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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를 이용한 대용량 작물 디지털영상 분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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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작물 생산을 위해 작물 디지털영상을 활용한 생육 분석 기술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작물의 표현형 분석에 있어서 디지털 영상은 형태적 특성뿐 아니라 분자생화학적 특성 등 다양한 생육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자로 여겨지는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영상으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객체의 정확한 분리 

기법 확립이 필수적이다.

 

[재료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작물 영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로써 다양한 객체 분리 방법 과정을 수행하였다. 콩을 대상으로 

개체별, 군락별 영상 처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알고리즘의 구현 및 적용에는 Python 기반 OpenCV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먼저 기존 보고된 작물 영상 인식 및 검출 알고리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적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본 기법은 

RGB color 기반의 ExGR segmentatio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확장하였다. ExGR 알고리즘은 색상을 기반으로 디지털 영상에

서 식물 객체를 인식 및 검출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부 광량에 따라 때로 제한적인 효과를 보인다. 이에 

HSV decision tree 기반의 Greenness identification 알고리즘과 R, G, B value ratio 파라미터를 반영한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본 기법은 다양한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객체 분리능을 보이며 대용량의 영상 파일을 자동으

로 처리한 후 검출 객체별 ID(Identification)을 각각 부여한다. 이를 사용해서 분석시마다 동일 개체 및 군락을 추적하여 작물 

생육 상태 정보를 정확히 진단 및 관리하고,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추후 과정을 보완해 나간다면 개체뿐 아니라 

군락에서의 정확한 작물 영상 인식을 통해 정확한 생육 정보를 얻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작물 생육 상태 진단 및 수량 등을 예측

하고, 나아가 작물 품질과 생산성 관리에 대한 영농관리 시스템 개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픽셀의 색상 정

보를 활용한 엽록소 및 엽질소 함량 산정은 외부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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