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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과 ICT융합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은 우리나라에서 타 산업보다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추진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농
업 분야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여 단계별 효율성 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예작물인 딸기의 스마트팜 구성을 위해 수확기에 수확이 가능한 딸기를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영상 처리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딸기 재배 과정에서 딸기 수확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딸기 수확기에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
고 있다.
그 선행 연구로서 빛의 조사 방향 및 밝기 값에 따라 색 온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파이썬을 이용한 
OpenCV 색상 검출을 통해 구현 해 볼 계획이다. 향후에는 색 온도 변화에 보상 값을 적용하여 수확
에 적합한 딸기색상 값을 찾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ABSTRACT

Smart Farm, which combines agriculture and ICT convergence technology, is at a lower stage than 
other industries in Korea, but it is also one of the most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s. Smart 
Farm ai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ach step by collecting, processing and analyzing various 
information of agriculture sector through convergence between agriculture and ICT technology.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image processing method that can distinguish strawberry which can be 
harvested at harvest time by color for smart farm composition of strawberry which is a horticultural crop. 
Strawberry harvesting requires a lot of labor in the process of growing strawberries. In this study, we aim 
to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for labor saving in strawberry harvester.

As a precedent study, we plan to implement a form in which the color temperature changes according 
to the light direction and brightness value through OpenCV color detection using Python. In the future, it 
is planned to study strawberry color value suitable for harvest by applying compensation value to color 
temperature change.

키워드 

스마트팜 ICT 파이썬 딸기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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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8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의 경우 44.7%로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231만 5천명으
로 작년 대비 10만 7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령에 
따른 농업포기 및 전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팜 농법이 
개발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농업과 ICT융합 기술이 접목된 스마
트팜은 타 산업보다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
지만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추진되는 분야이기
도 하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기술 간의 융합
을 통해 농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의 가치
사슬 전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여 
단계별 효율성 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2]
이 연구에서는 원예작물인 딸기의 스마트팜 구성
을 위해 수확기에 수확이 가능한 딸기를 색상으
로 구분할 수 있는 영상 처리 방법에 대해 연구
를 진행 하였다. 딸기 재배에 있어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딸기 수확이므로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같은 색상이라도 색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로봇을 이용하여 딸기
를 수확 할 경우 색상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 
빛의 조사 방향 및 빛의 양에 따라 색 온도가 변
화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색 온도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이를 파이썬을 이용한 
OpenCV 색상 검출을 통해 딸기 색상을 원 색상
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딸기를 수확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딸기를 수확하
는데 있어 노동력 절감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Ⅱ. 실험환경의 조성

실험환경 조성을 위해 딸기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색 온도 조절을 위한 조명 또는 흑채를 
준비한다. 그리고 영상처리가 가능하도록 파이썬
과 OpenCV가 설치된 PC를 준비하여 실험 환경을 
조성한다. PC는 원활한 영상 처리 및 향후 진행
될 딸기 보상 정보 처리를 위해 Cuda 기능이 포
함된 Gforce GTX1060을 설치한다. 그림 1과 같이 
실험 준비가 완료되면 조명의 밝기 또는 흑채의 
온도 조절을 통해 딸기의 색온도 값을 변화 시킨
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딸기의 변화된 색온도 영
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PC로 옮겨 영상 처리 
준비를 마친다.

색온도 변화 값이 포함된 딸기의 색상정보는 
파이썬 OpenCV를 통해 원 색상과 색온도 값이 
변화 차이에 따라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실제 
이 과정을 통해 딸기의 생산 활동에 정보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OpenCV에서 처리된 색상 정
보 값의 정확도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실험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과정

Ⅲ. 실험 기반 정보

색온도는 K(켈빈)이라는 절대온도를 사용한다. 
그림 2와 같이 색 온도가 낮아지면 붉은색 계통
의 광원이 늘어나 이미지가 붉게 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색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계통의 광원
이 늘어나 이미지가 푸르게 변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원 색상 값도 변하게 된다.[3]

그림 2 색온도에 따른 색상 변화 

이러한 색의 특성 변화에 대한 보상 정보가 반영
이 되어야 딸기 수확의 정확성이 향상 될 수 있
기 때문에 실제 색 온도 변화에 따라 딸기의 색
상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험 절차에 따라 
측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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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요소

아래 표1는 색 온도에 따른 색상 변화를 구하기위
한 표이다. 
조명을 이용하여 낮은 색온도와 높은 색온도에서
의 영상정보로부터 딸기의 색상 변화 값을 구하고 
원래의 색상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조명 

또는 

흑채

딸기 

색상 

변화

원래의 

색상 값
색상 차이 값

낮은 

색온도

측정 

데이

터a

기준 

데이터 A
기준 데이터 A 
- 측정 데이터a

높은 

색온도

측정 

데이

터b

기준 

데이터 B
기준 데이터 B 
- 측정 데이터b

표 1 색 온도 변화에 따른 딸기의 색상 변화 값

낮은 색온도와 높은 색온도의 차이에 따른 색상 
값의 변화가 딸기 수확을 결정짓는데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대해 기준 값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된다.
상기 측정 예정인 데이터를 통하여 딸기의 원색
에 가까운 정보를 얻고 향후 이를 보상시스템에 
적용하여 정확한 딸기 구별을 하기위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Ⅴ. 결  론

이 실험은 딸기의 색상을 통해 수확기의 딸기 
수확을 결정짓는 파라미터의 한 요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빛의 연
색성과 데이터 보상 후의 원색상과의 비교 값 등
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딸기 수확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 실험을 통해 딸기의 원 색상이 색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의 형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실험을 바탕으로 딸기의 수확에 있
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 활동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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