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공학/콘텐츠 디자인/콘텐츠 응용 457

Ⅰ. 서론

  최근 과일 선별 장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화 하고 

있다. 과일의 외부 품질은 외형 크기, 무게, 과일의 색깔, 

흠집 등을 가시광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 기술로 판단할 

수 있지만, 과일의 내부 품질인 당도, 산도, 수분 등은 근

적외선 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 하다. 본 연구에

서는 비파괴 기술인 근적외선을 이용한 분광분석 기술과 

PLS 통계 처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과일의 당도 및 산

도 측정 기법 및 실험 결과를 제안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 내부의 당도 및 산도 측정을 위하여 근적외선 파장 

대역 광원을 활용한다. 이러한 근 적외선을 이용한 분광 

분석 기술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증

가 및 내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1). 

Ⅱ. 스마트 과일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 및 
근적외선 분광 분석 기법 

 

1. 시스템 구성도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는 그림 1.과 같은 

하드웨어 장치로 구성 되어 있고, 근적외선 분광 분석 기

술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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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의 하드웨어 구성도

  ▶▶ 그림 2. 스마트 과일 품질 선별 플랫폼 구조   

         소프트웨어 구성도

 

Ⅲ. 실험 및 평가 

1. 실험 및 성능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과일의 당도 및 산도 측정을 실험 하였

다. 당도 및 산도 측정을 위하여 초기 50개의 배와 사과

로 8회 반복하여 기본 데이터 생성한 후, 200개의 배와 

사과로 동일하게 8회 반복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정

확도를 상향(배 200개 5회 반복, 사과 200개 2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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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배 및 사과의 시제픔 당도계 및 산도계는 일본 

ATAGO 당도계, 산도계를 이용하여 착즙하여 당도 및 산

도 측정하였다. 이러한 시료 데이터를 근거로 측정하고

자 하는 과일의 당도 및 산도 측정은 두 개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정확도 표현한 후 실제 당도 및 산도

를 측정 하였다.  

  그림 4.는 배 당도 측정 실험 결과이고, 그림 5.는 사

과 산도 측정 실험 결과이다. 

▶▶ 그림 4. 배 당도 측정 결과

▶▶ 그림 5. 사과 산도 측정 결과

2. 평가  

  당도 측정 결과 오류율 4.10%, 측정속도 0.3초로 기술

적 성능지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 산도 측정 결과 

오류율 5.55%, 측정속도 0.3초로 기술적 성능지표에 만

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도와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만

족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산도와 같은 경우 너무 작을 수

치를 측정하다보니 성능지표의 범위를 넘어가는 결과값

이 나오는 경우가 다소 존재하였고, 산도와 같은 경우 증

류수에 착즙한 원액을 섞어서 측정하다보니 성능지표를 

벗어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 기술인 근적외선을 이용한 분광

분석 기술과 PLS 통계 처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과일

의 당도 및 산도 측정 기법 및 실험 결과를  제안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 내부의 당도 및 산도 측정을 위하여 

근적외선 파장 대역 광원을 활용한다. 이러한 근 적외선

을 이용한 분광 분석 기술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증가 및 내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

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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