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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mercial value of strawberries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ir shape, size 
and color. Among them, size determined by weight is one of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the quality grade of strawberries. In this study, image technology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weight of strawberries using the shape characteristics of strawberry cultivars. For real-
time weight measurements of strawberries in transport, an image measurement system 
was developed for weight prediction with a charge coupled device (CCD) color camera 
and a conveyor belt. A strawberry weight prediction algorithm was developed for three 
cultivars, Maehyang, Sulhyang, and Ssanta, using the number of pixels in the pulp portion 
that measured the strawberry weight. The discrimination accuracy (R2) of the weight 
prediction models of the Maeyang, Sulhyang and Santa cultivars was 0.9531, 0.951 and 
0.9432, respectively. The discriminative accuracy (R2) and measurement error (RMSE) of the 
integrated weight prediction model of the three cultivars were 0.958 and 1.454 g,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2D imaging technology considering the shape characteristics of 
strawberries has the potential to predict the weight of strawb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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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는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과일 중 하나로서, 안토시아닌과 같은 페놀성 화합
물, 비타민 C 및 β-카로틴이 매우 풍부한 생체활성 화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Oszmiański and Wojdyło, 2009). 이러
한 페놀화합물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의 과잉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Podsedek, 2007; Ariza et al., 2016). 딸기는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하
여 가공으로 인한 영양 손실이 없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이다(Cordenunsi et al., 2005; Velde et al., 2013). 또한 신
선하고 고품질 딸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딸기의 품질 선별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딸기의 품질은 선별 전문가가 육안으로 외관을 평가하고, 전자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여 크기별로 선별하
고 있다. 육안 선별은 작업자에 따라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선별 작업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투
입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영상 기술과 분광 기
술 등 비파괴적인 측정 방법들이 농산품의 품질 선별에 적용되고 있다(Menguito, 2000; Podsedek, 2007; Mo et al., 

2017; Hong et al., 2018; Ning et al., 2018; Joshi et al., 2019; Seo et al., 2019).

농산물의 크기는 부피나 중량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중량 측정은 작업자가 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전자 저울이 

이용되고 있으며, 자동 선별 장치에는 추나 로드셀 등이 이용되고 있다(Lim et al., 2015). 로드셀은 무게를 받으면 

압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변형이 되고 이 변형량을 변형측정장치가 전기 신호로 검출한 뒤 컴퓨터 장치에 의해 디
지털 신호로 바꾸면 무게가 숫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로드셀의 중량 측정 정확도는 우수한 편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자동 선별 시스템에서 중량 측정부라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영상 기술을 이용하는 머신 비전 기술은 농작물 상태나 농산물의 외관 등 품질 등급 측정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Kang et al., 2018; Lee et al., 2018; Sarkar et al., 2018). 비파괴적으로 무게, 크기, 당도, 모양 등과 같은 

특성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Ahmed et al., 2019; Lee et al., 2019). 딸
기의 품질 역시 색상이나 형상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머신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또
한 영상처리를 이용한 농산물의 중량에 관한 연구는 망고의 2차원 영상 처리를 이용한 중량 예측에 관한 연구와 

감귤의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하고 실제 중량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Brosnan and Sun, 2002; 

Teoh and Syaifudin, 2007; Liming and Yanchao, 2010).

하나의 영상 시스템으로 외관 품질 뿐만 아니라 중량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딸기 품질 판별 시스템의 비용 절
감 및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색상 형상 등 외관 품질과 크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머신비
전을 이용한 딸기의 중량 예측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머신비전을 이용한 딸기의 종합 품질 

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해 딸기 품종별 표면형상 특성을 이용하여 중량을 측정하는 영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딸기 형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 품종의 딸기에 대해 개별 중량 예측 영상 알고리즘과 통합 중량 

예측 영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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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공시재료

공시 재료로 2018년에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생산된 설향 품종, 매향 품종, 싼타 품종의 딸기가 사용되었다. 이 3

가지 품종은 외국으로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딸기 품종으로 다른 형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Fig. 1). 딸기 시료는 

Fig. 1과 같은 형상을 가지는 시료를 정상 형상 시료로 하여 비정상 형상 시료를 제외하였으며, 수확시기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2월부터 3월사이에 매향, 설향, 싼타 품종의 딸기 시료를 각각 240, 240, 240개씩 총 720개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딸기는 5℃의 냉장 상태에 보관되었고, 실험전에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실내온도 10℃, 상대습도 

60%의 환경에서 딸기의 영상 측정을 수행하였다. 딸기의 무게는 전자 저울(GX-61000, A&D Company Ltd., Tokyo, 

Japan)로 영상 획득 전에 측정하였다.

Fig. 1. Strawberry picture of three cultivars. 

영상측정시스템 및 영상 획득

Fig. 2와 같이 딸기의 중량 예측을 위한 영상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CCD (charge coupled device) 

칼라 카메라와 조명, 이송 컨베이어 벨트, 이송접시,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CCD 색상 카메라(STC-530, 

Sensor Technologies America Inc., Carrollton, Texas, USA)는 가변초점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해상도와 프레임 수는 

각각 510 × 492와 15이다. 딸기 영상을 획득시 딸기 시료의 아웃라인에 그림자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으로 60 W의 크립톤 전구를 카메라를 중심으로 4 방향에 등간격으로 4개를 위치시켰다(Fig. 2). CCD 색상 카
메라에 프레임-그래버 카드와 영상출력장치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저장하도록 하였다. 딸기를 

이송하는 이송컨베이어는 CCD 카메라 하부에 설치되었다. 딸기 과육의 표면 면적이 가장 크게 측정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송접시 위에 시료를 안착시킨 후, 딸기 시료를 37.3 cm·s-1 속도의 컨베이어로 이
송시키면서 딸기의 2차원 표면 영상을 측정하였다. 딸기 시료들의 앞면과 뒷면의 영상을 획득하였다(Fig. 3). 딸기
가 37.3 cm·s-1의 속도로 이송될 때 딸기 영상의 블러링(blurring) 현상이 없도록 초당 15프레임의 카메라를 사용하
였다. 이 때, 딸기의 이송속도는 다른 과일 비파괴선별기의 처리속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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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awberry image acquired by charge coupled device (CCD) color camera.

Fig. 2. Image acquisition system using charge coupled device (CCD) color camera (a) schematic diagram and (b)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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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chart of weight prediction process us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영상 처리 및 데이터 분석

CCD 칼라 카메라로 획득한 딸기 영상을 이용하여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량 예측 영상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Fig. 4는 딸기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을 위한 영상처리 및 분석에 대한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딸기는 과
육부분과 꼭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꼭지부분은 중량부분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딸기 영상에서 

꼭지 부분을 제거한 과육부분만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딸기의 형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세 

품종의 딸기에 대해 중량예측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2차원 딸기 영상의 과육 영역과 실제 딸기의 중량 사이의 관
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선형 회귀 분석법이 사용되었다. 2차원 딸기 영상의 과육 부분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딸기 이진화 영상의 과육영역에서 추출한 픽셀값들을 이용하였다. 이 이진화 영상에서 계산된 딸기 과육의 픽셀 

수를 설명변수(X, explanatory variable), 실제 딸기 중량을 반응변수(Y, response variable)로 설정하여 예측 모델식을 

개발하였다. 매향품종, 설향품종, 싼타품종을 위한 각각의 중량예측 모델과 세 품종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중량예측 모델를 개발하였다. 영상처리는 Matlab (Version 9.8.0, Mathworks, Natick, MA,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Medcalc 프로그램(MedCalc, Seoul, Korea)을 이용하였다. 중량예측모델의 성능은 결정
계수(R²)와 측정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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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ight distribution for three cultivars of strawberries.

딸기의 중량예측모델 개발을 위하여 매향품종, 설향품종, 싼타품종 모두 각각 240개씩, 통합모델은 720개 시료
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개별 품종별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각각 160개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개발한 품종
별 예측모델 검증하기 위해 동일품종 80개 시료에 대한 영상을 이용하였다. 또한 통합중량모델 개발을 위해 480개 

시료의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개발한 통합모델 검증을 위해 240개 시료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s

딸기 품종별 형상 특성 및 중량 분포

본 연구에 사용된 딸기의 품종은 매향, 설향, 싼타 품종으로서 Fig. 1과 같이 서로 다른 형상 특성을 보였다. 매향 

품종의 딸기는 원추형상으로서 세로방향 길이가 가로방향 길이보다 큰 특징을 가지며, 설향 품종의 딸기는 정면 

형상이 끝이 뭉뚝한 삼각형 형상이고, 측면 형상이 삼각형 형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싼타 품종의 딸기는 정면 

형상이 사다리꼴이고, 측면 형상이 삼각형 형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5는 각 품종별 중량분포를 보여주며, 딸
기 중량은 매향 품종의 경우 8.0 g에서 31 g, 설향 품종의 경우 10.24 g에서 36.47 g, 싼타 품종의 경우 8.39 g에서 45.8 

g사이에 분포하였다. 매향 품종은 중량이 8 g에서 31 g사이로 세 품종 중 중량이 가장 작았다. 매향 품종의 중량은 

8 - 25 g, 설향 품종의 중량은 15 - 30 g, 싼타 품종의 중량은 10 - 35 g에 주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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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age processing algorithm for strawberry weight prediction. (a) Strawberry image acquired by charge 
coupled device (CCD) camera, (b) region of interest image, (c) image removed background, (d) image removed stalk, 
and (e) binary image.

딸기 과육 추출 알고리즘 개발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 중인 딸기에서 CCD 칼라 카메라로 획득한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딸기의 과육 영역만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딸기는 과육 부분과 꼭지 부분의 비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딸기의 과육에
서의 단위 픽셀과 꼭지에서의 단위 픽셀이 의미하게 될 딸기의 중량은 서로 큰 차이를 갖는다. 또한 딸기는 중량의 

대부분을 과육이 차지하기 때문에 딸기의 꼭지를 제거한 과육을 이용하여 중량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 처
리 과정에서 딸기의 과육을 제외한 꼭지 및 배경을 제거하였다.

딸기 중량 예측을 위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의 과정은 Fig. 6과 같다. 개발한 시스템에서 이송 중인 딸기의 영상을 

측정하고(Fig. 6a) 측정된 영상에서 딸기 이송 접시와 딸기만 보이도록 관심영역을 추출한다(Fig. 6b). 추출된 관심
영역 영상에서 딸기의 영상만을 획득하기 위하여 배경인 이송접시 영역을 제거한다(Fig. 6c). 이 때 배경 제거 문턱
값은 0.055로 하였다. 배경을 제거한 영상에서 먼지나 씨에 의해 과육 내부에 생기는 작은 구멍 등을 제거하기 위
하여 중간값 필터를 적용하였다. 중간값 필터를 적용한 영상에서 딸기의 과육 부분과 꼭지 부분 중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은 꼭지 부분을 제거하였으며 이 때 문턱값을 0.031로 하였다(Fig. 6d). 꼭지가 제거된 딸기 과육의 

이진화 영상을 획득하였고, 이 영상에 에지 검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중간값 필터를 적용하였다(Fig. 6e). 최종적으
로 추출된 과육 이진화 영상에서 픽셀수를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향 품종 240개, 설향 품종 240개, 싼
타 품종 240개에 대한 앞면과 뒷면의 영상을 이용하여 총 1,44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딸기 중량 예측 영상 판별 모델 개발

딸기의 과육 추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출한 딸기 과육 영역의 픽셀수를 이용하여 딸기의 중량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딸기는 품종에 따라 형상이 다르므로 2차원 영상에서 계산되는 픽셀수가 중량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형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품종별(매향, 설향, 싼타)로 중량예측 모델과 3개 품종의 통합 중
량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Table 1). 또한 딸기 단면의 영상과 양면 영상을 이용하여 각각에 대해 중량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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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weight prediction model for strawberry of three cultivars. 
WP model Calibration Validation

Cultivar Measurement surface n R2 RMSE n R2 RMSE
Maehyang Front side 160 0.9248 1.415 80 0.9474 1.220

Back side 160 0.9246 1.435 80 0.9421 1.225

Both side 320 0.9356 1.313 160 0.9531 1.129

Sulhyang Front side 160 0.8692 3.852 80 0.9446 1.769

Back side 160 0.8617 3.900 80 0.9437 1.590

Both side 320 0.8840 3.858 160 0.9510 1.674

Ssanta Front side 160 0.9127 2.338 80 0.9395 1.685

Back side 160 0.8986 2.548 80 0.9332 1.805

Both side 320 0.9168 2.230 160 0.9432 1.641

Total Front side 480 0.9260 1.914 240 0.9548 1.529

Back side 480 0.9185 2.008 240 0.9502 1.560

Both side 960 0.9321 1.833 480 0.9580 1.454
WP, weight prediction; n, number of samples;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매향 품종 딸기의 중량 예측 모델 개발

매향 품종 160개의 딸기 시료에 대한 영상을 이용하여 단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모델과 양면 영상이용 중량예측
모델을 각각 개발하였다. 딸기의 앞면 영상과 뒷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판별정확도(R2)는 각
각 0.9248, 0.9246로 나타났다. Fig. 7a에 보여준 것과 같이, 딸기의 양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판
별정확도(R2)는 0.9356로 나타났으며, 예측모델의 판별식은 식(1)와 같이 나타났다.

매향 품종 중량예측 모델: Υ = 0.001122Χ - 6.7940            (1)

개발한 중량예측 알고리즘을 각각 미지의 시료로 검증하였다. 딸기 앞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 알고리즘과 뒤면 

영상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R2)가 각각 0.9474, 0.9421로 나타났으며, RMSE가 각각 1.220, 1.225 g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ig. 7b와 Table 1에서 양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와 RMSE는 각각 0.9531, 

1.129 g으로 나타났으며, 딸기의 한 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미지의 시료
에 대해 검증한 결과, 검량식보다 판별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향 품종 딸기의 중량 예측 모델 개발

설향 품종 160개의 딸기 영상을 이용하여 중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매향 품종의 딸기와 마찬가지로 딸기의 

한쪽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모델과 양쪽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모델을 각각 개발하였다. 딸기의 앞면 영상
과 뒷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결정계수(R2)는 각각 0.8692, 0.8617로 나타났다. 또한 딸기 양면 

영상으로 개발한 중량예측모델는 0.8840의 판별정확도(R2)를 가졌으며, 이 예측모델의 판별식은 식(2)와 같다. 매
향품종의 중량예측모델보다 낮은 판별성능을 보였다.

설향 품종 중량예측 모델 : Υ = 0.001149Χ - 6.69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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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eight measurement model based on 2D image both side of strawberry for Maehyang cultivar strawberry-
(a) calibration model and (b) validation model. n, number of samples;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개발한 3가지 종류의 중량예측 알고리즘을 각각 미지의 시료 검증한 결과, 딸기 앞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 알고
리즘과 뒤면 영상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R2)는 모두 0.9446, 0.9437를, 판별오차(RMSE)가 각각 1.769, 

1.590 g으로 나타났다. Fig. 8b와 Table 1에서 양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와 RMSE가 각각 

0.951, 1.674 g으로 나타났으며 딸기의 한 쪽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매향 

품종의 중량예측모델보다 판별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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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ight measurement model based on 2D image both side of strawberry for Sulhyang cultivar strawberry-
(a) calibration model and (b) validation model. n, number of samples;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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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 품종 딸기의 중량 예측 모델 개발

싼타 품종도 160개의 딸기 영상을 이용하여 중량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두 품종의 딸기와 마찬가지로 한쪽면 

영상과 양쪽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딸기의 앞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판별정확도(R2)가 0.9127였으며, 딸기의 뒷면 영상을 이용한 모델의 판별정확도(R2)는 0.8986였다. 그리고 딸기의 

양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판별정확도는 0.9168로 나타났으며, 판별식은 식(3)과 같다.

싼타 품종 중량예측 모델 : Υ = 0.001058Χ - 4.6079           (3)

개발한 3가지 중량예측 알고리즘을 각각 미지의 시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로 딸기 앞면 영상 이용
한 중량예측 알고리즘과 뒤면 영상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가 각각 0.9395, 0.9332를 보였으며, RMSE가 

각각 1.685, 1.805 g였다. Fig. 9b 및 Table 1과 같이 양면 영상 이용한 중량판별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와 RMSE가 

각각 0.9432, 1.641 g으로 나타났으며, 딸기의 한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판별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매향 품종과 설향 품종의 중량예측모델보다 판별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 품종 통합 딸기의 중량 예측 모델 개발

세 품종의 480개의 딸기 영상을 이용하여 중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딸기의 한쪽면 영상과 양쪽면 영상을 이
용한 중량예측모델을 각각 개발하였다. 딸기의 앞면 영상과 뒷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판별정
확도(R2)는 각각 0.9260, 0.9185로 나타났다. 딸기의 양면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한 중량예측모델의 판별정확도는 

0.9321로 나타났으며, 판별식은 식(4)과 같다.

세 품종 통합 중량예측 모델: Υ = 0.001114Χ - 6.1969            (4)

개발한 3가지 중량예측 알고리즘을 각각 미지의 시료로 예측한 결과, 앞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 알고리즘과 뒤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판별정확도가 각각 0.9548, 0.9502로 나타났으며 판별오차(RMSE)가 각각 1.529, 

1.560 g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면 영상 이용 중량예측 알고리즘의 성능은 0.958의 판별정확도와 1.454 g의 RMSE

로 나타났으며, 한면 영상을 이용한 중량예측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Fig. 10b; Table 1).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망고의 중량 예측 연구결과 결정계수(R2)가 0.954로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다(Teoh and 

Syaifudin, 2007). 따라서 딸기의 중량예측 정확도는 다른 과일들의 중량 예측 정확도와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내었
다.

세 가지 품종 중 중량예측 모델의 판별정확도는 매향 품종, 설향 품종, 싼타 품종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중량범
위가 작고 좁은 경우에 판별오차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딸기의 중량이 클 때 오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개별품종과 다르게 세 품종의 딸기를 통합하여 개발한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가장 예측 정확도
가 높은 품종인 매향 품종의 중량예측 모델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으며 설향품종과 싼타품종의 예측모델보다 성
능이 개선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딸기의 중량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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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eight measurement model based on 2D image both side of strawberry for Ssanta cultivar strawberry-
(a) calibration model and (b) validation model. n, number of samples;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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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grated model to predict weight of three cultivars strawberry based on 2D image both side of strawberry 
-(a) calibration model and (b) validation model. n, number of samples;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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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딸기의 품종에 따른 형상 특성을 이용하여 딸기의 중량을 예측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하였다. 

CCD 칼라 카메라와 이송컨베이어 벨트가 구비된 딸기 중량예측 영상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송중인 딸기의 영상을 측정하였다. 딸기 영상에서 과육 부분의 픽셀수로 예측한 딸기의 크기와 실측한 딸기 중
량을 이용하여 설향, 매향, 싼타 세 가지 품종의 중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영상처리 기술 및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딸기의 중량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형상 특성이 다른 딸기의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중량예측모델을 개발한 결과, 매향 품종, 설향 품종, 싼타 품종
의 중량 판별 정확도(R2) 가 각각 0.9531, 0.951, 0.9432였으며, 그리고 세 품종의 통합 예측 모델의 판별정확도와 판
별오차(RMSE)는 각각 0.958, 1.454 g 이였다. 이 결과들은 딸기의 형상 특성을 반영한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딸기
의 중량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딸기의 영상을 분석하여 

중량을 예측하므로 추후 개발될 딸기 선별 기계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벨트식 저울
을 제외시킬 수 있어 시스템이 간소화되고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또한 현장에서 범용적으
로 적용하기 위해 다른 딸기 품종들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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