이터라고 불린다. 빅

데이터는 작물의 모델링과 의사결정을 개선하는데 작업자에게 도움을 준

다. 전통적인 수확량 예측 방법은 수확량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수확량 지도를 만드는 데 시간

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원격 센싱 대비 높아 비효율적이라

고 할 수 있다(Reynolds, 2000; Dadhwall, 2000). 반면에 인공위성의 데이

터를 이용하는 원격 센싱 방법은 농작물의 수확량과 공간적 가변성을 포

함한 작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Taylor, 1997).

Al-Gaadi(2016)는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와 GIS 기술을 이용하여 사

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농장을 30헥타르 단위로 나누어 감자의 수확량

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Landsat-8과 Sentinel-2 위성 이미지는 감자의 성

장 단계 동안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이미지에서 두 개의 식생지수와 토양

조정 식생지수를 생성하였다. 식생지수 지도는 식생 건강 상태에 따라 분

류되었다. 실험 결과 Landsat-8은 실제 표본과 예측치의 차이가 7.9% ~

13.5%로 나타났으며, Sentinel-2는 3.8% ~ 10.2%로 나타났다. 위 실험 결

과는 농장주에게 생산성과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다. Gomez(2019)는 높은 화질의 Sentinel-2의 이미지를 이용해 스페인에

서 가장 큰 곡창 지대인 카스티야 지방에서 감자 수확량을 예측하려고 하

였다. 이미지는 3년 동안 수집되었으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

하였다. 실험 결과 Regression Quantile Lasso 모델의 경우 실제 표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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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측치의 차이가 RMSE = 11.67%, R2 = 0.88, MAE = 9.18%이었으며

Leap Backwards model은 RMSE = 10.94%, R2 = 0.89, MAE = 8.95%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감자의 수확량을 예측하는데 인공위성 이

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쌀과 같은

곡물과 달리 감자와 같은 땅속작물의 경우 시장도 작을뿐더러 국내에는

소규모의 농장 대부분이기 때문에(Ehsani and Karimi, 2010; RDA, 2018)

소규모 농장들이 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Figure 3. Potato yield prediction model using Sentinel-2 satellite

image (Gomez,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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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지 농업에 머신 비전을 적용한 연구

최근 영상 처리 기술을 갖춘 머신 비전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Camargo and Smith, 2009). 인공지능 기반 머신 비전은 다양한 물체들

을 사람의 수준에 비슷하게 인식하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

다. 특히, 심층 신경망 계층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학습이라고 불리는 딥러

닝(LeCun, 2015)은 영상 처리 관련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시

각적 인식(Krizhevsky, 2012; Simonyan and Zisserman, 2015), 이미지 캡

셔닝(Zhu, 2018), 의료 애플리케이션(Kouou, 2015), 자율 주행(Chen, 2018)

등 분야에 상관없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과제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 또한 작물의 질병 모니터링(Jiang, 2019; Kim, 2020),

수확량 모니터링(Roy, 2019; Häni, 2019), 해충 모니터링(Zhong, 2018;

Hong, 202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머신 비전은 디

지털 영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농업 연구 분야에서 인기 있는 연

구 방법(Zhong, 2018)으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의 미래 농업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3.1 머신 비전을 작물 질병 모니터링에 적용한 연구

Jiang(2019)은 사과나무 잎사귀의 질병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 조건과 실험실 영상 그리고 복잡한 영상으

로 구성되어 있는 사과나무 잎사귀 오픈 데이터셋인 ALDD를 사용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GoogleNet Inception 신경망과 Rainbow 신경망을 결

합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deep-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deep-CNN 모

델은 기존 SSD 신경망 모델이 가진 작은 물체를 모니터링 하는 데 어려

움을 겪는 문제와 정확도를 개선한 모델이다. 실험 결과 새로운 모델은

78.80% mAP와 23.13FPS 성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모델은 조기 질병

관찰이 필수적인 사과 잎 질병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 기존에 있던 모

델보다 더 좋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제 노지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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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확도로 실시간으로 작물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4. Detection of apple leaf diseases using deep-CNN

model (Jiang, 2019)

Kim(2020)은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노지 환경에서 양파 잎사귀 질

병을 머신 비전을 이용해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실험을 위해 노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방수방진 성능을 갖추고

이미지 데이터 로깅, PTZ 카메라, 무선 통신이 24시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노지 환경에서의 질병 모니터링의 경우 특히 배경이나 장애물

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도학습 딥러닝 방법을 선택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 6가지의 양파 잎사귀 질병을 분류한 584개의 이미지를 학

습시켰다. 실험 결과 연구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확도는 IoU=0.5

기준 mAP = 74.1 ~ 87.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노지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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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배경이나 장애물과 같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기술이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2.3.2 머신 비전을 해충 모니터링에 적용한 연구

Zhong(2018)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을 위해 해충 페로몬 트랩 위에 인공지능 학습이 되어있

는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하였다. 학습을 위해 10,000마리가 넘는 트랩에

갇힌 해충들을 분류하였다. 트랩에 설치된 라즈베리 파이는 트랩 안의 상

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한 모델로는 YOLO와

YOLO+SVM를 학습시켜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YOLO가 단독으

로 사용되었을 때는 평균 6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나 SVM과 같이 사

용된 경우에는 평균 90.18%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경망 모

델을 사용하는 경우 신경망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신경망과 함

께 혼합 사용함으로써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Figure 5.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pests

using a trained raspberry pi (Zho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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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2020)은 페로몬 트랩에 들어온 나방을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신경망 간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1,142장의 이

미지 데이터를 모았으며 약 2,000마리의 해충을 지도학습을 위해 분류하

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한 모델로는 Faster R-CNN, R-FCN, SSD 신경

망 모델과 특징 추출을 위한 MobileNet, Inception 그리고 ResNet이 사용

되었는데 위의 신경망을 결합함으로써 속도와 정확도에서 향상을 보았다.

실험 결과 Faster R-CNN ResNet 101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으며(mAP = 90.25) 다른 신경망들은 제각각 다른 성능들을 보여주었

다. 이 연구는 앞선 Zhong(2018)와 같이 신경망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는 다른 신경망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더 속도와 정확도에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3.3 머신 비전을 작물 수확량 예측에 적용한 연구

Häni(2019)은 머신 비전을 이용한 사과의 모니터링과 수확량을 예측하

는 연구를 하였다. 사과 검출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지도학습이 아닌

사람의 관여가 적고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준 지도 학습

(Gaussian Mixture Models)을 사용하였고, 수확량 예측을 위해서는 기존

딥러닝 신경망 모델인 ResNet 50을 사용하였다. 수확량 예측은 차량을 탄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지나가면서 검출된 사과를 카운팅을 하는 방법을 채

택하였다. 실험 결과 GMM 모델이 기존 신경망 모델보다는 사과 검출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실시간으로 검출해야 하는 수확량 예측에

서는 기존 신경망인 ResNet 50이 GMM대비 약 5% 높은 95.56~97.83%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확 예측을 하는 방법에 있어 검출된 숫자

만 단순히 카운팅하는 방법이다 보니 겹치는 사과나 장애물에 가린 사과

를 카운팅하지 못해 실제 수확량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실시간으

로 수확량을 예측하는데, 기존 신경망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검출된

물체를 카운팅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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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2020)은 머신 비전을 이용해 기계 수확을 하는 동안 양파의 크

기와 수확량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실험을 위해 RGB 카메라가 트랙터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양파가 노지 환경에서 수확되는 영상 이미지를 수집

하였고, 양파를 감지하기 위해서 Watershe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Watershed 알고리즘은 배경 화면의 노이즈와 검출하고 싶은 물체를 분리

하는 알고리즘이다. Watershed 알고리즘은 영상의 밝은 픽셀은 높은 곳

에, 어두운 픽셀은 낮은 곳으로 컴퓨터에 입력시켜 물체의 윤곽선을 찾는

방식이다. 실험 결과 76% 정확도의 검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사이즈가

큰 양파의 경우에는 73%의 정확도로 분류하였으나 중간크기와 작은 크기

의 양파의 경우에는 각각 44%, 59%로 낮은 정확도 성능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는 트랙터에 RGB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확기 위로

올라오는 땅속작물의 검출이 가능하며, Image-segmentation 기반의

Watershed 알고리즘보다는 다른 이미지 검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Figure 6. Detection and size estimation of onions during being

harvested using Watershed segmentation (Jacqu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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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머신 비전을 감자 수확량 예측에 적용한 연구

Lee(2018)는 감자를 토양 표면과 분리해내고 감자의 숫자를 카운팅 하

는 연구를 하였다. 감자와 토양 표면을 분리하기 위해서 top-hat filtering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감자의 숫자를 카운팅 하는 알고리즘은 약 20개

의 감자가 실험실 환경에서 랜덤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top-hat filtering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작은 부분과 세부 사항을 추출하는

연산으로 특징 추출이나, 배경 균등화, 이미지 향상과 같은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실험 결과 개발한 알고리즘과 실제 값

의 차이는 감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RMSD = 7.13%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속도 0.313m/s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RMSD = 13.24% 차이를

보여주며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값과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실험은 Jacques(2020)의 실험과 마찬가

지로 Image-segmentation 기법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Figure 7. Counting and mass estimation of potatoes using top-hat

filtering method (L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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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21)는 이전 Lee(2018)의 실험을 발전시켜 머신 비전 기반의 감자

수확량을 예측하는 차량을 개발하였다. 차량에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의

진동을 잡아주기 위한 짐벌, RTK-GPS 그리고 MATLAB이 설치된 노트

북을 장착하였다. 수확기가 감자를 수확시켜 놓으면 개발한 차량이 감자

위로 지나가면서 감자의 수확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감자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MATLAB에서 제공하는 Image-segmentation 방법의

하나인 Graythresh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Graythresh 알고리즘은 이미

지를 이진화시킨 뒤, 흑백 픽셀의 클래스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임곗값을

자동으로 구해줘, 이미지를 배경과 분리 할 때 색이 비슷한 물체끼리 구

분해 주어 물체 인식 및 검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험 결과

개발한 시스템과 실제 값의 차이는 RMSD = 15.33%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또한 Image-segmentation 방식이 노지 환경에서 물체를 검출하는데

낮은 정확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기존 수확량 연구

들과 달리 개발한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있어 수확량 지도를 그릴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작업자에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많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8. Vehicle equipped with a camera and RTK-GPS for yield

mapping (Le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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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21)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Image-segmentation 방법이 아닌 머

신 러닝 기반 Image-segmentation을 이용해 노지 환경에서의 감자를 검

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검출을 위해 사용된 머신 러닝 모델은 Mask

R-CNN 신경망 모델로 기존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방식과 달리 Fater

R-CNN이나 SSD 신경망 모델과 같이 물체 단위의 이미지 검출 방식이

다. 실험을 위해 12,000개의 감자 이미지가 학습되었다. 실험 결과 mAP

= 90.8%, recall = 93.0%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랜덤한 69개의 감

자 이미지를 노지 환경에서의 토양과 감자를 잘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실험은 실험 환경이 아닌 실제 노지 환경에서 물체를 감지하기 위

해서 Faster R-CNN이나 SSD와 같은 신경망이 성능 면에서 더 좋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Mask R-CNN 신경망을 개발한 팀(Facebook AI

Research, 2018)에 의하면 해당 신경망은 아키텍처 특성상 빠르게 물체를

감지하지는 못하는데(5FPS), 이는 수확기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감자를 검

출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방법이 아님을 말해준다.

Figure 9. Detection and segmentation of onions

using Mask R-CNN on outdoor farm (Le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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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머신 러닝 기반 객체 탐지 인공신경망

기존 방법의 검출 또는 분류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특징을 지정하고

추출한 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의 이미지를 감지하거나 분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특징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특징을 결합해야 했다. 기존의 특

징 추출 및 기계 학습 방법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특징을 만들고 적용할

수 없다. 최근에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딥

러닝 방법이 영상 분류 및 감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CNN의 경

우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상 객체의 특성과 적합

한 특징을 찾는 것이 기존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기존 방법의 한계

가 인간이 설정한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CNN은 단순 기능에서 인간

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능까지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다(Hong, 2020).

CNN 기반 객체 탐지 모델은 Faster R-CNN, R-FCN, SSD와 같은 메

타 아키텍처와 Alexnet, Mobilenet, Inception 및 ResNet과 같은 특징 추

출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메타 아키텍처와 특징 추출기의 조합이 변화

함에 따라 모델의 속도와 정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합을 비교해야 한다(Huang, 2017). 본 연구에서

는 2015년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에서 개최한 인

공신경망 챌린지에서 우승한 Faster R-CNN 신경망 모델, 2016년에 우승

한 R-FCN 신경망 모델 그리고 2016년 ECCV(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서 우승한 SSD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

출기로는 Inception V2, ResNet, MobileNet을 사용하였다. 해당 객체 탐

지 모델들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COCO 이미지 데이터셋 기준 빠른 학

습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어 실험 신경망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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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ame Speed (ms) COCO mAP

Faster R-CNN Inception V2 58 28

Faster R-CNN ResNet 101 106 32

R-FCN ResNet 101 92 30

SSD MobileNet V1 30 21

SSD MobileNet V2 31 22

SSD ResNet 50 76 35

Table 1. Speed and accuracy of object detection models on

COCO dataset

3.1.1 Faster R-CNN

기존의 R-CNN은 딥러닝 학습을 하는데 CNN, SVM, 회귀 학습 단계

까지 모두 분리가 되어있어 오랜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Fast R-CNN은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동시에 훈련함으로써 훈련에 드는

시간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객체를 감지하는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CNN 외부에서 수행되어 속도 측면에서 매

우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ster R-CNN은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데에 선택적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에, Feature Map을

추출하는 CNN의 마지막 층에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별도의 CNN 네트워

크(RPN : Region Proposal Network)를 적용하였다. RPN은 Fast R-CNN

에서 CNN의 출력인 Feature Map을 입력받아 객체의 위치를 추정함으로

써 후보 영역을 출력시키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Feature Map을 추출하는

CNN 과정과 후보 영역을 생성하는 과정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함으

로써 같은 조건에서 Fast R-CNN보다 훈련 시간을 10배 정도 감소시킴과

동시에 mAP 또한 의미있게 향상시켰다(Ren, 2016; L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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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Architecture of Faster R-CNN

for Object Detection (Ren, 2016)

3.1.2 SSD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는 후보 영역을 생성하기 위하여

Faster R-CNN과 달리 RPN을 따로 훈련하지 않고 다양한 Feature Map

을 통하여 객체를 인식하는 신경망 모델이다. CNN 모델로부터 얻은

Feature Map은 CNN 층이 학습함에 따라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SSD는

이 학습 과정에서 추출된 Feature Map들을 추론 과정에서 사용하여 객체

를 인식한다. 얕은 깊이에서 추출된 크기가 큰 Feature Map은 작을 물체

들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깊은 깊이에서 추출된 크기가 작은 Feature

Map은 큰 물체들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SSD는 Faster R-CNN의

RPN을 제거함으로써 훈련 속도를 향상시켰다. 다양한 크기의 Feature

Map을 이용함으로써 YOLO와 같은 Feature Map 기반 신경망 모델보다

정확하게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 PASCAL VOC 2007 데이터셋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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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결과, Faster R-CNN보다 3% 높은 mAP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초당

22장의 영상을 처리하며 YOLO보다 빠른 학습 성능을 보여주었다(Liu,

2016; Lee, 2018).

Figure 11. The Architecture of SSD for Object Detection (Liu, 2016)

3.1.3 R-FCN

R-FCN(Region-base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은 기존 R-CNN

구조에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s)을 접목한 신경망 모델이다.

FCN은 여러 CNN 층을 이용하여 Position-sensitive Score Maps를 생성

하는데, 각 Score Map은 공간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 RoI pooling

layer를 추가하여 Score Maps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특

정 위치마다 분류 결과를 얻어내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특정 위

치에 있는 객체를 분류한다. 검출하려는 객체를 포함하는 위치의 경우에

는 Score Maps의 점수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

진다. R-FCN에서 Score Maps는 공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훈련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R-FCN은 PASCAL VOC 2007 데이터

셋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Faster R-CNN보다 훈련 시간이 3배 정도

감소시켰으며, mAP 또한 약 0.2%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Microsoft

Research, 2016; L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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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Architecture of R-FCN for Object Detection

(Microsoft Research, 2016)

3.2 CNN 기반 객체 탐지 모델 학습 방법

3.2.1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감자 이미지는 실제 수확기로 수확되고 있는 감자를 핸드폰(Galaxy

S10e)을 활용하여 비디오로 촬영한 후 영상을 시간당 70ms로 연속 캡쳐

하여 얻은 이미지와 농장에서 수확된 정지한 상태의 감자, 그리고 인터넷

에서 모은 감자 이미지, 약 7,200장을 사용하였다. 정지한 상태의 감자 경

우 학습을 위해 배경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학습 난이도를 높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Hong, 2020). 또한, 빠른 속도로 학습시키기 위해 카메라

에서 촬영된 이미지(3024 × 4034)를 800 × 600으로 축소했다. 이미지 데

이터를 축소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사용하였다.

이미지의 크기가 큰 경우 딥러닝 학습을 하는데 컴퓨터의 높은 하드웨어

성능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 맞추어 이미지 크기

를 설정하였다. 감자 이미지 데이터를 촬영한 스마트폰 카메라 Table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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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12MP, f/1.5-2.4, 26mm(wide), 1/2.55“, 1.4µm, Dual

Pixel PDAF, OIS

16MP, f/2.2, 12mm(ultrawide), 1/3.1“, 1.0µm, Super

Steady video

Features LED flash, auto-HDR, panorama

Video

4K@60fps (no EIS), 4K@30fps, 1080p@30/60/240fps,

720p@960fps, HDR10+, stereo sound rec., gyro-EIS &

OIS

Table 2. Specification of camera

Figure 13. Captured images on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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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tationary images on random background

Figure 15. Python programing for image r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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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LabelImg을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 분류(Annotating Objects)

일반적으로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인

PASCAL VOC, COCO, ImageNet, Open Images와 같은 오픈 데이터셋인

경우 이미지마다 Bounding Box Annotation이 존재하여 별도의 이미지

분류를 작업자가 해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커스텀 데이터셋을 사용하

려는 경우 분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abelImg(Tzutalin, 2015)라는

툴을 사용하여 감자의 Annotation을 하였다. LabelImg는 Python 기반의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가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

그램 툴이다. 이미지 학습을 위해서는 Annotation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LabelImg는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를 통해서 사용자가 학습시키

고자 하는 객체의 좌표를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좌표는 x_min, x_max,

y_min, y_max 좌표 입력을 통해 객체의 좌표가 XML 파일 형태로 저장

된다.

Figure 16. Annotation of potato using Label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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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딥러닝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 분류(Dividing Image Data)

LabelImg을 통해 Annotation이 된 이미지를 컴퓨터가 학습하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들을 훈련 세트(Training Set), 테스트 세트(Test Set), 검

증 세트(Validation Set)로 나누어줘야 한다. 이는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한

목적에 있다.

훈련 세트는 이미지 데이터에 숨겨진 특징이나 패턴을 학습하고 훈련하

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이다. 각각의 에포크(Epoch)마다 동일한 훈련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신경망에 공급되고 모델은 데이터의 특징을 계속 학

습하게 된다. 훈련 세트에는 모델이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되어야 하

는데,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 데이터 또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배경이나 복잡한 이미지 데이터 세

트가 필요하다.

검증 세트는 훈련 세트와는 별개로 훈련 중 모델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이다. 이 검증 과정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Hyper parameter) 및 구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훈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은 훈련 세트에 대해서만 훈련을 하며,

동시에 모델이 정확한지 평가는 매 에포크 이후 검증 세트에 의해서 수행

된다. 데이터 세트를 검증 세트로 나누는 주요 아이디어는 모델이 과적합

(Over fitting)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검증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모델은 이미 훈련한 데이터는 잘 분류를 하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데이

터에 대해 일반화 및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없게 되어 검증 데이터 세트는

딥러닝 학습을 위해 필수적이다.

테스트 세트는 학습을 완료한 이후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별

도의 데이터 세트이다. 정확도, 정밀도 등의 측면에서 편향되지 않은 최종

모델 성능을 제공한다. 즉,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되었고 성능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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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Planche, 2020).

본 연구에서는 감자 이미지 데이터 약 7,200장을 훈련 세트 60%, 검증

세트 20%, 테스트 세트 20%로 나누어 학습을 시켰다. 이미지 데이터를

6:2:2로 나눈 기준은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에 사용되는 각각 4,320장과

1,440장의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마다 Annotation 된 감자의 수가 충분하

여 컴퓨터가 과적합 없이 학습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Figure 17. Split of train, validation and test set

3.2.4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한다. 전이 학습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모델의 정보를 입력받아 새로운 모

델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가구를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이 사전에 만들어

졌다고 하면, 실제로 가구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특징들이 책상인지 의자

인지를 분류하는 특징은 분명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져있는

CNN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학습 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Pan,

2010). 또한, 최적화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수정하였

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을 시키는 컴퓨터의 하드

웨어의 성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컴퓨터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주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객체 탐지 인공신경망들의 하이퍼 파라미

터는 Table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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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ifferent learning processes between (a)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and (b) transfer learning (Pan, 2010)

Model name
Batch

size

Learning

rate

Learning

steps

Faster R-CNN Inception V2 1 0.00002 130,000

Faster R-CNN ResNet101 1 0.00003 61,000

R-FCN ResNet101 1 0.00003 63,000

SSD MobileNet V1 4 0.04 25,000

SSD MobileNet V2 4 0.004 43,000

SSD ResNet V1 4 0.04 42,000

Table 3. Hyper parameter of each object det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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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학습된 커스텀 모델 성능 평가

CNN 기반 객체 탐지 모델의 성능 평가는 Precision-Recall 곡선과

Average Precision(AP)로 평가된다. Precision-Recall은 실제 정답이

True인 것 중에서 신경망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Recall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FN은 false negative의 약자로 ‘검

출되었어야 하는 물체인데 검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TP는 true

positive의 약자로 ‘옳은 검출’을 의미한다.

   
(1)

Average Precision은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정답도 True

인 것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식은 아래와 같다. FP는 false positive의 약

자로 ‘잘못된 검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Precision은 신경망 모델이 검출

해낸 것 중에서 제대로 검출해낸 것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TP와 FP를 결정하는 기준인 IoU(Interaction

over union)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IoU는 실제 bounding box와 신경망

모델이 예측한 bounding box의 중첩되는 부분의 면적을 측정해서 중첩된

면적을 합집합의 면적으로 나눠준다. IoU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Planche,

202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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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oU값이 0.5 이상인 물체에 대해서만 감자라고 판단하고

컴퓨터가 탐지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반면 IoU값이 0.5 미만이면

감자와 형태가 닮은 흙이나 진흙 덩어리 등 이물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컴퓨터가 감자를 검출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컴퓨터가 IoU값 0.5 이하의 모호하거나 확실치

않은 감자를 세지 않아 더 정확한 감자 카운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못지않게 컴퓨터가 각각 학습된 커스텀 모델들이

빠른 속도로 감자를 검출해야 하므로 속도 또한 중요하다. 속도 성능 평

가를 하기 위해 정지된 상태의 감자 이미지를 5번 반복하여 걸리는 시간

의 평균값을 통해 각 모델의 추론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Python의 Tim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커스텀 모델이 컴퓨터에 로드

가 되면 Tim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최종 감자를 검출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계산하였다. 학습을 위해 사용한 컴퓨터와 Python 개발 환경은

Table 4, 5.와 같다.

Figure 19. Calculation method of inference time

using time library on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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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Type

CPU Intel i7-6700K CPU @ 4.00GHz

SSD Crucial MX300 512GB

VGA NVIDIA GeForce RTX 2070 SUPER 8GB

RAM DDR4 16GB @ 1070.0MHz

Table 4. Major specifications of training platform

Development environment Type

OS Window

Python 3.7

Tensorflow-gpu 1.14

CUDA Toolkit 10.0

CuDNN 7.6.5

Anaconda Python 3.7

Table 5. Python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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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Data collection & Flowchart of deep learning process

3.3 시험 장비 구성과 카운팅 방법

3.3.1 시험 장비 구성과 방법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봄, 여름재배의 대표적인 품종인 수미(Solanum

tuberosum L. Superior)을 대상으로 감자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미 감자는 3~4월에 파종을 시작하여 장마를 전후로 수확이 되는 품종이

다(RDA, 2018). 수확기로는 트랙터 부착형 땅속작물수확기(DR-1500A, 두

루기계통상)을 사용하였으며(Fig 21.), 트랙터로는 LS엠트론의 LS-7030

모델(Fig 22.)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트랙터와 수확기의 제원은

Table 6.와 Table 7.와 같다. 수확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에서

2020년 7월 8일 10시에서 11시경까지 이뤄졌다. 외부 기상과 토양 상태는

Table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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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Image of the test potato digger, DR-1500A

Model DR-1500A

Digging Width(cm) 150

Dimensions

Length(mm) 2,235

Width(mm) 1,720

Height(mm) 1,170

Weight(kg) 608

Power

Transfer Unit

Method With Belt

Type B type(V-Belt)

Number of Belt For left and right, each

Required Power(hp) Over 50

Available Crops
Potato, Sweet potato, Onion,

Shepherd's purse

Table 6. Specification of the test potato digger



- 38 -

Figure 22. Image of the test tractor, LS-7030

Model LS-7030

Dimensions

Length(mm) 3,990

Width(mm) 2,020

Height(mm) 2,620

Weight(kg) 3,460

Engine

Type
4 CYL., Water Cooled,
4 Cycle, Diesel

Emission(CC) 3,200-TA

Rated speed(rpm) 2,300

Engine HP(kW) 85

PTO Hp 65

Transmission

Forward
speed(km/h) 36.4

Backward
speed(km/h) 38.3

Table 7. Specification of the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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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C) Humidity(%) Soil temp(°C) Soil humidity(%)

Mean 24.25 83.33 29.74 10.63

Max 26.32 88.50 33.40 11.00

Min 22.98 75.60 27.20 10.40

SD 0.96 3.82 2.00 0.16

Table 8. The weather conditions, from 10:00 to 11:00, on July 8th 2020

국내에서 가을 재배의 대표적인 품종인 추백(Chubaek)을 대상으로 학

습된 모델의 정확도 및 추론 속도 성능 비교를 하였다. 추백은 수미를 부

본으로 하여 1989년 육성된 품종으로 외관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추백은

남부지방 기준 8월 중 ~ 하순에 파종되어 수확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뤄지는 품종이다. 사람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여 감자가 수확되고

있는 수확기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

다. 수확기로는 두루기계통상의 DR-1500A가 사용되었으며, 트랙터로는

쿠보다의 L54K 모델(Fig 23.)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트랙터의 제

원은 Table 9.와 같다. 수확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에서 2020년 11월

26일 10시에서 11시경까지 이뤄졌다. 수확 과정은 Fig 23.와 같다.

Figure 23. Image of a tractor and process of harvesting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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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ame L54K

Dimensions

Length(mm) 3,285
Width(mm) 1,630
Height(mm) 2,705
Weight(kg) 1,840

Engine

Type
4 CYL., Water Cooled,
4 Cycle, Diesel

Emission(CC) 2,434

Rated speed(rpm) 2,600

Engine HP(kW) 41.1

Tire

Dimensions

Front 8.3 – 20.6PR

Back 13.6 – 26.8PR

Table 9. Specification of the tractor

3.3.2 시험 장비 구성과 방법Ⅱ

본 연구는 향후 최종 목표는 사람의 개입 없이 감자의 수확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수확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확기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지대를 Fig 24.와 같이 만들어 기초

시험을 해 보았다. 지지대 Fig 24.는 DR-1500A 사이즈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수확기에 설치되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객체

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카메라가 촬영하

는데 객체가 장애물의 아래로 가거나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가는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객체가 카메라에 장시간 노출되어 검출하는 데 어려움도 없

어야 한다. Fig 25.의 (a)와 같이 수확기의 앞쪽에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

면 수확기 자체의 중간에 있는 장애물에 가려 감자가 땅에서 나와 밖으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없게 된다. 하지

만 Fig 25.의 (b)와 같이 카메라가 뒤에 위치하게 되면 수확이 되는 일련

의 과정을 장애물의 방해 없이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므로 객체의 추적

이 쉬워져 실시간으로 감자 검출을 하는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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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Drawing of placement of camera and gimbal on the

potato digger

(a) (b)

Figure 25. View of a potato digger from front(a) and bac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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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확기의 진동도 감자를 실시간으로 검출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

이다. 카메라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진동을 최소화하기 짐벌을 사용하였

다. 짐벌을 선택할 때 고려한 점은 카메라의 사이즈와 상관없는 호환성,

배터리, 가격 그리고 짐벌의 성능이다. DJI사의 Osmo Mobile4(Fig 26.)는

자석방식의 카메라 홀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 자석을 달아 어느 카메라

나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15시간의 배터리 시간, 그리고 짐벌의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커스텀 옵션(틸트 잠금, 카메라 자동회전 등)을 제공

해주어 선택하게 되었다. 짐벌의 제원은 Table 10.와 같다.

(a) (b)

Figure 26. Image of gimbal(a) and mounted with a potato digg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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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SMO MOBILE 4

Dimensions
Unfolded: 276 × 119.6 × 103.6mm
Folded: 163 × 99.5 × 46.5mm

Weight 390g

Mechanical Range
Pan: -161.2° ~ 171.95°
Roll: -136.7° ~ 198°
Tilt: -106.54° ~ 235.5°

Max Controllable Speed 120°/s
Operating Time 15 hours (Under ideal conditions)

Compatible

camera dimensions

Weight: 230 ± 60g
Thickness: 6.9 ~ 10mm
Width: 67 ~ 84mm

Table 10. Specification of Osmo Mobile 4(gimbal)

사람의 개입 없이 실시간 촬영을 위한 시험Ⅱ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

면 신법리에서 2021년 7월 20일 14시에서 15시경까지 이뤄졌으며, 수확에

사용된 트랙터와 제원은 Fig 27., Table 11.와 같다. 외부 기상과 토양 상

태는 Table 12.와 같다.

Figure 27. Image of a tractor, LS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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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ame LS MINI

Dimensions

Length(mm) 2,657

Width(mm) 1,025

Height(mm) 2,363

Weight(kg) 618

Engine

Type
4 CYL., Water Cooled,
3-Cylinder Diesel Engine

Emission(CC) Tier 4

Rated speed(rpm) 3,200

Engine HP(kW) 18.0(13.4)

Tire

Dimensions

No. of speed 1 Range

Forward Speed(Km/h) 0 ~ 14.2

Table 11. Specification of the tractor

Temp(°C) Humidity(%) Soil temp(°C) Soil humidity(%)

Mean 32.32 79.38 28.64 22.15

Max 32.77 83.4 28.90 22.40

Min 31.99 73.50 28.60 21.90

SD 0.23 3.26 0.10 0.15

Table 12. The weather conditions, from 14:00 to 15:00, on July 20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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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카운팅 방법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은 인텔이 개발한 실시간 컴퓨

터 비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이다. 실시간 이미지 프로

세싱에 중점을 둔 라이브러리로 Tensorflow, Pytorch 및 Caffe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기본적인 영상 파일 입출력, 영상의 화질 향상,

객체 검출과 인식, 추적, 3차원 비전 문제 해결 등 기능을 제공하고,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과 SVM(Support Vector Machine)같은 머

신 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한다(Hwang, 2020).

본 연구에서는 OpenCV를 활용하여 영상 속에 가상의 선을 만들어 딥

러닝을 통해 학습한 컴퓨터가 감자라고 판단한 개체의 중심점이 선을 통

과하면 카운팅을 하게 된다. 감자의 중심점을 구하기 위해서 OpenCV에

서 제공하는 Moments 함수를 사용하였다. Moments 함수는 객체의 무게

중심, 객체의 면적 등과 같은 특성을 계산할 때 유용하다. 중심점을 구하

는 공식은 (4)와 같다.

  
    


(3)

가상의 선은 cv2.line()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가상의 선은 감자가

선을 통과하였는지를 알기 쉽게 하도록 통과하기 전에는 빨간색 선

(Figure 28.(a)), 통과한 후에는 초록색 선(Figure 28.(b))으로 바뀌도록 프

로그래밍을 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또한, 선을 통과한 감자의 숫자는

영상의 왼쪽 위에 cv2.putText()함수를 이용하여 누적 카운팅이 올라가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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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8. Sample images of the trained model when applied to a

video of potatoes being harvested (a)Before being counted (b)After

being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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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는 이미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사람이 보는 RGB 값이 아닌

BGR 값으로 불러온 뒤 이미지 추론을 한다(Hwang, 2020). 실시간 객체

탐지의 경우 RGB 영상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어 이미지 추론을 하기보다

는 OpenCV의 형식에 맞게 BGR 값으로 바꿔준 뒤, 이미지 추론을 할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29.와 같이 인풋 영

상 이미지를 BGR 값으로 먼저 바꾸고 컴퓨터가 객체를 탐지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해석 결과를 사람이 볼 수 있는 RGB 값으

로 다시 변환하도록 하였다.

Figure 29. Inference process of video data using Open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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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각 신경망 모델별 이미지 학습 결과

4.1.1 신경망 모델별 Loss 값 결과

Table 13.와 같이 Loss 값만 갖고 학습된 결과를 추론할 때, Loss 값이

가장 작으며 학습된 시간도 적게 소모한 SSD ResNet50 모델이 가장 뛰

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나왔다. 반면 SSD MobileNet V2 모델의 경

우에는 Loss 값도 2.5370으로 너무 높고 학습 시간도 가장 오래 소모하며

감자와 같이 작은 크기의 객체를 인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모델임을 추

론할 수 있다.

또한, Figure 30.와 같이 6개 모델 모두 과적합 되지 않고 완만하게 우

하향한 것으로 보아 학습이 더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학습을

더 진행하게 되면 과적합이 되어 전체적인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이미

지를 추론할 때 잘못된 추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Model name Total Steps Loss value Time

Faster R-CNN Inception V2 130,000 0.2841 4h25m54s

Faster R-CNN ResNet101 61,000 0.2950 4h37m1s

R-FCN ResNet101 63,000 0.3087 4h22m20s

SSD MobileNet V1 25,000 0.3211 2h46m20s

SSD MobileNet V2 43,000 2.5370 6h59m56s

SSD ResNet V1 42,000 0.1843 5h25m59s

Table 13. Training result of los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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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Training result of loss value

Figure 31. Loss value of each model



- 50 -

4.1.2 신경망 모델별 mAP 값 결과

Faster R-CNN Inception V2 모델의 경우 mAP : 0.7361, 50IOU :

0.9747, 75IOU : 0.8755 값이 나왔으며, Faster R-CNN ResNet101 모델의

경우 mAP : 0.7586, 50IOU : 0.9789, 75IOU : 0.88974 값이 나왔다. mAP

의 경우 Faster R-CNN 모델들의 경우 같은 메타 아키텍처로 인해 전체

적으로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R-FCN ResNet101

모델의 경우 mAP : 0.7330, 50IOU : 0.8762, 75IOU : 0.7770 값이 나오며

Faster R-CNN 모델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었다.

SSD MobileNet V1 모델은 mAP : 0.7320, 50IOU : 0.9630, 75IOU :

0.8720 값이 나왔으며, SSD MobileNet V2 모델은 mAP : 0.5662, 50IOU

: 0.9305, 75IOU : 0.6453 값이 나왔다. SSD MobileNet V2 모델은 SSD

MobileNet V1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정확도 면에서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SSD ResNet 50은 mAP : 0.7758, 50IOU : 0.9761,

75IOU : 0.9085으로 같은 메타 아키텍처를 갖은 SSD 모델들 중 가장 뛰

어난 성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Faster R-CNN 모델과 비교해도

mAP 값은 비슷해도 75IOU값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습

을 할 때의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Loss 값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Figure 32.의 그래프를 볼 때 6개 모델 모두 학습을 하면서 중간

에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아 학습이 충

분히 된 것으로 보인다. SSD MobileNet V1의 경우 학습 초반 부에 학습

점수의 낙폭이 큰데,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해줄 때 초기

Learning rate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낙폭을 한 만큼

리바운딩의 각이 커 학습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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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raining result of mAP value

Figure 33. Accuracy comparison(AP) of models for each 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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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신경망 모델별 Recall 값 결과

Figure 34.의 AR@100은 이미지에 추론하려는 타겟 객체가 10이상 100

개 미만인 경우의 Recall 값을 의미한다. AR@값은 1, 10, 100단위로 계산

을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확기 위로 올라오는 수많은 감자를 검

출해야 하므로 AR@100 값을 토대로 성능 평가를 하였다.

학습 결과 Figure 35.와 같이 Faster R-CNN Inception V2 모델의 경우

AR@100 : 0.7750 값이 나왔으며, Faster R-CNN ResNet101 모델의 경우

AR@100 : 0.7940 값이 나왔다. Recall 값 역시 mAP 성능을 비교할 때와

비슷하게 Faster R-CNN 모델들의 경우 같은 메타 아키텍처로 인해 전체

적으로 비슷한 재현율 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R-FCN

ResNet101 모델의 경우 AR@100 : 0.770 값이 나오며 Faster R-CNN 모

델과 비교해서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었다.

SSD MobileNet V1 모델은 AR@100 : 0.7835 값이 나왔으며, SSD

MobileNet V2 모델은 AR@100 : 0.6497 값이 나왔다. SSD MobileNet

V2 모델은 SSD MobileNet V1 모델과 비교해서 비슷한 메타 아키텍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현율 값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SSD

ResNet 50은 AR@100 : 0.8157 값을 보여주며 같은 메타 아키텍처를 갖

은 SSD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Faster

R-CNN 모델과 비교해도 뛰어난 재현율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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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Training result of Recall: AR@100

Figure 35. Recall: AR@100 value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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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결과를 종합하면 SSD ResNet 50 모델은 Table 13.와 같이 학

습 시간도 독보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Loss, mAP, Recall에서 다

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반면 SSD

MobileNet V2 모델은 Loss, mAP, Recall 그리고 학습에 걸린 시간까지

모두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SSD MobileNet V2 신경망 모델이

작은 물체에 적합하지 않은 신경망 모델임을 의미한다. Faster R-CNN

모델들의 경우에는 준수한 mAP, Recall 값 그리고 학습 시간을 보여주었

지만, SSD ResNet 50 모델과 비교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

었다. 결론적으로 SSD ResNet 50 모델의 학습 결과는 정지된 사진 이미

지에서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동영상에 모델을 적용했을 때도 높은 성능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Model name Loss mAP
mAP

@50

mAP

@75

Recall

@100
Time

Faster R-CNN

Inception V2
0.284 0.736 0.974 0.875 0.775 4h25m

54s
Faster R-CNN

ResNet101
0.295 0.758 0.978 0.897 0.794 4h37m

1s
R-FCN

ResNet101
0.308 0.733 0.972 0.876 0.777 4h22m

20s
SSD

MobileNet V1
0.321 0.732 0.963 0.872 0.783 2h46m

20s
SSD

MobileNet V2
2.537 0.566 0.930 0.645 0.649 6h59m

56s
SSD

ResNet V1
0.184 0.775 0.976 0.908 0.815 5h25m

59s

Table 14. Summary of training result



- 55 -

4.1.4 신경망 모델별 이미지 검출 결과

학습된 커스텀 모델의 정확도 테스트를 위하여 실제 이미지에 적용할

때의 검출 테스트를 해 보았다. 이미지는 테스트 세트에 있던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감자 사진으로,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모델의 이미지 검출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Figure 36.의 (a)를 보면 Faster R-CNN Inception V2 모델과 SSD

MobileNet V1 모델은 뒤에 가린 감자는 검출에 실패하였고 잎사귀를 감

자로 잘못 검출하였다. Faster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2, SSD ResNet 50의 경우에는 뒤에 가린 감자만을 검

출하지 못하며 Faster R-CNN Inception V2, SSD MobileNet V1 모델과

는 다르게 잎사귀를 감자로 잘못 검출하지는 않았다.

Figure 36의 (b)의 경우에는 Faster R-CNN Inception V2, Faster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2 모델이 장

갑을 낀 손을 감자로 잘못 검출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SSD

MobileNet V2와 SSD ResNet50의 경우에는 감자를 정확히 검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옳게 검출한 감자만의 평균 정확도를 보면 Faster R-CNN Inception

V2 : 99.8%, Faster R-CNN ResNet 101 : 99.6%, R-FCN ResNet 101 :

100%, SSD MobileNet V1 : 75.2%, SSD MobileNet V2 : 91%, SSD

ResNet 50 : 78.6%로 전반적으로 Faster R-CNN 모델들의 성능이 SSD

모델들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aster R-CNN 모델들은

손을 감자로 인식한다던가 잎사귀를 감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때, 실제

로 환경에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면 감자처럼 뭉친 진흙을 감자로 인식

할 가능성이 있어 잘못된 검출의 비율이 적은 SSD 모델이 동영상에 적

용할 때 더 적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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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6. Prediction of trained models on test image dataset

(each red rectangle means wrong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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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신경망 모델별 이미지 추론 속도 결과

Figure 37.을 보면 SSD ResNet 101 모델이 이미지 추론 시 47.870ms

의 결과와 함께 6가지 모델 중 가장 빠른 이미지 추론 속도를 보여주었

다. SSD MobileNet V1(49.373ms), SSD MobileNet V2(49.866ms)으로

Faster R-CNN 모델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가장

낮은 추론 속도를 보여 준 것은 R-FCN ResNet 101 모델(82.541ms)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에서도 SSD 모델들이 Faster

R-CNN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빠르게 수확되는 감자를 신속히 검출하는데 SSD 모델들이 더

최적합한 모델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Figure 37. Inference time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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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 신경망 모델별 동영상 적용 결과Ⅰ

Table 14.를 보면 Test 1의 결과 SSD MobileNet V2 모델이 91%로 가

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Test 1의 문제점은 Figure 38.와 같이 감자를 카

운트하는 선의 위치가 계속 바뀌었는데, 이는 사람이 직접 수확기를 따라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카운트를 하는 선의 위치가 지속해서 바

뀐 데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수확기의 진동으로 인해

감자가 수확기 밖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감자를 중복으로

계속해서 카운트하거나 선 부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계속 머무르는 감

자를 중복으로 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로 인해 Test 1의 결과,

실제 값과 비교해서 오버 카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Test 2는 Test 1과 달리 카운트를 하는 선의 위치가 많이 바뀌

지 않아 신경망 모델들의 전체적인 정확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Test 2에서는 SSD 모델들의 정확도가 Faster R-CNN, R-FCN 모델

과 비교해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Figure 39.와 같이 아

주 작은 감자까지 검출하면서 실제 값과 비교해서 카운팅이 달라진 것에

기인한다.

Faster
R-CNN
Inception
V2

Faster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1

SSD
MobileNet
V2

SSD
ResNet
50

Test 1 1,277 1,335 1,359 1,234 1,184 1,288

Test 2 570 583 606 466 514 516

Accuracy
(1,085, 490)

85% 82% 79% 87% 91% 84%

86% 84% 80% 95% 95% 95%

Table 15. Comparison of prediction and ground truth on Tes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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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Comparison of a changed counting point on TestⅠ

Figure 39. Comparison of R-FCN ResNet 101 and SSD MobileNet V2

on detecting smal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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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각 신경망 모델별 동영상 적용 결과Ⅱ

수확 전날 비가 내려 토양의 수분이 높아 배수가 안 되어있는 상태였으

며, 트랙터의 견인력이 부족하여 감자를 매끄럽게 수확하지 못하여 수확

기에 전해지는 진동이 강해 깔끔한 영상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

Figure 40.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사람이 수확

기를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한 방식이 아닌 수확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감자를 카운팅하는 선이 움직이지 않고 같은 위치

포인트에서 계속 카운트를 할 수 있어 앞선 Test 1, Test 2보다 신뢰성

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 결과, Table 15.와 같이 R-FCN ResNet 101이 약 97%로 가장 높

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SSD 모델의 경우에는 흙 속에 묻어있는 감자나

진흙이 많이 묻어있는 감자를 검출하는 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R-FCN 모델의 경우에는 수확기 밖의 감자까지 모두 검출하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확기가 DR-1500A의

긴 컨베이어에서 절반 크기인 700mm의 짧은 컨베이어를 사용하면서 감

자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진 것, 수확기의 진동으로 인해 정확

한 감자를 검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aster R-CNN과

R-FCN 모델은 비록 훈련할 때는 SSD ResNet 50 모델보다 낮은 정확도

를 보여주었지만, 낮은 정확도가 실제 작업 현장에 적용할 때는 감자와

비슷한 물체를 모두 감자로 인식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Figure 41.을 보면 R-FCN은 수확기에 올라온 감자와 수확기 밖 땅에

떨어져 있는 감자를 모두 검출했지만, SSD 모델들은 수확기에 있는 감자

나 밖에 있는 감자를 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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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Video image distortion due to vibration of a potato digger

Faster
R-CNN
Inception
V2

Faster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1

SSD
MobileNet
V2

SSD
ResNet
50

Test 3 708 730 746 525 637 613

Test 4 323 328 356 203 284 243

Accuracy
(768, 342)

92% 95% 97% 68% 82% 79%

94% 95% 96% 59% 83% 71%

Table 16. Comparison of prediction and ground truth on Test Ⅱ



- 62 -

Figure 41. Comparison of R-FCN ResNet 101 and SSD models on Tes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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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감자 수확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감자의 개

수를 실시간 영상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성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굴취형 감자수확기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굴취형 수확기는 굴취날에 의해 토양을 절삭, 컨베이

어 체인으로 후방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흙을 분리하며 감자를 배출한

다. 영상수집은 스마트폰 카메라와 짐볼로 구성되었고 굴취 수확기의 배

출부 상부에 설치되었다. 영상분석은 사전에 수집된 감자 수확 영상을 이

용하여 딥러닝 학습을 하였다. 딥러닝 학습은 COCO 데이터셋에서 객체

탐지 정확도와 학습 속도에 장점이 있는 6개의 신경망 모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1. 영상분석 시 RGB 포맷으로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선명도에 영향을 받았으나 RGB 포맷을 BGR 포맷으로 전환

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선명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영상분석에 사용한 툴인 OpenCV가 BGR

포맷에 더 최적화가 되어있어 나오는 차이로 보인다.

2. 영상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분석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TX2070S는 딥러닝 성능의 지표가 되는

Tensorflow GPU Benchmarks 평가에서 RTX3090과 비교 시 42% 낮

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딥러닝 시 그래픽카드의 VRAM, CUDA

Core, Tensor Core에 영향을 받아 나오는 차이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래픽카드보다 성능이 우수한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면 실시간 처리

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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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Faster R-CNN Inception V2, Faster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1, SSD

MobileNet V2, SSD ResNet 50을 Loss, mAP, Recall 항목으로 비교한

결과 SSD ResNet 50 모델이 Loss(0.184), mAP(0.7758), Recall(0.8157)

값에서 다른 다섯 가지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상대적

으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 SSD MobileNet V2 모델은

Loss(2.537), mAP(0.5662), Recall(0.6497) 으로 나타났다.

4. 딥러닝 학습에서 감자의 여부만 학습하였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상품성이 낮은 감자도 검출하여 실제 수확량과 차이를 크게 하는 요인

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감자

이미지의 크기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크기를 계측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5. 감자수확 개수를 파악하는 최종성과는 화상에 나타나는 감자를 맨눈으

로 파악한 것과 분석 알고리즘의 판단을 비교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

다. TestⅠ에서는 SSD MobileNet V2 모델, TestⅡ에서는 R-FCN

ResNet 101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est

Ⅰ,Ⅱ의 결과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실험 방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감자 개수를 카운팅 하는 데에 있어 고정된 가상의 계수선 위

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의 위치가 지속해서 바뀌면 서로

다른 시간에 감자가 중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중복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확기의 진동으로 인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수선 주위에 머무르는 일도 있어, 수확기에서 이송되는 감자의

운동 특성과 수집하는 카메라의 진동 크기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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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로드셀을 이용한 무게 측정 방식,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이미지 학습 방식,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된

Image-segmentation 방법을 통한 무게 예측 방식 등 기존에 있던 감자

생산량 예측 방법이 아닌 인공지능 학습 기반 머신 비전을 이용하여 감자

생산량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추가적인 하드웨어 설치 없이 카메라와 컴퓨터로만

수확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수확기의 진동 때문에 영상을 완벽하게 얻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GPS 장치를 이용하지 않아 수확량 지도를 그릴 수가 없었다.

또한, 실질적인 수확량 예측을 위한 무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감자의 크기 정보를 이용해 감자의 무게와 질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u, 2018; Cai, 2020). 향후에 GPS 사용과 카메라에 오

는 진동에 대한 문제점 보완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시 감자 여부뿐만 아

니라 크기에 대한 정보 또한 고려되어 학습된다면 감자의 개수뿐만 아니

라 무게도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포장 및 선별에 이용

되는 노동력 절감, 그리고 감자의 수확량 지도를 작성할 수 있어 정밀 농

업 기술 또는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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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ic Potato Counting

System Development based on

Machine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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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to is one of the world's top four food crops and produce 40 million tons

per year. In abroad, Although precedure of potato harvesting is all mechanized

from sowing to harvesting, Korea's mechanization rate is still low at 56.3%,

and even it is centered on sowing, so there is no mechanization in the

harvesting process which requires a lot of labor. In addition, packaging and

sorting of potato have become very important due to changes in consumption

style, which have brought negative consequences in terms of farm income

because of insufficient manpower and increased labor costs. In order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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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ufficient labor for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novating

agriculture industry through the convergence of agriculture and ICT, and is

rapidly changing the current agriculture system which has relied on worker's

experience and manpower. Particularly, deep learning-based machine vision is

rapidly changing the agricultural industry, which is in need of labor since it

can classify and recognize images obtained through cameras such as crop and

pest monitoring, livestock management, and pinotype on behalf of humans.

Current studies of potato have attempted to predict the yield of potatoes

through X-ray, load cell, satellites, and machine learning-based

image-segmentation methods. However, in the case of the above methods,

sensors are expensive to apply to actual agriculture, so the researches has

conducted in laboratory environments, and also these methods are not perfect

to apply in various environments. The deep learning method based on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us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more

compatibly in various objects and environments than previous studies as it can

learn by itself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suitabl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object for a given problem. In this study, in order to predict potato

yield, virtual line was made by using OpenCV, which is able to count a potato

when it passes the line. In this experiment, performance comparisons were

conducted on two filmed video tests, which were taken manually by following

the harvester and by mounting a camera on the harvester.

For deep learning, six neural network models that have advantage in object

detection accuracy and learning speed in the COCO dataset, which are Fast

R-CNN Inception V2, Fast R-CNN ResNet 101, R-FCN ResNet 101, SSD

MobileNet V2, and SSD ResNet 50,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deep

learning, SSD ResNet 50 models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other

five models in terms of Loss (0.184), mAP (0.7758), and Recall (0.8157) values,

and even when applied to real images, potatoes were detected bett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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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regardles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addition, inference time of

images took only 47.87 ms, which was the fastest in inference time compared

to the other five models.

In video tests, which were taken by humans and by mounting the camera

on the harvester, each model’s performance was different. In the case of when

a video taken manually by human, the SSD MobileNet V2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an accuracy of about 93%. However, this test had a

difficulty on evaluating the accuracy since the virtual line kept moving rather

than staying still, which made the line to keep counting potatoes that were

staying near the line because of harvester's vibration. It is because the video

was filmed manually. However, when the camera was mounted on the

harvester, the R-FCN ResNet 101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an

accuracy of about 96%. This test suggests that in order to count potatoes

properly and accurately, it has to be mounted on the harvester since the line

should not move. Therefore, the result was reliable than first tes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s the advantage of being simple as a

system that predicts yields only with cameras and computers without

additional hardware installations.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o

creating a yield map due to measuring only the number of potatoes, not the

weight measurement of potatoes. In future studies, it needs to predict the

weight of potatoes by giving information of the volume to map the yield.

Through doing this work, i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ecisio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outdoor smart farm technology because it will be

able to reduce the labor force which is mostly used for packaging and sorting

and create a map of the yield of potatoes.

Keywords : Potato, Object detection, CNN, Yield map

student number : 2020-2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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