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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web-cam을 이용해, 후숙과일의 불량 여부를 판단, 분류하고 불량이 없는 후숙

과일의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숙성도 예측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실시간 다중 객체인식에 탁월한 yolo모델

을 활용해, 과일의 불량여부 판단 후 분류하고, 이미지를 획득한 뒤,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미지를 segmentation 한다. segmentation된 이미지에 grabcut 알고리즘의 foreground-extraction을 사용

해 배경 제거를 한 뒤, cluster의 중심색상값 색상값의 면적%, 전체 면적을 이용해 현재 숙성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과일의 후숙 시간 데이터와 비교, 숙성이 완료될 시간을 예측한다. 기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일의 분류작업의 인력 감소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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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성장하는 경제와 교통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진 현재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해외과일 소비량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후숙과일의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실제로 수입과일 8개 품목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 레드글로브, 레몬, 오렌지, 키위)은 

10개국 가운데 한국이 1위나 2위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과일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의 크기가 큰 것만 구매하려고 하는 

심리와 특정 품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도매인과 소매상

을 통한 유통구조로 인해 과일의 가격이 폭등한다고 한다. 

ICT를 적용해 원격·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재배를 하고 수출 하는 과정에서 숙성도 

예측을 추가한다면 과일의 출하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다.

딥러닝을 통한 객체 탐지 모델중 yolo(you only look once)가 

있다. yolo모델은 실시간 다중 객체인식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겹쳐진 사물의 구분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평면으로 펼쳐진 

과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였다.

II. Preliminaries

2.1 Related works

2.1.1 YOLOv3

YOLOv3는 객체감지에 특화된 darknet 기반의 모델이다. YOLO

는 one-stage 검출기를 이용해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YOLO는 

입력된 이미지의 변형을 막기위해 letter box image를 생성한 뒤 

bounding box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NMS(Non-maximal 

suppression 비-최대값 억제) 알고리즘을 이용해 선별한다. YOLOv3

는 기존 YOLO와는 다르게 batch nomalization layer를 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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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속도와 인식률을 상승시켰다. 상품성 분류를 위해 색 예측과 

모양을 위주로 삼았다[1].

2.1.2 grabcut

영상 분할의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수학적 형태학에 기반을 두진 

않지만, 워터쉐드 분할 알고리즘 사용과 유사하다. 이미지에서 전경 

추출할 때 사용이 된다. grabcut알고리즘을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Saliency의 좌표값을 이용해 자동으로 

객체를 추출하였다[2].

2.1.3 k-mean clustering

image segmentation은 컴퓨터 비전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분리하

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미지 처리 방법이다. 각 구집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각 픽셀은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되며, 같은 중심에 

할당된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생성한다. 생성된 군집으로 

색상값을 간추린다.

III. The Proposed Scheme

객체 탐지 모델과 이미지 분석을 통한 후숙과일 분류와 숙성도 

예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Fig. 1. 딥러닝기반 YOLO를 활용한 후숙과일 분류 및 숙성 예측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은 web-cam을 통해 읽어온 영상에서 객체를 검출해 

미리 학습된 YOLO모델을 통과하여 상품성 분류 진행한뒤 상품성분

류를 통과한 과일에만 이미지 처리를 시작한다.

k - mean clustering을 통해 image segmentation을 진행한다. 

군집 (K)의 개수는 5 ~ 10 개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k=5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

Fig. 2. 망고의 색상별 특징 추출 및 군집화 결과

image segmentation 을 진행한뒤 배경의 유무도 학습의 진행에 

많은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grabcut foreground extraction을 

이용해 배경을 제거한뒤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Fig. 2.

Fig. 3. 후숙과일(망고) 숙성 예측 함수

Fig. 3.은 평균 색상값에 맞추어 숙성 날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숙성도 예측을 진행하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다중 객체인식을 진행한 뒤 영상을 이미지로 

추출하여, 이미지 처리를 통해값 추출을 통해 데이터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다루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수작업으로이루어지고 있는 

과일의 분류에 대한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숙성도 예측을 통한 폐기되

는 과일의 수를 줄여 금전적인 이득과 소비자는 과일의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고따로 후숙시켜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줄어듬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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