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5, No. 10, October 2022(pp. 1386-1394)
https://doi.org/10.9717/kmms.2022.25.10.1386

1. 서  론

과일에 대한 소비 성향이 다종화, 고급화되고 있

으며,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포장 및 판매 단위가 

소량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일의 품질을 세분화하

는 마케팅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수작업에 의한 과

일의 등급 분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분류자의 주관성, 피로도 등에 따라 분류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과일의 등급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2]. 과일 선별시스템은 세척, 건조, 이송, 배출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과일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소

프트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일의 품질은 맛과 

관련된 당도 등의 내부 품질과 크기(size), 무게

(weight), 색깔(color), 모양(shape), 흠집(scratch)

등의 외부 품질로 살펴볼 수 있다.

과일의 크기는 과일의 등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큰 과일이 선호되고 있다.

Dang 외[3]는 입력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 후 

과일의 외곽선을 추출하여 무게중심을 구하고, 외곽

선의 최소 외접사각형을 이루는 장축과 단축을 구해 

사과의 크기를 계산하여 3mm 내의 절대 오차, 4%

미만의 상대오차의 정확도를 얻었다. Mustafa 외[4]

는 외곽선을 추출한 후 장축과 단축의 길이, 외곽선 

영역의 넓이를 추출하고 이것을 입력으로 퍼지 논리

를 이용하여 사과, 바나나, 오렌지, 망고, 당근에 대한 

크기를 추정하였다. Fu 외[5]는 키위의 크기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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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단으로 키위의 길이(L), 최대 단면의 면적(A),

최대 단면에 대한 최대 직경(MaxD)과 최소 직경

(MinD)라는 4가지 특징을 추출하고, 길이와 최대 직

경의 비율(L/MaxD)과 면적과 길이의 비율(A/L)의 

선형 결합을 통해 키위의 형태 정보를 수치화하여 

키위의 등급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단순히 크기만을 

이용하였을 때 84.6%에서 98.3%로 향상시켰다.

Khojastehnazhand 외[6]는 레몬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하여 색상과 크기 정보를 이용하였다. HSV 컬러 모

델로 변환하여 얻은 색상(Hue) 값과 전경을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에 특정 상수를 곱하여 얻은 부피에 대하

여 임계값을 적용하여 레몬의 등급을 분류하였다.

Capizzi 외[7]는 과일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표피

의 상처, 색상의 불균형 등의 결함(defect)을 검출하

기 위하여 텍스처(texture)를 이용하였다. 텍스처를 

추출하기 위하여 영상을 HSV 컬러 채널로 분리한 

후 각 채널에서 0도, 45도, 90도, 135도 방향으로 한 

개의 픽셀을 벗어난 동시발생 행렬(co-occurrence

matrix)과 채널의 평균값을 추출하여 이를 4개의 층

으로 구성된 RBPNN(Radial Basis Probability

Neural Network)를 통해 정상적인 오렌지와 4종의 

결함 유형을 88%의 정확도로 식별하였다. 사과의 경

우 결함 영역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사과 꼭지 부분과 

꽃받침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를 구분하기 위하여 Yu 외[8]는 상, 하, 양 측면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결함 영역 특징이 세 군데 이상 

발생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Moallem 외[9]는 R, G, B 채널과 색상(hue) 채널

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나는 통계적 특징과 

Capizzi 외[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시발생 행렬로부

터 대비, 상관, 균질성, 엔트로피의 텍스처 특징, 그리

고 결함 영역의 비율, 둘레 길이, 중심축 길이로 구성

된 기하학적 특징을 추출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 MLP(Multi-Layer Perceptron), K-NN

(K-Nearest Neighbor) 분류기를 사용하여 사과의 

등급을 두 부류(정품, 불량)와 세 부류(1등급, 2등급,

불량)로 분류한 결과 SVM 분류기가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보였으며 각각 92.5%, 89.2%의 정확도를 나타

내었다. Yu 외[8]는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과의 

결함 여부를 100% 정확하게 검출하였고, 크기(size),

형태(shape), 색상(color) 특징을 추출하여 가중치 

K-평균(weighted K-means) 군집 알고리즘으로 

93.3%의 정확도로 사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전

체적으로 사과를 96%의 정확도로 4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불량)으로 분류하였다.

컴퓨터 비전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서 딥 러닝 기

술이 객체 검출 및 인식에 효과적임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에는 과일의 등급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연구에

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합성곱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영상에 내포된 특

징을 추출하고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의 핵심 요소이

다. Ismail & Malik[10]은 EfficientNet 모델을 이용

하여 과일의 흠집을 추출하여 정품과 불량품의 2개 

클래스로 99.2%의 정확도로 분류하였고, 색상에 따

라 바나나의 숙성도를 4개 클래스로 98.6% 정확도로 

분류하였다. Li 외[11]는 사과를 3등급(Premium,

Middle, Poor)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6개의 합성곱층

(convolution layer)과 2개의 완전연결층(fully con-

nected layer)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신경망은 95.33%의 정확도를 보여 91.33%의 정

확도를 보인 Inception V3 모델을 이용한 방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rieu & Thinh[12]는 8개의 

합성곱층과 2개의 완전연결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사용하여 96.39%의 정확도로 용과(dragon fruit)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과일 선별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과일의 등급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

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상의 획득 방법에서부터 특징 추출 방법,

분류기 등의 성능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 위치가 등급 분류

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류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각적 특징과 물리적 특징을 

결합한 스택킹 앙상블(stacking ensemble)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의 되는 과일 영상 데이터세트에 대하

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과일의 형태, 색상, 질감 등

의 시각적 특징을 이용하여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과 과일의 크기, 무게와 같은 물리적 특

징을 이용하여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

을 설계하고, 이들을 스택킹 앙상블로 결합하는 방식

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5대의 카메라에서 촬

영한 영상들을 제안된 모델을 사용하여 사과, 배, 감

귤, 감 총 4종의 과일 영상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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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데이터세트

본 연구에서는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

요한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AI허브 공

개 사이트[13]에서 제공하는 농작물 품질 이미지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세트는 국내 농산물 중 

소비량이 많고 수입 의존도가 낮은 4종의 과일과 6종

의 채소 품목에 대하여 구축한 영상 데이터베이스이

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 4종(사과, 배, 감, 감귤)에 대

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ig. 1은 영상 획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피사체를 중앙에 두고 5대의 

카메라를 상단(top view), 정면 45도와 90도, 대각선 

방향 45도와 90도에 위치시키고 있다. 피사체를 중앙

의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90도 간격으로 회

전시켜가면서 영상을 촬영하여 20개 영상을 획득하

고, 피사체의 상하를 뒤집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20개

를 획득하므로, 1개의 피사체에 대하여 총 40개의 영

상이 수집된다. Fig. 2는 턴테이블이 고정된 상태에

서 5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과일들에 대한 샘플 

데이터이다. 과일의 등급은 ‘특(L)’, ‘상(M)’, ‘보통

(S)’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리적 특징

인 너비와 높이, 무게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사과는 부사(fuji)와 양광, 배는 신고와 추황, 감귤

은 온주밀감과 한라봉, 감은 반시, 부유, 대봉을 대상

으로 촬영하여 ‘특(L)’, ‘상(M)’, ‘보통(S)’의 품질 등

급별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여 제

공하고 있다. 과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습 

데이터는 86.5%, 테스트 데이터는 12.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과일 영상은 총 62,177개이고, 품종별

로 평균 6,909개로 각 등급별로 유사한 비율로 데이

터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과 중 양광 품종은 등

급별 영상 데이터에 다수의 오분류된 영상들이 존재

하고, 감귤 중 한라봉 품종은 카메라 위치를 나타내

는 Json 데이터에 오류가 존재하여 과일의 등급 분류

에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AI허

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4종의 과일 영상 중 양광과 

한라봉을 제외한 총 7개 품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image acquisition unit [13].

Fig. 2 Sample images of the fruit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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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적 특징과 물리적 특징을 결합한 모델  

제안

과일의 형태, 색상, 질감, 흠집 등의 시각적 특징과 

과일의 크기, 무게 등의 물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과

일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특징과 물리적 특징의 추출 및 분류에 적합한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고, 이들 모델의 분류 결과를 결합하여 

과일의 등급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스태킹 앙상블 

모델을 제시한다.

3.1 시각적 특징을 이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과일의 형태, 색상, 질감, 흠집 등의 특징을 추출하

기 위하여 CNN을 사용하였다. CNN은 영상을 식별

하는데 필요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러 색상 모델 중 RGB 컬러모

델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Fig. 3은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신경망 모델로 CNN의 전단부는 합성곱

층(convolution layer)과 맥스풀링층(MaxPooling

layer)으로 구성된 블록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구성

하고 후단부는 완전연결층(dense layer)으로 구성하

였다. Table 1은 사과(부사)를 상단에서 촬영한 영상

에 대하여 합성곱-맥스풀링 블록의 개수와 완전연결

층의 개수를 달리하여 측정한 등급 분류 성능을 나타

낸 것이다. 합성곱-맥스풀링 블럭 개수를 2개로 구성

한 경우보다 3개로 구성한 신경망 구조가 더 우수한 

등급 분류 성능을 나타냈으며, 4개로 확장하였을 경

우에는 성능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연결층은 

3개보다 2개로 구성한 것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제안된 CNN 모델의 구조는 Fig. 3과 같다. 컨벌루션 

필터의 개수는 순서대로 16, 32, 64이고, 커널은 모두 

3×3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드롭

아웃을 0.5로 설정하였다.

3.2 물리적 특징을 이용하는 퍼셉트론 신경망

물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하여 과일의 너비와 높이, 그리고 무게를 입력으로 

하는 Fig. 4에 제시된 퍼셉트론 신경망을 구성하였

다. 입력층과 출력층, 그리고 2개의 은닉층으로 구성

하였으며, 은닉층은 각각 8개와 4개의 노드를 갖는 

완전연결층으로 구성하였고, 활성화 함수는 ReLu를 

적용하였다. 과일의 무게를 측정하려면 비전 시스템 

외에 저울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회귀(linear regres-

sion) 모델을 이용하여 너비와 높이로부터 무게를 추

정하였다.

Fig. 3. Architecture of the CNN model.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with different CNN 

architectures.

Conv. Filters
Dense
Layer

Precision
(%)

Recall
(%)

(16, 32) (16, 3) 83.69 71.57

(32, 16, 3) 83.46 67.16

(16, 32, 64) (16, 3) 91.31 89.22

(32, 16, 3) 89.33 84.31

(16, 32, 64, 128) (16, 3) 83.46 67.16

(32, 16, 3) 67.30 66.67 Fig. 4. Architecture of the perceptr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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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태킹 앙상블 모델

여러 개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영상 분류의 정확도

를 개선하고자 할 때, 각 분류기의 특징을 결합하는 

방식과 분류된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퍼셉트론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를 단

순 결합하는 대신에 각 클래스별 출력 값을 특징으로 

스태킹 앙상블 방식을 적용하여 과일의 등급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Fig. 5는 제안하는 스태

킹 앙상블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각 신경망 

모델의 출력 값을 두 개층으로 구성된 완전연결층으

로 연결시켜 과일이 등급 분류를 수행한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시각적 특징을 이용한 분류 실험

과일 선별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 개의 카메라로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스템 구축에 소요

되는 비용은 물론 처리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따

라서 과일의 등급 분류에 적합한 카메라 위치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카

메라의 위치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피사

체를 중앙에 두고 5대의 카메라를 상단(top view),

정면 45도와 90도, 대각선 방향 45도와 90도에 배치

하고 있는데 사과, 배, 감귤, 감은 모두 구의 형태여서 

정면에서 촬영한 영상과 대각선 방향에서 촬영한 영

상은 과일의 회전 각도에 따른 차이이므로 대각선 

방향 45도와 90도 위치의 카메라는 각각 정면 45도와 

90도의 카메라와 동일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과일

을 촬영할 때 꼭지 부분이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두 가지 포즈(pose)가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과

일의 포즈와 무관하게 5대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

상을 상단 영상, 45도 영상, 90도 영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후 테스트 데이터

로 등급 분류를 수행하였다. 옵티마이저는 RMSprop

를 사용하였고, 학습율은 0.001, 에포크는 최대 50으

로 설정하였다.

등급 분류 성능에 대한 평가는 정밀도(precision)

와 재현율(recall)을 사용하였다. 정밀도는 특정 그룹

으로 분류한 것 중에서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이다.

식 (1)에서 TP(true positive)는 참 긍정, FP(false

positive)는 거짓 긍정을 의미한다. 재현율은 특정 그

룹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해당 그룹으로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2)로 표현된다.

여기서 FN(false negative)은 거짓 부정을 의미한다.

 


× (1)

  


× (2)

Table 2는 7개 품종에 대한 등급 분류 실험 결과로 

C1은 상단에서 촬영한 영상, C2는 45도, C3는 90도에

서 촬영한 영상을 의미한다.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해당 영상의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고 등급을 분류하

는 CNN이 과일의 품종에 따라 적게는 5%에서 크게

는 13%까지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 과일의 품종에 

무관하게 특정 카메라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등

급 분류에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대체로 과일의 형태

가 높이에 비해 너비가 긴 납작한 반시나 밀감은 상단

에서 촬영한 영상, 반대로 길쭉한 대봉은 정면 90도에

서 촬영한 영상이 등급 분류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4.2 물리적 특징을 이용한 분류 실험

과일의 크기와 무게는 과일의 등급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과일이 소비자

에게 선호되기 때문이다.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한데, 무게를 과일의 너비와 높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면 비전 시스템만으로 과일 선별기를 

제작할 수 있어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선형회귀에 의해 과일 무게를 추정하였다.

Fig. 5. Architecture of the stacking ensemb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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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과일 품종별 평균 무게(단위:g)와 표준편

차, 그리고 선형회귀를 이용하여 추정한 무게의 평균 

절대 오차(MAE, Mean Absolute Error)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과일 평균 무게 대비 3.44%～

5.17%의 오차를 보였다. Table 3에 제시된 과일별 

무게의 표준편차가 해당 과일의 평균 무게 대비 12.07

%～29.29%를 보이므로 선형회귀를 통해 추정한 무

게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는 오차로 간주할 수 있다.

Table 4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과일의 너비,

높이, 무게를 입력으로 하는 퍼셉트론으로 과일의 품

종별 등급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NN 모델과 

동일하게 옵티마이저는 RMSprop를 사용하였고, 학

습율은 0.001, 에포크는 최대 50으로 설정하였다. 사

과와 밀감은 물리적 특징만으로도 95%를 상회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감 품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밀

도와 재현율을 나타냈다. 특히 반시 품종은 정밀도와 

재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반시가 

다른 과일에 비하여 껍질에 흠집이 많아 크기가 크더

라도 흠집에 의해 등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스태킹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분류 실험

과일의 형태, 색상, 질감 등 시각적 특징을 기반으

로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하여 제안한 CNN 신

경망 모델과 과일의 크기와 무게로 표현되는 물리적 

특징을 이용하는 퍼셉트론 신경망 모델을 결합한 스

태킹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Table 5는 

스태킹 앙상블 모델의 분류 성능을 제시한 것이고,

Table 6은 시각적 특징을 이용한 CNN 모델의 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fruit grading by the proposed CNN.

Fruit Kind
Precision(%) Recall(%)

C1 C2 C3 C1 C2 C3

Apple Fuji 91.31 86.83 90.41 89.22 80.88 86.76

Pear
Singo 90.75 95.56 95.16 89.74 94.97 94.34

Chuhwang 100.0 98.20 97.60 100.0 98.20 97.50

Mandarine Onjumilgam 100.0 99.70 99.70 100.0 99.70 99.70

Persimmon

Bansi 100.0 99.51 98.28 100.0 99.50 98.27

Booyu 94.52 100.0 99.75 94.03 100.0 99.75

Daebong 80.69 91.19 93.38 80.13 90.57 93.08

Table 3. Fruit weights and their estimation error. 

Fruit Kind
Weight (gram) MAE

(gram)
Error
Ratio(%)Avg. Std.

Apple Fuji 293.54 85.56 15.18 5.17

Pear
Singo 614.76 100.76 23.47 3.82

Chuhwang 440 53.12 17.14 3.90

Mandarine Onjumilgam 99.69 18.07 3.96 3.97

Persimmon

Bansi 149.17 19.35 5.59 3.75

Booyu 241.88 30.1 8.32 3.44

Daebong 304.52 89.2 13.23 4.34

Table 4. Performance of fruit grading by the proposed 

perceptron.

Fruit Kind
Precision
(%)

Recall
(%)

Apple Fuji 96.49 96.08

Pear
Singo 89.90 89.90

Chuhwang 72.43 68.69

Mandarine Onjumilgam 95.34 97.44

Persimmon

Bansi 42.77 46.83

Booyu 86.96 78.57

Daebong 85.28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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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N)과 비교하여 스태킹 앙상블 모델의 성능(PSEN)

향상도를 식 (3)에 의해 계산한 결과이다. 앙상블 결

과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 특히 사과(후지)

는 정밀도가 9%～15%, 재현율이 12%～24% 향상되

었으며, 감(대봉)은 정밀도와 재현율이 각각 10%～

24%, 7%～25%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감 중 반시 품

종은 물리적 특징에 의한 정밀도와 재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앙상블하였을 때 오히려 성능저하가 발

생하였다.

  

 
× (3)

과일의 등급 분류를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품종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품종

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밀감과 

감에 대한 등급 분류를 수행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

다, 사과나 배는 국내 품종과 외국 품종이 같지 않고 

과일의 등급 분류 기준도 상이하여 과일의 등급 분류 

성능을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유사한 품

종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제안된 방식의 개략적인 성능을 가

늠해 볼 수 있다. Table 7은 사과에 대한 등급 분류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들과 제안한 방식을 비교하여 정

리한 것이다.

[8]은 사과를 4등급(특, 상, 미세한 결함, 심각한 

결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크기, 형태, 색상, 결함을 

나타내는 특징을 추출하여 가중 K-평균 클러스터링

을 통해 96.0%의 정확도를 얻었고, [9]는 색상, 텍스

처, 결함 정보를 추출한 후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사과를 3등급(1등급, 2등급, 불량)으로 분류하였다.

[11]은 6개의 합성곱 층과 2개의 완전연결 층으로 구

성된 CNN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CNN을 학습시키

기 위해 잡영, 대칭, 회전, 밝기 변화 등을 통한 데이

터 확장으로 36,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사과를 3등급(특, 보통, 불량)으로 분류하

였다. 3개의 합성곱 층과 2개의 완전연결 층 구조를 

갖는 제안된 CNN은 사과를 특, 상, 보통의 3개 등급

으로 분류하는데 84.9%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물

리적 특징을 추가한 스태킹 앙상블 모델을 통해 

99.9%의 정확도를 얻었다.

Table 5. Performance of fruit grading by the stacking ensemble model.

Fruit Kind
Precision(%) Recall(%)

C1 C2 C3 C1 C2 C3

Apple Fuji 99.50 100.0 100.0 99.50 100.0 100.0

Pear
Singo 91.80 98.80 97.30 89.10 98.70 97.20

Chuhwang 100.0 100.0 99.70 100.0 100.0 99.70

Mandarine Onjumilgam 100.0 99.70 99.40　 100.0 99.70　 99.40　

Persimmon

Bansi 100.0 95.70 91.20 100.0 95.30 89.40

Booyu 99.00 99.80 99.80 99.00 99.80 99.80

Daebo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6. Performance improvement by stacking ensemble model.

Fruit Kind
Precision(%) Recall(%)

C1 C2 C3 C1 C2 C3

Apple Fuji 8.97 15.17 10.61 11.52 23.64 15.26

Pear
Singo 1.16 3.39 2.25 -0.71 3.93 3.03

Chuhwang 0.00 1.83 2.15 0.00 1.83 2.26

Mandarine Onjumilgam 0.00 0.00 -0.30 0.00 0.00 -0.30

Persimmon

Bansi 0.00 -3.83 -7.20 0.00 -4.22 -9.03

Booyu 4.74 -0.20 0.05 5.29 -0.20 0.05

Daebong 23.93 9.66 7.09 24.80 10.41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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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과일은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물리적인 크기와 무

게뿐만 아니라 형태, 색상, 흠집 등 과일의 시각적 

특징에 의하여 품질 등급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과일 선별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징 공학에 기초한 과일의 등급 분

류 방식은 대상 과일에 맞추어 적합한 특징을 추출해

야 하나,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과일의 품종과 무

관하게 분류 대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의 

시각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CNN 모델과 물리적 특징으로 크기와 무게

를 이용하여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는 퍼셉트론을 제

안하였다. 이때 무게를 측정하는 추가적인 장비 없이 

비전 시스템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무게는 과일의 

너비와 높이 정보를 선형회귀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추정된 무게와 실제 무게와의 평균 오차는 3.4%

～5.2%였다.

상단, 45도, 90도에서 촬영한 과일 영상들을 CNN

모델로 등급 분류를 수행한 결과 촬영 위치에 따라 

분류 성능의 차이를 보였으며, 과일에 품종에 따라 

등급 분류에 적합한 카메라 위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과일의 형태가 높이에 비해 너비가 긴 납작한 

반시나 밀감은 상단에서, 반대로 길쭉한 대봉은 정면 

90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등급 분류에 효과적이었다.

과일의 시각적 특징과 물리적 특징을 결합한 스태킹 

앙상블 모델을 통해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크기나 무게보다는 색상, 형태, 흠집 등 

시각적 특징이 중요시되는 품종은 시각적 특징만을 

이용한 방식이 오히려 등급 분류에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I 허브 과일 영상들은 상품성이 

있는 과일을 잘 통제된 조명에서 촬영한 것으로, 향

후 연구에서는 실제 농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품질의 

과일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조명과 배경의 변화에 

강인한 전처리 방식과 과일별로 나타나는 흠집의 특

징을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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