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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2단계 합성 신경망을 이용한 단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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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agricultural automation is a main issue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labor in Korea. 

A sweet persimmon farmers need much time and labors for classifying  profitable sweet persimmon 

and ill profitable produ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ixed two-step synthetic neural network model 

for efficiently classifying sweet persimmon images. In this model, we suggested a surface direction 

classification model and a quality screening model which constructed from image data sets. Also we 

studied Class Activation Mapping(CAM) for visualization to easily inspect the quality of the classified 

products. The proposed mixed two-step model showed high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imple binary 

classification model and the multi-class classification model, and it was possible to easily identify the 

weak parts of the classification in a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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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데이터 과학 분야와 딥러닝 기술의 발전

은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위성

이나 항공사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기후의 변화 

환경변화, 농작물의 생육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링이 가능해졌고,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빅데이터 분

석으로 농작물의 작황 예측과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

동화된 농기구에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제초, 벌초, 농약 살포, 수확, 선별, 포장 등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을 기계가 대체하기에 이르렀

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농업 분야의 큰 생산성 향

상이 기대된다.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합성곱 신경망 기술을 활용

한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 자동차, 침입 탐

지, 개인 인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기술은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농가에서 병충해가 발생

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병충해의 종류를 파악하

고 대처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은 전문가를 섭외하고 

파악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Valeria 

등의 연구에 의하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나뭇잎과 줄기의 이미지만으

로 질병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1-5]. 또한 

농가에서는 여러 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슷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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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 섞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미지 분류기법

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과일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과일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과일의 수확시기 예측하

기도 하며, 수집한 데이터가 적을 경우 적대적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

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기도 한다[6]. 

본 연구에서 살펴볼 내용은 수확된 단감 표면의 

상태를 바탕으로 단감의 상태를 진단하며, 이를 위하

여 이미지 분류기법과 객체 인식 기법을 활용한다

[7].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출하하기 

전에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작업이 필

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단감 농사

의 경우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별 단계 작업은 대부분 사람이 눈으로 하는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선별할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품질의 객관

적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1) 과실 

선별자의 숙련도, 2) 조명상태와 같은 작업장의 조건, 

3) 선별 작업의 제한시간 등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단감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품질을 판별하는 딥러

닝 모델을 제안한다. 사람의 얼굴을 판별하는 경우 

앞면과 뒷면, 옆면보다는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앞면 사진을 기준으로 판별하지만 기계식 분류를 하

기 위해서는 과실의 앞면 사진만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단감의 앞면, 옆면, 

뒷면의 세 방향에 대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향 분류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2단계로 방향 

분류가 이루어진 이미지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으

로 분류하는 품질 분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최종적인 학습과 분류가 완료된 이후에는 각 

분류기의 분류 기준을 시각화하기 위해 CAM을 사

용하여 분류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시각화는 

전문가에 의한 단감의 불량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농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미지 분류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단감의 이미지 데

이터 셋에 대한 설명과 전처리 과정에 대해 기술하

고,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감 품질 분류 

혼합 모델을 포함하여 품질 분류 모델에 대해 설명 

및 비교한 후, 모델별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 각 모델의 분류 기준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CAM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CAM 시각화를 통한 

활성화 영역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

를 통해 얻은 최종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2. 관련연구

최근, 딥러닝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Convolu-

tional Neural Network: CNN) 기술의 발전은 각 분

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서

는 농작물의 병충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에 매우 

큰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

로 작물이 병충해에 노출되면 열매나 잎에서 반점이

나 변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육

안으로 판별하여 병충해를 식별하거나 과실의 결점

을 인식하기보다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자

동화에 대한 노력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Ferentions 등[8]은 농가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잎만 따로 수집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학습하였을 때

를 비교하여 어느 데이터가 효율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작물의 잎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

를 획득한 후,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식물

의 잎을 58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고, VGGNet, 

GoogleNet, AlexNet 등 이미지 분류에 널리 사용되

는 5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이 가장 나은 모델 

2개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검증용 데이터를 통한 예

측도를 비교하여 식물 이미지 분류에 대한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농작물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매우 중

요한 일이다. 특히, 온실 속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경우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적절한 수확시기를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최적의 수확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기별 농작물 품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토마토와 같은 후숙 과일은 수확 시기에 따

른 품질 특성 평가가 특히 중요하다. 고광은 등[9]은 

대규모의 토마토 영상 데이터셋을 수집하여 토마토 

개체의 숙도 분류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딥러닝 모



136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10호(2021. 10)

델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 모델은 객체 탐

지 분야에서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CNN 

기반 single stage detector를 활용하였다. 그 밖에도 

소민혁 등[10-14]의 연구에서는 망고의 종류를 파악

하기 위한 모델이나 사과, 감귤, 토마토와 같은 다양

한 농작물의 품질을 CNN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분야에서의 이미지 분류 문제는 오

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었다. CNN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기 이전의 연구자들은 과일

이나 잎의 정상 영역과 결점 영역이 서로 다른 광학

적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특징을 

찾기 위하여 영상의 보정과 윤곽선 추출, 특징 추출

에 기반한 영상처리에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외부 조건에 그 성능의 변화폭이 크며, 예외

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었

다. 이 후, LeNet의 등장으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CNN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2012년 AlexNet이 나타

난 후 매년 성능이 개선된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딥러

닝 이미지 처리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

러한 발전 과정에 크게 기여한 기법으로 Inception, 

VGGNet, ResNet, MobileNet 등의 심층 신경망 기술

이 있다[10].

CNN 모델 중에서 널리 알려진 Inception 모델은 

2014년에 개최된 ILSVRC(ImageNet Large-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이미지 인식 대회에

서 우승한 모델이며, 구글 출신의 Szegedy 등에 의하

여 논문으로 발표되었다[15]. 이 기능은 꾸준한 개선

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V1과 V2의 성능을 압도하

는 V3 모델을 보여주었다[16]. Inception은 CNN의 

망을 늘려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인데, 일반적으로 딥

러닝 모델의 깊이를 늘리면 과대적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Inception은 각 층마다 다양한 크기의 합

성곱 신경망에 필터를 사용함으로 깊이와 크기를 늘

리면서도 과대 적합을 막고, 다양한 종류의 특성 도

출이 가능해졌다. 깊이가 깊어지면 속도가 느려지지

만, 이 모델에서는 1x1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여 연

산량을 줄이고 속도도 높일 수 있었다.

VGGNet(Visual Geometry Group Net)은 옥스퍼

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개발된 모델로, 2014년에 개최

된 ILSVRC(ImageNet Large-Scale Visual Recog-

nition Challenge)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GoogLeNet에 비해 굉장히 간단

한 구조를 사용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신경망 깊이의 유효성을 증명한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17]. VGGNet의 연구진은 모델의 깊이를 깊게 

만들었을 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볼루션 필터를  3×3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였

으며, 여러 번의 실험결과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

록 오차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5x5 

필터를 사용했을 때 보다 3×3 필터를 두 번 연산했을 

때 동일한 크기를 결과를 가져오면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었고, 층의 개수를 늘림으로 비선형성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ResNet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모델로 연

구진은 이전 모델들이 층이 깊어질수록 성능이 떨어

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으로 고안되었다[18]. ResNet은 층이 깊어지면서 발

생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스킵 연결을 이용한 잔차 

학습(residual learning)을 통해 해결하였다.

MobileNet은 구글에서 개발한 모델로서 핵심은 

Xception[19]에서 제안한 깊이별 분리 합성곱(De-

pthwise-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여 경량

화된 기법으로 설계한 모델이다[20]. 이 모델은 경량

화를 통해 기존에는 어려웠던 핸드폰, 임베디드 시스

템과 같은 저용량 메모리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MobileNet은 높은 성능과 경량화를 목적으로 설

계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 과일을 구분하기 위한 자동 선별장치와 

같은 임베디드 장비에서는 주로 저성능 컴퓨터가 많

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얻

기 위해서는 작고 가벼운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 더 

적합하다. 고광은 등[10]은 과일의 결점을 찾기 위하

여 수정된 MobileNet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델을 사

용하여 결점이 있는 과일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

였다. 수정된 MobileNet은 기존 MobileNet의 틀을 

지키는 선에서 구조를 재설계하고 ResNet에서 사용

된 Skip Connections을 도입하여 과일 분류에 있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Net을 대신하여 과일 분류로서 성능이 검증된 수정

된 MobileNet을 사용하였다.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CNN 모델의 연구와 함

께 각 모델의 성능을 시각화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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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simmon Image Data. (a),(b) Back/Bad, (c),(d) Front/Bad, (e),(f) Side/Bad, (g),(h) Back/Normal, (i),(j) 

Front/Normal, and (k),(l) Side/Normal.

었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CAM이다. CAM은 

Rother 등이 2016년 CVPR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에서 사용된 용어이다[21]. 기존의 CNN 모델은 이미

지를 통해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M을 고안하게 

되었다. CAM은 CNN 분류기에서 이미지의 어느 부

분이 결과 값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레이어 시각화 수식을 통해 히트맵(heat map)을 생

성하고, 입력 값으로 들어간 이미지와 결합하여 결과

를 도출한다. 이렇게 결합된 이미지를 통해 모델의 

분류 기준 영역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다. 

3. 데이터 집합

3.1 단감 이미지 데이터 집합과 특징

본 논문에서는 단감의 품질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수확한 단감의 이미지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였으며, 

단감 데이터의 표면 이미지를 세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감의 품질은 출하 시에 

상품성이 높은 양품 단감과 상품성이 낮은 불량 단감

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류 작업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재배 농가의 숙련가가 참여하

였다. 분류된 작업을 바탕으로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단감의 표면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촬영한 이미지는 

단감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옆면의 3개의 클래스로 

나뉘며 이 클래스 역시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이미

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출하를 위한 육안 분류에서 전문 작업자는 단감의 

여러 면의 상태와 색상을 보는데, 단감의 표면은 원

형 또는 타원형의 둥근 모양을 띄기에 표면 전체를 

사진 1장에 담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불어, 단감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면만 가지고는 불량인지 

판별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표면 

3곳인 앞면, 뒷면, 옆면을 각각 촬영하였다.  

단감의 품질 분류는 양품, 불량품 두 가지 상태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상품출하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양품 단감은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불량품은 출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단감의 불량을 

가르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

과 같은 분명한 기준을 이용하였다.

1. 단감이 너무 익어 홍시가 된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불량으로 판별한다.

2. 단감의 꼭지가 떨어지거나 외상을 입으면 가치

는 떨어져서 불량으로 판별한다.

3. 병충해가 있을 경우 불량을 판별하게 된다.

기준 1의 경우는 홍시로 분류되어 단감 출하 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불량으로 정의한 것이며 과수

재배 농가의 필요에 따라 홍시 상품으로도 출하는 

가능할 것이다.

Fig. 1은 단감의 샘플 이미지로서 각 클래스별 예

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데이터 개수에 대한 정

보이다. 전체 이미지 데이터는 총 940개가 수집되었

고, 수집한 데이터는 Grabcu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배경을 삭제한 후 크기를 160×160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a), (b)는 단감의 뒷면사진이며 모두 불량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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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set details.

Class Original Data Test Data
Augmentation Data 

excluding Test Data
Train Data Validation Data

Front Normal 34 6 400 300 100

Back Normal 81 16 400 300 100

Side Normal 104 20 400 300 100

Front Bad 95 19 400 300 100

Back Bad 308 61 400 300 100

Side Bad 318 63 400 300 100

Total 940 185 2400 1800 600

Fig. 2. Persimmon Preprocessing.

로 분류된 사진이다. 그림 (c), (d)는 단감의 앞면사진

으로 역시 불량품으로 분류되었다. (e), (f)는 단감의 

옆면 불량사진이다. 그림 아래의 사진은 모두 양품 

이미지이며 (g), (h)는 뒷면, (i), (j)은 옆면 사진이다. 

3.2 데이터 셋과 전처리

Table 1에 표기된 원본 데이터 개수를 살펴보면 

앞면의 경우 양품은 34개이며 옆면의 경우 불량 이미

지가 318개로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한편이다. 더불

어 앞면 양품 이미지의 개수가 매우 적기에 과적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를 증식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라이브러리는 이미

지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Augmentation 라이브러리

를 활용하였다. 원본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

트 데이터의 비율은 8:2로 하였고, 훈련 데이터는 데

이터 증식을 통해 400개로 증식 후 다시 학습용과 

검증용을 3:1 비율로 나눠서 훈련하였다. 또한 과적

합을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하

여 데이터 증식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모

델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정제하는 방

법이 있다. 또한, 객체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분류의 

기준이 되는 사물 이외의 것들은 정확도를 떨어트리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 

셋의 배경은 시멘트 바닥, 가정용 매트, 과실 적재용 

상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과일 이외의 배경을 제거하여 모델의 성

능 향상을 이루었으며, 전처리 기법으로 Grabcut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23]. Grabcut 알고리즘은 이미

지에서 배경과 전경을 구분하여 전경을 추출하는 알

고리즘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경계선을 지

정하여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통해 색

상 분포를 추정한다. 그리고 상태 에너지 최소화 함

수를 통한 최적화방법을 사용하여 객체의 전경과 배

경을 분류한다. 즉 전경에 모든 화소를 할당하고 현

재 분류를 기반으로 유사 색상 값을 가진 화소를 클

러스터링 하여 최적화하고 분할 결과를 개선하기 위

한 과정을 반복하여 전경과 배경의 분리 결과를 획득

할 수 있다.

Fig. 2는 Grabcut 알고리즘의 적용 전, 후에 대한 

이미지로 원본 이미지에서 빨간 점선 박스를 통해 

경계선을 지정하면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배경을 제

거한 이미지를 반환한다. 경계선은 추출하고자하는 

배경과 전경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적정선을 설정을 

해줘야 원하는 전경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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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simmon Quality Classification Algorithm : 

Simple Binary Classifier Model.

Table 2. Summary of results using Simple Binary Classi-

fier Model.

Accuracy F1 Score

VGG19 0.821 0.884

InceptionV3 0.875 0.916

ResNet50 0.848 0.904

MobileNet 0.843 0.898

4. 딥러닝 알고리즘과 실험 결과

4.1 품질 선별 모델

본 장에서는 단감 품질 선별을 위한 CNN 이미지 

분류 모델을 소개한다. 모델은 이미지 분류에 있어 

성능이 증명된 VGG19, InceptionV3, ResNet50, 수

정된 MobileNet을 Fine-tunning을 통해서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출력 레이어를 수정한 후 학습

하였다. 본 논문에서 클래스 분류 방법에 따라 단순 

이진 분류 모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혼합 2단계 

모델 3가지를 설계하였고, 각 모델은 위의 CNN 구조 

4가지를 통해 모델을 구축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모델 학습에 설정한 매개변수에서 최적화 방법은 

Adam(Adaptive Moment Estim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학습율은 0.0001, 배치 크기는 8, Epoch

는 100회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결과는 테스트 데이

터 셋에 대한 결과값으로 혼돈 행렬(Confusion ma-

trix)을 통해 TP(True Positive), FP(False Positive), 

TN(True Negative), FN(False Negative)를 구하고, 

해당 값을 통해 정확도, F-1 점수를 산출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4.1.1 단순 이진 분류 모델

Fig. 3은 단순 이진 분류 모델로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 단감 표면의 상태만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하

는 모델이다. 데이터상의 입력으로 단감의 이미지는 

3면이 들어가지만, 모델은 방향에 대한 정보는 무시

하고 표면 상태만 분류하도록 하였다. 단순 이진 분

류 모델의 출력은 2개로 양품, 불량품으로만 나누어

진다. 이 모델의 수행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성능 검사 결과 InceptionV3가 정확도 87.5%로 나타

났으며, F1 점수 역시 91.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재

현율과 정밀도라는 지표 대신 F1 점수 지표를 사용

한 이유는 이 지표가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화 평균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현율과 정밀도 지표

값 중 하나가 매우 낮을 경우, F1 점수도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에 산술 평균에 비하여 재현율과 정밀도

의 편차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4.1.2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Fig. 4는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로 품질 선별과 

방향을 한 번에 분류하도록 클래스를 6개로 나누어 

학습하였다. 출력 레이어는 6개로 앞면 양품과 앞면 

불량, 뒷면 양품, 뒷면 불량, 옆면 양품, 옆면 불량으

로 나누어진다. Table 3은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의 

결과표로, 성능은 InceptionV3가 정확도 89.5%와 F1 

점수 68.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모델의 경우 결

과 레이블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어 비교적 좋은 성능

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Fig. 4. Persimmon Quality Classification Algorithm : Multi-

Class Classifier Model.

Table 3. Summary of results using Multi-Class Mode.

Accuracy F1 Score

VGG19 0.862 0.606

InceptionV3 0.895 0.684

ResNet50 0.876 0.613

MobileNet 0.883 0.614

4.1.3 혼합 2단계 모델

마지막으로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혼합 

2단계 모델로서 방향 분류 모델과 앞면/뒷면/옆면 품

질 선별 모델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학습한 후에 

결합하였다. 방향 분류 모델의 출력 레이어는 3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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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simmon Quality Classification Algorithm : 

Mixed Two-Step Model Structure.

Table 4. Summary of results using Mixed Two-Step Model.

Accuracy F1 Score

Direction 

Class Model

VGG19 0.989 0.978

InceptionV3 0.981 0.965

ResNet50 0.989 0.982

Modified MobileNet 0.971 0.942

Front State

Class Model

VGG19 0.960 0.974

InceptionV3 1.000 1.000

ResNet50 0.960 0.974

Modified MobileNet 0.960 0.974

Back State

Class Model

VGG19 0.844 0.880

InceptionV3 0.805 0.881

ResNet50 0.896 0.936

Modified MobileNet 0.844 0.907

Side State

Class Model

VGG19 0.807 0.882

InceptionV3 0.843 0.900

ResNet50 0.821 0.893

Modified MobileNet 0.843 0.900

앞면, 뒷면, 옆면으로 나누어지고, 앞면/뒷면/옆면 품

질 선별 모델의 출력 레이어는 동일하게 양품, 불량

품 2개로 나누어진다. 혼합 모델의 프로세스는 다음

과 같다. 단감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방향 분류 

모델을 거쳐서 방향을 분류하고 해당 방향에 맞는 

품질 선별 모델을 다시 거친 후 양품, 불량품을 판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면 불량 이미지를 입력 값으

로 넣을 경우 방향 선별 모델을 통해 앞면을 판별하

고 앞면 품질 선별 모델로 들어가서 불량을 판별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데이터 분류 기준이 방향과 

품질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에 각각의 모델에서 하나

의 기준점을 두고 분류를 했을 시 더 높은 성능 보여

줄 거라는 가정하에 설계되었다. 

Table 4는 혼합 2단계 모델을 구성하는 방향 분류 

모델과 방향별 품질 선별 모델의 결과표이다. 이미지 

상에서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방향 분류 모델과 

앞면 품질 선별 모델의 경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비교적 정보량이 적은 뒷면, 옆면 품질 

선별 모델의 경우 낮은 성능을 보였다.

Table 5는 혼합 2단계 모델의 종합 결과표로 

InceptionV3와 ResNet50가 동일하게 가장 높은 성

능으로 정확도 87%, F1 점수 91.9%가 나왔다. 

분류를 2단계로 나누어서 할 경우 단계가 증가하

여 시간과 비용이 다소 증가하지만 1단계에서 앞면, 

옆면, 뒷면을 판별하는 단계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최종 점수가 이진 분류 모델, 다중 클래스보

다 나은 정확도 87%, F1 점수 91.9%의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분류 시각화 알고리즘

5.1 CAM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결과를 이해

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 XAI(eXplainable AI)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NN의 특징 정보는 합성곱 

층과 풀링 층을 거칠 때는 유지가 되지만, 완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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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results using Mixed Two-Step  Model.

Accuracy F1 Score

VGG19 0.805 0.883

InceptionV3 0.870 0.919

ResNet50 0.870 0.919

MobileNet 0.859 0.913

Fig. 6. CAM Structure.

Fig. 7. CAM of Direction Model.

Fig. 8. CAM of State Model.

층을 거칠 때 소실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완전 연결층을 대신하여 GAP(Global 

Average Pooling)이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GAP은 

위치 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특징 정보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GAP을 통한 시

각화 기법을 CAM이라 한다. CAM은 학습된 CNN 

모델의 전이학습을 통해 생성되는데, 모델의 마지막 

합성곱 층에서 평활화를 하는 대신 GAP을 사용하여 

다음 레이어를 생성하고, 마지막 결과값으로 이어진

다. 이렇게 전이학습을 한 후 결과값으로 가는 가중

치와 마지막 합성곱 층을 곱하여 각 필터별 특징 맵

을 추출하고, 이 값을 전부 더하여 특징 맵을 구할 

수 있다. CAM 이외에도 Grad-CAM과 Grad-CAM++ 

같은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CNN 모델을 사용하여 단감의 품질을 판별하였기

에, 시각화 영역의 경계가 단순하여 구현상의 편의에 

의해 CAM을 채택하였다.

Fig. 6은 CAM 기반의 단감 품질 판별 시각화 시스

템의 구조이다. 먼저 CNN Backbone을 구축하기 위

해 품질 판별에 사용된 분류기를 전이학습하고, 마지

막 계층인 완전 연결 계층(fully-connected layer, 

FC)과 출력 레이어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 CNN 

Backbone에 합성곱 신경망과 GAP, 완전 연결 계층

을 차례로 추가하여 CAM 구조를 완성하였다. 여기

서 단감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CNN Back-

bone과 GAP을 거쳐서 이미지의 결과에 해당하는 레

이어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레이어로 향

하는 가중치와 마지막 합성곱 층을 곱하여 특징 맵을 

구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5.2 CAM을 사용한 시각화와 의미파악

Fig. 7은 방향 분류 모델별, Fig. 8은 방향별 품질 

선별 모델에서 산출된 활성화 영역과 원본 데이터를 

결합한 이미지이다. 방향 분류 모델에서 앞면은 단감

의 침 주위, 뒷면은 꼭지, 옆면은 표면의 가운데 영역

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구별하는 특징을 바르게 시각

화하였고, 품질 분류 모델은 불량으로 판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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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인 홍시, 검은 반점, 탄 부위 등의 특징 영역에

서 시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의 육안으로 품질을 판별할 경우 면밀히 관찰

하지 않는다면 불량 단감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더불어, 품질판별 모델을 통해 단감

을 선별하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와 비교하여 납득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가령, 단감이 홍시로 변하

는 과정임에도 겉표면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유지하

는 경우, 또는 다른 단감의 침에 찔려 미세한 상처가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야 상처가 덧나기 때문에 판별

이 어려워지는 경우, 불량으로 레이블링 된 이미지를 

보더라도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노린재, 

탄저병과 같은 질병 또한 육안으로 판별이 힘든 경우

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CAM을 통해 시각

화한다면 모델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는 연간 작업량의 불균형이 

심한 편으로 주로 수확 시기에 작업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의 수확시기는 특정한 계절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라인의 과실분류 자동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감의 품질을 선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류 모델을 시험하였다. 특히 앞면, 뒷면, 옆면을 먼

저 분류한 후에 양품과 불량품으로 분류하는 혼합 

2단계 분류 모델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과 단순 이진 분류 모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과 비교하여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데이

터 셋은 6가지 클래스로 총 940개의 데이터를 자체 

수집한 후 데이터를 증식하였고, VGG19, Inception 

V3, ResNet50, 수정된 MobileNet의 다양한 CNN 모

델을 적용하였다. 이 모델들을 모두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 및 검증한 후, CAM을 사용하여 단감의 주요 

품질 판별에서 불량에 대한 원인을 시각화함으로 사

람의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할 경우 Inception 

V3 모델이 89.5%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

지만, F1 점수는 68.4%의 정확도 밖에 보여주지 못하

였다. 반면 본 논문의 혼합 2단계 분류 모델은 87%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모델의 

경우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값인 F1 점수에서

는 91.9%로 다중 클래스 분류모델에 비하여 매우 높

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F1 점수가 좋은 혼합 

2단계 분류 모델이 단감 분류에 사용되기에 적절한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불량품으로 분류된 단감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불량으로 분류되었는

가를 시각화하기 위한 CAM 기법을 연구하였다. 

CAM을 통한 시각화는 단감의 품질 불량의 원인 파

악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 CAM 이외에 Grad-CAM과 Grad-CAM++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각화의 고도화가 이루

어져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임베디드 시스템과 

자동화된 기기에 사용하여, 농가의 수작업 분류작업

을 덜어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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