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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develop the algorithm for recognizing 
fruits acquired from apple tree images with digital camera in sunlight. As the 

result of L*a*b* color transformation for reducing the effect of sunlight, a* and 
b* color index were effective to extract apple pixels in tree images and linear 
discrimination functions with color index a* b* were developed. To recognize 

fruits from apple pixels, those were classified into 4 patterns according to 
clustering condition and morphologically filtered. Test results showed that 
apple fruits unoccluded were exactly recognized, whereas apple fruits occluded 

with leaves and trunk were miscounted 2 apples on average. 

Additional key words: L*a*b* color coordinate, image processing, appl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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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Images of apple trees obtained by digital camera.

서    언

재 농업에서의 상처리 분야는 농산물 선

별이나 품질 검사와 같이 반복 인 작업이 요구

되는 분야에 용되어 왔으며 객 이고 고속 

측정이 가능하므로 차 응용 역이 확 되고 

있다. 하지만 조명 설정에 민감하므로 주로 제

한된 공간내에서 일정한 인공조명하에서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양과 같은 자연 에서

는 수확용 로 의 시각부(近藤와 遠藤, 1989)와 

같은 포장용 작업기계 개발에 용한 사례를 제

외하고는 이에 한 응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사과나무에 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작업

은 재까지 사람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이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

으로 이를 쉽게 획득하기 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자산업의 발달로 디지털 카메라 

보 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포장

에서 획득한 상을 출력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카

메라를 사용하여 자연 하에서 촬 한 사과나

무 상에서 사과를 인식하기 한 목 으로 수

행되었으며 궁극 으로는 사과나무의 수체 해

석을 통한 시비, 재식양식 등 정재배 모델을 

개발하기 한 일환으로 색 변환  형태학  

필터를 사용하여 사과를 인식하기 한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사과나무 상은 충남 당진의 과수원에서 재

배 인 수확기의 사과나무를 상으로 획득하

다. 상 획득에는 디지털카메라(EOS.DCS1, 

Kodak)를 사용하 으며 1,000×1,500의 해상

도와 24 비트 컬러로 상을 획득하 다. 상 

분석에는 상 분석 소 트웨어(Image-Pro, 

Ver 3.0)를 사용하 으며 제공되는 라이 러리 

함수를 비쥬얼 C++ (Ver 4.2, Microsoft) 환경

에서 링크시켜 사과 인식을 한 독립 인 로

그램을 개발하 다. Fig. 1은 분석에 사용한 사

과나무 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과를 인식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과

나무에서 배경과 잎/ 기를 제거한 사과만의 

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과나무 

상은 매우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각 화

소에 한 색 데이터 한 기상에 따라 각기 다

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  상태에서 

사과를 인식하기 해서는 날씨에 따라 사과, 

잎 등이 어떠한 색으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조건으로 맑음, 

흐림, 일몰로 구분하여 각 기상 상태에서의 사

과와 잎의 색 데이터를 조사하 다. 

일반 으로 컬러 분석은 R, G, B의 3 자극값

을 직  분석(田中와 川, 1987; 1990)에 이용

하기보다는 해석에 용이한 좌표계로 변환시켜

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색 좌표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한 

변환행렬이 주어져 있다. 과실 검출을 하여 

孫 등(1997)은 G-Y 신호에 의해 사과를 추출하

는 방법을 용한 바 있으나 G-Y 값은 밝기에 

의한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엄 한 의미의 색 

변환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해 본 연구에서

는 카메라 3 자극값인 R, G, B를 L*a*b* 좌표

계로 변환시킨 후 사과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

하 다. L*a*b* 좌표계에서 L*은 밝기 정보를, 

a*는 빨간색과 녹색 정도를 그리고 b*값은 노

란색과 란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색 공간이 

균등하여(uniform coordinate) 색차 계산이 가

능하므로 바람직한 좌표계로 단하 다. L*a*b* 

값은 카메라 출력값(NTSC receiver primary 

system)인 R, G, B를 XYZ로 변환 시킨 후 얻

을 수 있으며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다. 

X
Y
Z

=
0.607 0.174 0.201
0.299 0.587 0.114
0.000 0.066 1.117

RN

GN

BN

     (1)

L * =  25 (
Y
Y 0

)
1/3

 - 16                (2)

a * = 500( (
X
X 0

)
1/3

 - (
Y
Y 0

)
1/3

)

b * = 200( (
Y
Y 0

)
1/3

 - (
Z
Z 0

)
1/3

)

이때 X 0,Y 0, Z 0
는 NTSC receiver pri- 

mary system에서의 표 백색 기 값인 98.2, 

100, 118로 설정하 다. 



KOR. J. HORT. SCI. & TECH. 17(2), APRIL 19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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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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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ested images of apples. 

Condition L* a* b*

Fine
Apple 44.8z(11.3)y 27.3(6.2) 20.2 (8.8)

Leaf 43.1 (11.9)  6.2(2.7)  7.6 (5.6)

Sunset
Apple 36.5 (16.7) 23.8(8.4) 18 (15.8)

Leaf 17.2  (7.7) 11.8(1.3) -1.8 (5.2)

Cloudy
Apple 42.3  (7.7) 30.7(6.3) 19.3 (6.2)

Leaf 41.2 (10.8)  7.4(4.3)  6.0 (4.5)
zAverage, yStd.

Table 1. Statistics about apple and leaf colors. 

색 변환을 수행시킨 후 상에서 사과만을 추

출하기 하여 별분석을 이용하 다. 별분

석에는 사과에 해당하는 색 정보를 하나의 집단

으로, 사과 이외의 잎과 기 부 에 해당하는 

색 정보를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 후 이들 

두 집단을 분류하도록 하 다. 별함수 개발에

서 명암을 나타내는 L*은  상태에 따른 향

을 많이 받을 것으로 단하여 이를 제외한 a*, 

b* 인자를 변수로 하 다. 사과와 잎- 기 데이

터는 L*a*b*로 변환된 상에 해서 10×10 

상 역의 평균값 각각 20개씩 총 40개의 데

이터를 획득하 고 SAS(Ver 6.11)의 Proc 

Discrim을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 다. 

과실을 인식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 이차

화된 과실 상의 윤곽선 특성을 이용할 수 있

으며 Molto 등(1992)은 히스토그램에서 과실이 

갖는 일정 폭의 볼록 부  검출에 의한 과실 인

식 방법을 그리고 張 등(1996)은 사과 윤곽선의 

패턴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사과나무 상에 나타난 사과는 잎과 기가 

가려져 있어서 매우 복잡한 형태로 매달려 있으

며 이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는 인식하기 어려

울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과를 

인식하기 하여 먼  추출된 사과 화소에 해 

체인코딩에 의한 면 을 계산하고 면 의 크기

에 따라 개체사과와 군집을 이룬 사과로 구분하

고 이를 다시 잎, 기에 의해 가려진 것과 가

려지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 다. Fig. 2는 패턴

별로 구분한 사과 상을 나타낸 것으로 개체 

상태(Fig. 2a), 개체 상태가 일부가 가려진 것

(Fig. 2b), 군집을 이룬 것(Fig. 2c), 군집을 이

루면서 가려진 것(Fig. 2d)으로 나 었다. 이 

때 개체상태는 추출한 사과 화소에 해서 일정 

면 (50～800화소) 이하이면서 원형을 유지하

는 것으로 하 으며, 군집을 이룬 것은 800 화

소 이상의 면 을 갖는 것으로 하 다. 인식 실

험에는 각 패턴별로 20개씩 총 80개의 상

(160×160)을 사용하 다. 

최종 으로 사과를 인식하기 해서는 사과

나무 상에서 사과 이외의 불필요한 역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노이즈는 

고주  성분의 잡음인 경우가 많으나 자연 하

에서 획득한 사과나무 상에서는 주 수 성분

의 잡음보다는 그림자나 태양 의 직반사에 의

한 것이 부분이었다. 실제로 나무 상에서 

사과 화소를 추출한 결과 사과 이외의 기 

는 잎에 해당하는 작은 돌출부 들이 사과와 같

이 추출되는 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와 같

은 사과 이외의 요소를 제거하기 해서는 윤곽

을 유지하면서 잡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형

태학  필터(morphological filter)들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하 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하여 open, erode, water-

shed 필터를 사용하 다. 먼  open 필터는 돌

출부 나 작은 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사과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기에 합할 것

으로 단하 으며, erode 필터는 역을 축소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사과 주 에 연결

되어 있는 잎, 기 성분을 제거하는데 사용하

고, watershed 필터는 군집 상태의 사과들을 

분리하기 해 사용하 으며 5×5의 원형 마스

크를 용하 다. 

사과 이외의 노이즈 성분을 제거한 후 각 패

턴별로 사과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

이 개발하 다. 먼  개체상태인 사과에 해서

는 L*a*b* 색 변환을 수행한 후 별함수를 이

용하여 체 이미지에서 사과만을 추출하 다. 

이 게 추출된 상에서 사과와 같이 추출된 

잎, 기 성분을 제거하기 하여 open 필터를 

용시키고 이어서 erode 필터를 용하여 사

과 이외의 연결성분을 제거하 다. 이어서 체인 

코딩을 수행하여 개체의 면 을 측정한 후 면

이 50～800 화소의 범 내에 있는 것을 사과로 

정하 다. 

한편 군집을 이룬 사과에 해서는 앞서의 

차를 이용하면서 erode 필터를 사용한 후 

watershed 필터를 사용하여 붙어 있는 개체를 

분리시킨 후 각 개체에 한 면 을 측정하

다. 군집을 이룬 사과에 해서는 분리시킨 개

체에 하여 100 화소 이상의 면 을 갖는 것

을 사과로 인식하도록 하 다. 

결과  고찰 

획득한 상 에서 자연  상태에 따라서 맑

음, 일몰, 흐림으로 나 고 각각에 한 사과와 

잎의 색 특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먼  맑은 날에 있어서 L* 값은 사과

의 경우 44.8, 잎은 43.1의 평균값으로 큰 차이

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나, a*와 b* 값에서는 사

과와 잎- 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색 인자인 a*, b*를 이용할 경우 

사과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흐린 날

씨에 해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몰에 있어서는 잎의 a*값이 다소 높

은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태양 의 직반사

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사과의 b* 값에 한 

표 편차가 큰 것은 그림자 성분에 의한 것이

다. 분석 결과 L*a*b* 색 변환은 기상 조건에 

계없이 사과만의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단

되었으며 a*, b*를 인자로 하는 선형 별함수

를 개발한 결과 수식(3)과 같은 별함수를 얻

을 수 있었다. 여기서 각각의 수식은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를 나타

내며 40개의 사과, 잎- 기 데이터에 하여 

97.5 %의 별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P(apple) = 2.96a* + 2.53b* - 345.41   (3)

P(leaf)  = 2.35a* + 2.33b* - 252.03 

Fig. 3은 별함수에 의한 사과 화소 검출 결

과로서 실제 사과 역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

이 가능하 다. 

별함수에 의해 상에서 사과만을 추출한 

후 사과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용하 다. 먼

 인식이 비교  용이한 개체상태의 사과에 

해서 형태학  필터를 용한 결과 잎, 기 성

분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단되

었다. Fig. 4는 각 단계별 처리 결과로 나타난 

상으로서 용한 형태학  필터들이 매우 유

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는 개체상태의 사과에 해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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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binary apple image 

  Fig. 3. Results of apple images extracted by discriminant function.

Pattern No. of apple No. of recognized Accuracy(%)

Not occluded 20 20 100

Occluded 20 16 80

Table 2. Result of recognition of non-clustered apples.

(a) original image

   

(b) watershed filter

   

(c) recognition of apples

  Fig. 5. Results of recognition of non-clustered apples

Pattern No. of error images

Unoccluded 

Underestimated 12

Correct  5

Overestimated  3

Occluded 

Underestimated 11

Correct  5

Overestimated  4

Table 3. Result of recognition of clustered apples.

(a) original image

         

(b) open filter

     

(c) erode filter

         

(d) recognition of apples

  Fig. 4. Results of recognition of non-clustered apples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로서 잎에 가려지지 않

은 경우 20개의 사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잎에 가려진 경우에는 4개의 

상에서 오류를 보여 80%의 인식률을 보여주

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잎이 사과의 

심부 를 가린 경우로 이로 인해 erode 필터 

용시에 사과 화소가 수축되어 사과가 매우 

은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군집을 이룬 상태의 사과에 해서도 잎에 가

리지 않은 경우와 잎에 가려져 있는 경우로 구

분하여 인식 알고리즘을 용하 다. Fig. 5는 

표 인 군집사과에 한 인식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watershed 필터에 의해 개체를 나 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은 인식에 사용한 40개의 상에 

한 결과로서 잎에 가리지 않은 상태에 해서는 

12개의 상에 해서 실제 사과의 개수보다도 

게, 3개 상에 해서는 실제 사과의 개수보

다 많게 사과를 인식하 다. 그리고 잎에 가려

져 있는 상태에 해서는 11개의 상에서 실

제보다 게, 4개의 상에서 실제보다 많이 사

과를 인식하 다. 이처럼 군집을 이룬 경우 사

과의 개수 인식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었

는데 사과의 개수를 게 인식한 경우는 군집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사과의 군집 도가 높아

서 watershed 필터에 의한 개체별 분리에 실

패했기 때문이며,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인식한 

경우는 기에 의해 하나의 사과를 분리시키는 

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군집상태의 

사과를 상으로 watershed 필터를 사용할 경

우, 군집상태의 사과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

으며 군집의 다소에 따라 인식률의 차이가 있지

만, 실제 사과의 개수와 watershed 필터를 이

용한 최종 인식 결과는 평균 2개 이하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인식에 있어서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집을 이룬 상태에서 사

과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watershed 필터를 용한 결과, 겹

쳐져 있는 사과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효과

으로 사과를 분리할 수 있었으나 체가 뭉쳐 

있는 경우에 해서는 정확한 분리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실제 사과의 개수보다도 게 인식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앞으로 인식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군집 상태의 사과를 분

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록 

본 연구는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  상태에서

의 사과나무 상을 획득한 상에서 사과를 인

식하기 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목 으로 수행

되었다. 자연 의 조건에 따른 향을 이기 

하여 L*a*b* 색 변환을 수행한 결과 a*, b* 

색 인자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인자로 하는 선형 별함수를 개발하 다. 추출

한 사과 화소로부터 사과를 인식하기 하여 복

잡도에 따라 4가지 패턴으로 나  후, 형태학  

필터링을 수행하여 사과를 분리시키고 인식하

는 방법을 개발하 다. 군집을 이루지 않으면서 

잎에 가려있지 않았던 개체 상태의 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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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식이 가능하 으나, 잎에 가려있던 사

과는 약 80% 정도의 인식률을 보 다. 그러나 

군집을 이루면서 잎과 기가 사과를 가린 경우

는 실제 사과의 개수와 최종 인식 결과는 평균 

2개 이하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주요어：L*a*b* 색 좌표계, 상처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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