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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콩 생육 이미지의 6개 콩 품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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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인식기술이 인간의 인식수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적인 활용

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작물의 품종은 고유의 유전적, 형태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재배과정에

서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CNN 등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콩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품종을 분류하고

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먼저 분류에 이용한 콩 품종은 대원, 진풍, 우람, 혜원, 풍산, 소연으로 하 으며 콩의 재배는 온실에서 포트재배를 하 으며 

재배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2-3일 간격으로 측면, 사면, 하방면에서 작물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촬 을 하 다. 
얻어진 품종별 작물 이미지를 대상으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품종 분류를 수행하 다.

[결과 및 고찰]
6개 품종 콩의 재배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초장을 측정한 결과 품종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인 생육곡선과 유사

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개화기 전후부터 초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위에서 찍은 이미지에서 엽면적을 측정한 경

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 다. 한편 머신러닝의 CNN을 구동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축소 등 전

처리를 하 고 파이썬 기반 텐서플로와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 으며 학습 이미지는 3003장, 검증 이미지

는 60장이었으며 분류항목수는 6개 품종으로 하 다. 분석을 위한 입력 이미지의 크기는 256이었으며 총 9개 층과 최종 풀 컨

넥디드 층을 거쳐 소프트맥스를 통해 분류를 하도록 하 다. 학습과정에서 비용함수를 줄이기 위한 최적화 함수(Optimizer)
에 따라 정확도와 비용함수 값이 상이하 으며 Adam, RMSprop, SGD에서 각각의 학습과정의 정확도는 0.98, 0.92, 0.49로 

나타났으며 비용함수도 이와 반대로 감소하여 Adam 최적화 함수를 사용하 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아 분류가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검증을 위한 시험 이미지를 대상으로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65, 58, 34%로 나타나 학습시의 정확도에 비해 

시험 이미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시험 결과로 보았을 때 생육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품종 분류의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품종을 대상으로 더 많은 경우의 재배 이미지의 자료를 확보하고 더 깊은 

레이어 구성을 통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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