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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작물을 경작 해충과 질병은 오랫동안 주요 관심사였다. 농업에서 병해충을 탐지하기 위해 전통
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과 인공 지능의 
폭발적인 발달로 인해 농업분야의 연구원들은 병해충을 탐지하기 위해 딥 러닝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모델들이 발표되었지만, 많은 병해충 진단 

딥러닝을 사용한 방법들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낭비하고 실제 농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물의 병해충을 분류하기 위해 Select Kernel Attention(SK Attention)을 Channel Attention 
Module로 변경하여 Decoupling-and-Attention network (DANet)을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한다. 

 

 

1. 서론 

다양한 질병과 해충이 작물에 위험을 초래한다. 다양
한 종류의 해충 및 질병의 대규모 발생으로 인해 농
부들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해충에 

의한 작물의 작은 손상이나, 과일이나 작물에 박테리

아와 같은 세균성 질병으로 약간의 손상조차도 농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작물 
생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재배 작물의 해충 및 
질병 관리에 달려 있다. 과거에는 질병과 해충의 발
생을 수동으로 관찰하고 찾아냈다. 농부들은 분류 연
구를 위해 전문가에게 보내기 전에 해충과 질병의 샘
플을 수집해야 했다. 이 방법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
다. 게다가 이 방법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해충과 질병을 식별
하기 위해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Domingues et al.에 따르면, Random Forest와 다양한 유
형의 SVM 기반 분류 및 회귀 알고리즘이 농업 컨텍
스트에 적용된다.[3] Türkoğlu et al.은 8가지 다른 유형
의 해충 및 질병 탐지를 위한 심층 특징 추출 및 전
이 학습의 성능을 비교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Resnet101 모델이 99.53%로 최고 성능에 도달했다.[4] 
이미지 데이터셋은 많았지만 이미지 배경이 단순했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모델도 매우 무거운 단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충과 질병을 분류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을 사용하

고 DANet-CAM 을 사전 처리하여 더 가볍고 빠른 최

소한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데이터셋 

우리가 연구에 사용한 병해충 질병 데이터셋은 다양

한 작물을 포함한다. 이 크롤링 데이터 세트에는 9가

지 다른 식물 종이 있으며, 각 종에는 고유한 해충, 

질병 및 건강한 식물 종류가 있다. 아래의 테이블 1

을 참고하면 총 117개 병해충이 있다. 
 

 

 

 

 

 

 

Table 1. Pest and diseases dataset 

데이터를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은 딥 

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원본 

사진에서 더 많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종의 

보강을 적용했다.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295 -



 
 

Figure 1. Citrus plant with Augmentation 
 
3. DANet-CAM 

이 작업에서는 해충 및 질병 식물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 모델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이 모듈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다. 전체 구조는 여전히 DANet 

네트워크로 유지하면서 모델을 배경 정보보다 객체 

세부 사항에 더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채널 주

의 모듈이다. [5] 
A) Channel Attention Module 

 
각각의 DANet 그룹에서 이전 컨볼루션의 모든 커

널 레이어를 병합하여 기능 맵이 생성된다. 그런 다
음 최대 풀링 및 평균 풀링 작업을 모두 사용하여 처
음에 기능 맵의 공간 데이터를 결합한다. 공유 네트
워크는 두 설명자를 모두 수신하고 채널 어텐션 맵을 
생성한다. 공유 네트워크는 하나의 은닉층과 완전히 
연결된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공유 네트워크가 
각 디스크립터에 적용된 후 최종 피쳐 맵을 반환하기 
위해 signmol 을 거치기 전에 요소별을 사용하여 출력 
피쳐를 병합한다. 

 
 

 

 

 

 

Figure 2. Channel Attention Module 

B) DANet-CAM 
   
Decoupling-and-Attention network[5]는 식물의 해충과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 Shuli Xing 이 만든 독창적모듈
이다. 모델의 아키텍처는 SK Attention [1] 모듈을 사용
하여 기능 맵에서 세부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각 커
널 그룹의 필터 커널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많은 유형의 질병이나 해충이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경우 위양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이 아이디
어에 의해 SK Attention 모듈을 Channel Attention [2] 모
듈로 교체하여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했다. 채널 
Attention 모듈은 모든 커널의 정보를 합한 다음 그 
하나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능 맵 기반을 만든다. 
새로운 입력 기능 맵에서 모델은 출력 기능을 반환

하기 전에 주의 채널을 통해 공간 정보를 학습한다. 
이 접근 방식은 또한 이전 방법보다 매개변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 기능을 제공하기 전에 
각 커널에서 정보를 계산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
이다. 

 
Figure 3. DANet-CAM Architecture 

그림 3 에서 우리는 각 그룹 정보가 세부 기능을 
반환하기 위해 CAM 모듈을 거치기 전에 많은 커널 
계층을 포함하고 아키텍처의 다른 부분이 원래의 것
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DANet 에서 SK attention 모듈을 Channel attention 

모듈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변경 네트워크는 

동일한 유사도로 병해충을 검출하면서 컴퓨터 자원의 

사용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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