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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용 초분광 스캐너를 활용한 
사과의 당도예측 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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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PLSR) model was developed to map the internal soluble
solids content (SSC) of apples using a ground-based hyperspectral scanner that could simultaneously
acquire outdoor data and capture images of large quantities of apples. We evaluated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preprocessing techniques to construct an optimal prediction model and calculated the optimal
band through a 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 (VIP) score. From the 515 bands of hyperspectral images
extracted at wavelengths of 360-1019 nm, 70 reflectance spectra of apples were extracted, and the SSC
(°Brix) was measured using a digital photometer. The optimal prediction model was selected considering
the root-mean-square error of cross-validation (RMSECV), root-mean-square error of prediction (RMSEP)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prediction rp2. As a result, 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
based preprocessing methods were better than others. For example, when a combination of MSC and
standard normal variate (SNV) was used, RMSECV and RMSEP were the lowest at 0.8551 and 0.8561
and rc2 and rp2 were the highest at 0.8533 and 0.6546; wavelength ranges of 360-380, 546-690, 760, 915,
931-939, 942, 953, 971, 978, 981, 988, and 992-1019 nm were most influential for SSC determination.
The PLSR model with the spectral value of the corresponding region confirmed that the RMSEP decreased
to 0.6841 and rp2 increased to 0.7795 as compared to the values of the entire wavelength band.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using a hyperspectral scanner image obtained from outdoors for the
SSC measurement of appl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field data and sensors could
possibly expan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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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농작물의 품질분석기법은 비

용소모가 크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화학적 분석기법에

비해 비파괴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농작물의 내

부 및 외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Gomez et al., 2006). 농작물의 품질분석에 초분광 영상

을 이용할 경우 영상과 분광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나의 픽셀에 대한 분광정보 뿐

만 아니라 특정 공간에 대한 분광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Kim et

al., 2012).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과일 및 채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사과, 감

귤, 딸기, 복숭아, 호박, 버섯 등의 강도 및 당도 측정, 자

반 및 냉해 분석 등 농작물의 내부 및 외부 특성을 분석

하여 품질을 평가하였다(Liu et al., 2015; Pu et al., 2015).

이 중 당도는 채소 및 과일의 품질 최적화 및 수확시

기를 결정하는 인자로써 특히 사과의 경우 소비자의 구

매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며 정확하게 당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Fan

et al., 2016; Mendoza et al., 2011). 국내외적으로 초분광 영

상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려는 다

양한 시도가 있었으며(Table 1), 예측모델의 정확도 향

상과 효과적인 전처리 기법 분석 및 주요밴드추출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대표적인 사과 품종인 “Golden

Delicious”, “Fuji”, “Jonagold”, “Red Delicious” 등을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부분최소제곱(PLS,

Partial Least Square)기반의 회귀분석(Zhao et al., 2009;

Mendoza et al., 2011; Zhu et al., 2013; Fan et al., 2016; Mo et

al., 2017) 및 다중회귀분석(MLR, Multi-Linear Regression)

(Peng and Lu, 2008; Qin et al., 2009)을 이용하여 예측모델

을 구축하였으며, 이밖에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Analysis)과인공신경망(ANN, ArtificialNeural

Network)(Noh and Lu, 2007)을 이용하거나 LSSVM(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를 적용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Dong and Guo, 2015).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결정계수(rp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prediction) 0.48-0.92 사이의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초분광 영상에서 얻어진 사과의 분광곡선과

당도와의 높은 상관성을 증명하였으나, 외부의 영향을

차단한 제한된 실험공간에서 센서를 고정하고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드론 및 항공에서 취득된 자료로의 확

장이 어렵고 데이터 취득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지상용 초분광 스캐너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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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야외에서 자료 취득이 가능하며 한 번에 다량의 사과를 촬영할 수 있는 지상용 초분

광 스캐너를 활용하여 사과의 분광정보와 당도와의 부분최소제곱회귀분석(PLSR,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최적의 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처리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

고 VIP(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점수를 통한 최적밴드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360-1019

nm영역에서 촬영된 515밴드의 초분광 영상에서 70개의 분광곡선을 취득하였으며, 디지털광도계를 이용하

여 당도(°Brix)를 측정하였다. 사과의 분광특성과 당도사이의 회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최적의 예측모델은

모델 예측치와 실측치간의 결정계수(rp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prediction)와 RMSECV(Root

Mean Square Error of Cross Validation), RMSEP(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산란보정 기법의 대표적인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의 기반의 전

처리기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MSC와 SNV(Standard Normal Variate)를 조합한 경우 RMSECV와

RMSEP가 각각 0.8551과 0.8561로 가장 낮았고, rc
2와 rp

2은 각각 0.8533과 0.654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360-380, 546-690, 760, 915, 931-939, 942, 953, 971, 978, 981, 988, 992-1019 nm 등이 당도 측정

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장영역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의 분광값을 가지고 PLSR을 수행한 결과, 전

파장대를 사용할 때보다 RMSEP가 0.6841로 감소하고 rp
2는 0.779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사과의 당도측정에 있어 야외에서 취득한 초분광 영상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필드자료 및 센서 활용분야의 확장가능성을 보여준다.



의 사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실의 수확 전 상태를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최적의 수확시기

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에서 취득한 지상용 초분광 스캐

너 영상을 활용하여 사과의 당도를 예측함으로써, 농작

물 품질평가의 수확 전 단계로의 적용가능성 및 드론 및

항공영상자료로의 확장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총 70개

의 사과 분광곡선과 당도 실측치와의 PLSR를 수행하여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예측모델의 설명력을 높

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대기흡수

및 산란 등과 같은 외부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VIP(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기법을 이용한 최

적밴드 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품종인

후지(Fuji)사과이며, 안동의 과수농가에서 2016년에 수

확한 사과를 실험실로 이송한 뒤 1일 동안 상온에서 보

관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7개씩 한 세트로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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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s of hyperspectral imaging for soluble solids content (SSC) assessment of apples

Quality 
attribute

Apple 
Product

Spectral range
(nm)

Data 
analysis

Accuracy 
(rp

2) Error analysis Reference

SSC

GD       500-1040 PCA, ANN 0.48           SEP=1.13 Noh and Lu, 2007
GD       450-1000 MLR 0.79           SEP=0.73 Peng and Lu, 2008
GD       685-900 PLSR 0.81    RMSEP=0.66 Zhao et al. 2009
GD       500-1000 MLR 0.75           SEP=0.69 Qin et al., 2009
GD

      500-1000 PLSR
0.77           SEP=0.67

Mendoza et al., 2011JG 0.61           SEP=0.72
RD 0.43           SEP=0.90
GD       400-1000 PLSR 0.79 RMSEP=0.630 Zhu et al., 2013
FJ       900-1700 LSSVM 0.92 RMSEP=0.539 Dong and Guo, 2015
FJ       400-1000 CPLSR 0.86    RMSEP=0.641 Fan et al., 2016
FJ       400-1000 PLSR 0.88    RMSEP=0.514 Mo et al., 2017

GD=Golden Delicious, JG=Jonagold, RD=Red Delicious, FJ=Fuji

Fig. 1.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앞뒷면을 촬영하였으며, 주변물질의 반사효과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흰색 스티로폼을 깔고 촬영하였다. 촬영

은 건물의 옥상에서 오후 2시경 진행되었으며, 촬영당

일 최대남중고도는 50.30도, 습도는 30%였다.

사과의 분광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초분광 영상 시스

템은 Fig. 1과 같으며, 회전스캐너(rotating scanner)와

CCD기반 라인 스캐너 카메라(Specim PS Kappa DX4

hyperspectral), 카메라를 제어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

된다. 회전 스캐너는 기준점에서 180°회전이 가능하며,

θ는 회전 각도를 나타낸다. 360-1019 nm의 파장영역에

서 515밴드를 갖는 696×1146(가로×세로)픽셀 영상을

취득하였으며, empirical line 대기보정을 수행하였다

(Karpouzli and Malthus, 2003). Empirical line대기보정은

영상에서 복사량을 알고 있는 화소의 실제 반사율값을

측정하여 선형관계식을 구성한 뒤, 영상 전체에 대한 반

사율값을 계산하는 보정기법이다. 반사율이 80%로 고

정된 반사판(white reflectance)을 함께 촬영하여 대기보

정에 이용하였다.

각각의 사과를 대표하는 분광곡선과 당도의 참값을

측정하고자, 영상에서 사과의 중앙부분을 50×50(가로

×세로)픽셀 크기의 ROI로 지정하였으며, ROI에 포함

되는 픽셀의 분광값을 평균하여 해당 사과의 분광곡선

을 정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당도계(SCM-1000, Hando-

PH meta, Korea)를 사용하여 ROI로 지정한 부분에 대

한 당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이론

1) 부분최소제곱회귀 (PLSR)

PLSR는 대표적인 회귀분석 기법으로 가장 많은 정

보를 담고 있는 몇 개의 잠재변수(LV, Latent Variables)

로 데이터를 압축하여 최소제곱법을 수행한다. PLSR는

PCA를 보안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독립변수를 이용하

여 구한 주성분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PCA와는 다

르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새로운

변수를 찾기 때문에 PCA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ae et al., 2016). 잠재변수에 대한 PLSR모델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afanador et al., 2013).

                              X = TPT + E
                                  Y = Tc + f                                    (2)

이때 X(n×p)는 예측변수 행렬이며, T(n×h)와 P(p×h)

는 각각 X의 score와 loading 행렬이다. 본 연구에서 독

립변수는 Y(n×1) 행렬로 표현되며, c(n×1)는 regression

coefficient, E, f는 각각 X와 Y의 random error를 의미

한다. PLSR는 T와 Y의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식 (2)-(7)를 거쳐 계산된다.

                             wk =                                (2)

                                 tk = X(k)w(k)                                   (3)

                                  ck =                                    (4)

                                
pk =

                                 
(5)

                            X(k+1) = X(k) – tk p′k                              (6)

                             Y(k+1) = Y(k) – tk ĉk                              (7)

최적의 PLSR 변수의 개수는 모형의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선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샘플의

개수가 부족할 때 효과적인 leave-one-out교차검증 방법

을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예측모델의성능은 r2(식 (8)),

RMSECV(Root Mean Standard Error of Cross Validation)

(식 (9)), RMSEP(Root Mean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식 (10))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RMSECV, RMSEP가

낮을수록 좋고, r2이 클수록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Zhao

et al., 2009). yi
^와 yi는 각각 예측값(predictive value)과 실측

값(reference value)을 나타내며 n은 calibration샘플의 개

수이다. RMSECV는 교차검정 시 calibration set의 한 샘

플을 제외하고 모델을 구축한 뒤, 제외된 샘플로 모델

의 예측 성능을 계산하여(n번 반복) 평균제곱근오차를

계산한 것이며, RMSEP는 prediction set의 예측값과 실

측값의 차이의 평균제곱근오차를 나타낸다.

                         

r2 = 1 –

                          

(8)

X′(k) y(k)

|| X′(k) y(k) ||

t′ky(k)

t′k tk

X′(k) t(k)

t′k tk

(ŷi – yi)2
nΣ
i=1

(yi – y–i)2
nΣ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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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CV =

                    
(9)

                     
RMSEP =   

                    
(10)

2) 이상치 탐지(Outlier Detection)

70개의 사과 분광곡선에 대하여 이상치를 효과적으

로 제거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최소제곱법(MCPLS,

Monte Carlo Partial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Gue et al.,

2012). 70개의 샘플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80%는

calibration set으로, 나머지 20%는 prediction set으로 사

용하여 1000개의 PLSR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때 모델

의 개수는 모든 샘플이 prediction set으로 포함될 만큼

충분히 크게 설정해야한다. i번째 샘플의 PRE(Predictive

Residual Errors)는 식(11)로 정의된다. 1000개의 PLSR모

델에 대하여 각 샘플의 PRE의 평균(MPRE, Mean value

of PRE)과 표준편차(STDPRE, STandard Deviation of

PRE)를 구할 수 있으며, MPRE와 STDPRE가 높을수록

이상치로 간주된다(Zhang et al., 2015).

                               PRE = ŷi – yi                               (11)

3) 전처리 기법(Preprocessing)

샘플의 분광곡선은 물리·화학적 요인과 데이터 취득

장비 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잡음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잡음은 신호의 SNR(Signal to Noise Ratio)과 해

상도를 약화시켜 calibration 모델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Xu et al., 2008). 효과적인 전처리를 위

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며, 데이터의 특성과 실

험 목적에 따른 적절한 전처리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

귀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Xu et al., 2008).

전처리 기법은 크게 산란보정(scatter correction)과 미

분법(spectral deri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Rinnan et

al., 2009), 산란보정기법이란 대기 산란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는 것으로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SNV(Standard Normal Variate) 등이 있다. MSC는 각 파

장에서의 평균값을 이상적인 값으로 가정하여 보정을

수행하며, SNV는 각각의 분광곡선을 전체 분광곡선의

표준편차로정규화하여산란의영향을제거한다(Rinnan

et al., 2009). 미분법은 분광곡선을 미분하는 것으로

baseline의 이동과 같은 미세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서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SG(Savitzky-Golay) 등이 있다

(Noh and Ryu, 2002). 사과의 당도예측모델을 구축한 기

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SNV가 MSC나 mean-centering

등의 기법에 비해 RMSECV가 낮게 나타난 연구가 있었

으며(Zhao et al.(2009)), SG기반의 미분법을 적용했을 때

RMSEP가 가장 낮은 경우도 있었다(Mo et al.(2017)).

전처리기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서로

다른 측면의 영향을 강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Xu et al., 2008). 원칙적으로 어떠한 순서의 조합도

가능하지만 , 산란보정기법들은 원시 분광곡선(raw

spectrum)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분법 이전에 수행

해야한다(Rinn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법인MSC, SNV, SG를 비롯하여MSC+SG, SNV+SG,

MSC+SNV등의 전처리 조합을 적용하였다.

4) 최적밴드 선택(sensitive wavelength selection)

당도측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를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간단한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VIP점수를

고려하였다(Chong and Jun, 2005). VIP는 PLSR 모델에

서 변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1에

가깝거나 1보다 큰 변수가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PLSR

기반의 최적밴드 분석에 있어서 다른 기법에 비해 VIP

점수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

한다(Wang et al., 2014). j밴드의 VIPj는 식 (12)으로 계산

되며, p는 전체 밴드의 수를 나타낸다(Mehmood et al.,

2012).

           VIPj =     p [(ck
2̂tk

′ tk)(wjk)2] / (ck
2̂tk

′ tk)           (12)

4. 실험결과

1) 이상치 제거

본 연구에서는MPRE≥1.7, STDPRE≥0.6인 값을 이

상치로 정의하고 총 11개의 샘플을 제거하였다(Fig. 2).

이상치를 제거한 뒤 샘플들의 분광곡선은 Figure 3(b)와

같으며, 이중 48개는 calibration set으로, 11개는 prediction

(ŷi – yi)2

(n – 1)

nΣ
i=1

(ŷi – yi)2

n

nΣ
i=1

hΣ
k=1

hΣ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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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으로 사용하였다. 디지털광도계를 사용하여 당도의

참값을 얻었으며, 각 샘플에 대한 당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2) 전처리기법 비교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MSC, SNV의 경우, 원시 분광곡선과 비교하여NIR영역

의 밝기값의 분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G

를 수행한 뒤MSC와 SNV를 적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광곡선의 분산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각각의 전처리 기법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각

경우에 대해 PLSR을 수행하였으며, 구축된 예측모델의

통계값을 계산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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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tter plot of MPRE and STDPRE of MCPLS.

                                                      (a)                                                                                                         (b)

Fig. 3.  Spectral profiles of apple samples with wavelengths ranging from 360 nm to 1019 nm (a) for the original sample set (70 spectra)
and (b) after outlier detection (59 spectra).

Table 2.  Reference measurements and sample numbers in the calibration and prediction set

Sample set Unit Number of samples Range Mean Standard deviation
Calibration °Brix 48 12.60-17.40 14.59 1.37
Prediction °Brix 11 12.10-18.00 14.54 1.17



3) PLSR 적용 결과

Fig. 5는 전처리별 PLSR 모델의 calibration set과

prediction set에대한예측값의산란도를나타내며, Table

3는 calibration 모델의 PLSR factor의 개수와 RMSECV,

RMSEP, r2를나타낸다. 대체적으로MSC, SNV와같은산

란보정기법을 적용한 뒤 구축한 예측모델의 RMSECV,

RMSEP가 낮았으며 , SNV보다 MSC를 적용했을 때

RMSEP가 낮고 rp2가 높았다. 또한 MSC+SNV의 경우

RMSECV, RMSEP가가장낮고, rp2가가장높았으나, MSC

를 적용한 결과(RMSECV=0.8552, RMSEP=0.8566, rc2=

0.8533, rp2=0.6542)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두 전처리

기법을 조합한 결과가 예측모델의 성능향상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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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Fig. 4.  45 apple spectra preprocessed by (a) MSC, (b) SNV, (c) SG, (d) MSC+SG, (e) SNV+SG, and (f) MSC+SNV.and (b) after
outlier detection (59 spectra).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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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Fig. 5.  Prediction results of the calibration set and the prediction set with different preprocessing method such as (a) MSC, (b) SNV,
(c) SG, (d) MSC + SG, (e) SNV + SG, (f) MSC + SNV.

                                                      (a)                                                                                                         (b)

                                                      (c)                                                                                                         (d)



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NV는 MSC와 MSC+SNV

에 비해 calibration set에 대한 rc2는 증가하고 RMSECV가

감소하였으나, prediction set에 대한 rp2가 0.5900으로 현

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모델 구축에 적용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미분법의 경우, 산란보정기법들에 비

해 RMSE값이 크고 r2이 낮았으며, MSC, SNV와 조합하

여 사용하여도 예측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RMSEP가 가장 낮고 rp2가 가장 높은 MSC+SNV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였다.

4) 최적밴드 선택

구축된 PLSR모델에 대하여 밴드별 VIP점수는 Fig. 6

과같으며, 1보다큰값을갖는파장영역은UV-A(360-380

nm), Green(546-570 nm), Yellow(570-590 nm), Orange(590-

620 nm), Red(620-680 nm), Red edge(680-690 nm), NIR(760,

915, 931-939, 942, 953, 971, 978, 981, 988, 992-1019 nm)로

나타났다. 사과의색상에해당하는Red영역(620-680 nm)

과 엽록소 흡수밴드(680 nm)에서 VIP점수가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사과의 색소 및 엽록체의 변화가 당도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Stellacci et al., 2016).

또한 물과 탄수화물 흡수밴드로 알려져 있는 958 nm과

970-990 nm 부근에서 VIP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80-9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과일의 경우, 당도를 결정

함에 있어 물과 탄수화물 흡수 밴드가 중요하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Mo et al., 2017).

해당영역의 밴드를 추출하여 PLSR모델을 구축한 결

과(CASE2로 정의) RMSEP가 0.8561에서 0.6841로 감소

하고 rp2가 0.6546에서 0.7795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전체 밴드를 포함할 때보다 영향력 있는 영역

의 밴드만을 사용할 경우 예측 모델의 설명력이 향상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Saeys et al.(2005)에 따르면 0.66≤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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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libration and prediction statistics for different preprocessing methods

Preprocessing
method PLSR factors RMSECV

(°Brix)
RMSEP
(°Brix)

rc2

(calibration)
rp2

(prediction)
MSC 8 0.8552 0.8566 0.8533 0.6542
SNV 8 0.8416 0.9327 0.8638 0.5900
SG 2 0.9346 0.8966 0.5396 0.6212
MSC + SG 1 0.9482 0.9667 0.4260 0.5596
SNV + SG 1 0.9481 0.8436 0.4272 0.5727
MSC + SNV 8 0.8551 0.8561 0.8533 0.6546

Fig. 6.  VIP statistics profiles of spectral wavelengths. the red dashed line represents a threshold value of 1.



≤0.80의 값을 갖는 예측모델은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예측

모델의 설명력이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는 한계가 존재하나(Table 1), 선행연구는 실내에서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

과는 지상용 초분광 스캐너로 취득한 영상의 다양한 활

용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사과를 촬영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 취득 가능한 지상용 초분광 스캐너 영

상을 이용하여 사과의 분광특성으로부터 당도를 예측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고, PLSR을

이용한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MSC기반의 전

처리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MSC+SNV의 경우

예측모델의 rc2와 rp2는 각각 0.8533, 0.6546이며, RMSECV

와 RMSEP는 각각 0.8551, 0.8561였다. 또한 최적밴드 산

출을 위해VIP점수를 계산한 결과 360-380, 546-690, 760,

915, 931-939, 942, 953, 971, 978, 981, 988, 992-1019 nm이

영향력 있는 파장 영역이었으며, 해당 영역의 밴드를 추

출하여 PLSR모델을 구성했을 경우 RMSEP가 0.6841로

감소하고 rp2는 0.7795로 증가하여 전체 밴드를 사용했을

때 보다 사과 당도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산물 품질평가를 위한 드론 및

항공센서로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실내에서

구축된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예측모델

의 설명력이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한계가 있으며, 야

외에서 취득한 자료는 촬영당시 기상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 및 장소에서

취득된 자료를 통합한 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의 대

기보정 및 방사보정단계를 구체화하고 최신 회귀분석

기법 등을 적용할 것이며, 촬영시기 및 기상조건이 다

른 환경에서의 추가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외부 인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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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diction results of the prediction set of using full wavelength(CASE1) and PLSR models
using sensitive wavelength selected using VIP(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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