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계학회 2020년 춘계 학술대회

3차원 영상처리 및 딥러닝을 이용한 매실의 검출 및 형상 분석 연구
Study of the Plum Detection and Shape Analysis based on 3D Image Processing and Deep Learning

Chang-Hyup Lee 1

이창협1 홍석주 1 김응찬 1 김상연 1 장은채 2 김혁주 2 김기석 1,3 *
Suk-Ju Hong 1 Eungchan Kim 1 Sang-Yeon Kim 1 Eun-Chae Jang 2 Hyuck-Joo Kim 2 Ghiseok Kim 1,3 *
1 Dept.

of Biosystems and Biomaterial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pt. of 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3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김기석(ghiseok@snu.ac.kr)

Result and Discussion

Introduction


작물 재배 과정에서 과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요함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하였지만, 기후의 변화와 고령화 등의 변수 요인들로 인해

1. Object Detection
•

얻어냄

기계화 및 자동화 연구가 필수적임


매실은 재배량과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작물로, 과실의 크기와 병해 등의 요인을

작은 Object들의 특징을 학습하여 Ground Truth Label과 비교하였을 때 mAP 0.75의 검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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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Tru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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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Truth Image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배할 필요가 있음


매실은 과실의 크기가 매우 작은 상태로 시작하여 수확 시기까지도 지름이 약 4cm로 작으며, 다른
작물들과 비교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검출
정확도가 낮음



RGB 영상 뿐만 아니라 Depth 영상을 함께 획득해 보정하는 작업 선행



Faster R-CNN 기반의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 내 매실 검출을 진행하여 검출 기능 향상



과실의 재배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그 크기와 형상을 추산하는 연구
진행

Material and Method
1. Material
그림 4. Predicted Image versus Ground Truth Labeled Image

1.1. 영상측정센서
• RGB 영상 : SONY A6000L

표 2. Performance Table of Algorithm

• 3차원 정보 : Intel RealSense D435i

1. Object Detection
2. 3D Image Analysis
•

RGB 이미지를 통해 Detection Box를 생성해내도록 알고리즘을 거친후 해당 좌표의 중심점에 대한
3D Depth 값 획득

•
그림 1. 영상 측정을 위한 RGB 카메라와 Depth 카메라

각 Box들에 대한 Depth 값을 바탕으로 매실의 장축 계산을 하여 전체 영상들에 대한 장축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냄

•

각 Box들의 장축 단축에 대한 길이 계산을 통해 영상 속 매실의 면적을 계산하여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는 알고리즘 구현

2. Method
2.1. RGB & Depth Calibraion
• Intel RealSense의 RGB 영상과 Depth 영상 사이의 FoV 차이를 계산하여 최종적인 1280 x 720 보정
영상 획득
RGB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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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mage
Depth Image

FoV 보정을 통한 Matching

2. Method

그림 2. RGB 와 Depth 영상 보정

2.2. Object Detection
• Faster R-CNN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영상 내 매실을 검출하는 모델 학습
표 1. Train, Validation, and Test Number
그림 5. Detection Box to Real Size with Depth Image

1. Object Detection그림 6. Histogram of Detected Length and Area of Plum
2. 3D Image Analysis
그림 3. Faster R-CNN Algorithm

2. Method
2.3. 3차원 정보를 활용한 매실의 형상 분석

•

향후 연구에서 매실 영상을 획득하고 과실의 성장 정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 재배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성장 정도 뿐만 아니라 매실의 병해와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종합적인
알고리즘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

• 딥러닝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로 얻어진 매실 검출 박스 좌표 획득
• 박스 좌표와 그 중심부 픽셀에 해당하는 Depth 정보 획득
• 중심부 Depth 정보를 기준으로 매실의 Detection Box의 실체 크기를 분석해 원형 또는 타원형 매실에
대한 직경 및 면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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