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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과일 농가에서는 과일 생산 인구의 고령화 및 노

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일의 품질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자동 기계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비 파괴 기술인 근적외선을 이용한 

분광분석 기술과 가시광선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

한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

폼은 과일 품질을 결정하는 내부 주요 성분인 당도, 산

도, 수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광 분석기와 

과일의 외부 크기(부피), 색깔, 무게, 흠집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품질 측정기로 구성된다. 

  본 플랫폼 구조에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과일 색

깔 부피, 무게, 표면의 흠집을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고, 과일 내부의 당도 및 산도, 수분 측

정은  근적외선 파장 대역 광원을 이용한 분광 분석 통

계 처리 기술[3][4]을 활용한다. 이러한 과일 자동화 시스

템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증가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1). 

Ⅱ. 스마트 과일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 설계 

2.1  시스템 구성도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는 비파괴 과일 품

질 스마트 측정기, 품질 정보 가시화 서비스, 자동 부류

기, 통합시스템 서버, 빅 데이터 분석기 등으로 구성된

1) 본 논문(연구)은 미래창조부에서 지원하는 2016년기술이
전사업화 사업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다.  그림 1.은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 시스

템 구성도 이다.

▶▶ 그림 1.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의 소프

트웨어 구성도 이고, 그림 3.은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의 하드웨어 구조 이다.

▶▶ 그림 2.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   

         소프트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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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를 제안한다.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는 과일 내부 품질을 결정하

는 주요 성분인 당도, 산도, 수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광 분석기와 과일의 외부 크기(부피), 색깔, 무게, 흠집 등

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품질 측정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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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의 

하드웨어 구성도

2.2 스마트 과일 품질 측정 흐름도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에서 실제 배를 중심으

로 배 품질 측정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 그림 4. 스마트 과일 품질 측정 흐름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에

서 실제 배를 대상으로 과일의 품질을 측정하는 과정은 

위 그림과 같다. 배 과일의 품질 측정을 위하여 과일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한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자동 기계장치에 배 과일을 탑재

한 후, 분광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내부 당도 및 산도, 수

분을 측정하고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배의 외관 품

질을 측정한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 파괴 기술인 근적외선을 이용한 분

광분석 기술과 가시광선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은 과

일 품질을 결정하는 내부 주요 성분인 당도, 산도, 수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광 분석기와 과일의 

외부 크기(부피), 색깔, 무게, 흠집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품질 측정기로 구성된다. 향후 연구는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을 품질정보 가시화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모듈과 연계하여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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