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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창의자율과제명 카메라 기반 지능형 농작물 병충해 분류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연구 필요성

o 농업 기술의 발달로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의 수와 귀농을 하는 농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

o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연재해 외에도 병충해가 있는데 이는 초보 농부의 경우 병해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병해충마다 사용하는 방1법과 농약이 다르므로 병충해를 

제대로 알고 병충해에 대한 방제를 진행해야 함.

o 전문가를 불러 병충해를 식별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사이 작물에 대한 피해가 커지므로 전문

가의 판단 이전에 일차적으로 병충해를 분류하여 방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병충해에 걸린 장미와 토마토의 잎을 딥러닝을 통해 분류할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o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AI Hub의 농업 데이터를 사용함.

o 분류 이전에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증대하고 학습에 사용

o Augmentation 기법은 Google에서 개발한 Auto Augment 기법을 사용하였음.

o Auto Augment는 강화학습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최적의 증대 기법을 찾아줌.

o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는 Cifar10, SVHN, ImageNet의 증대 정책을 가지고 증대하고 성능을 비교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구글의 AutoAugment 기법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증대함.

o 왼쪽의 이미지처럼 노이즈나 대비 반전과 같은 

전처리 정책들을 통해 이미지를 증대하여 학습에 

사용

o 딥러닝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했으며 학

습 네트워크는 Inception V3를 이용하여 학습함.

o Inception V3는 NIN(Network In Network) 구조를 

채택하여 기존 CNN 속에 Inception Module이란 작

은 병렬 네트워크를 넣어 성능을 개선함.

o채널을 줄이기 위해 1x1 컨볼루션 망을 적극적으

로 사용했으며 7x7과 같은 크기가 큰 컨볼루션 망

도 3x3을 여러번 사용하여 같은 결과지만 작은 연

산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함.

o 기존 데이터에서 8:2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

이터를 분리한 뒤 학습 데이터를 Auto Augment 기

법을 사용해 25배 증대한 뒤 학습에 사용함.



o 그 후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로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함.

o 원본과 정책을 통해 증대한 이미지로 학습한 모

델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ImageNet을 제외한 모든 

모델은 성능이 증가함.

o 특히 SVHN의 경우 Precision은 약간 감소하였지

만 Recall 값이 3%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성능

인 F1-Score가 증가함.

o 데이터 증대를 통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병충해 분류 모델의 

성능이 개선됨.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농부들에게 전문가 이전의 일차적인 병충해 분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병충해 피해를 최

소화시킬 수 있음.

o 카메라를 통해 병충해를 분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빠르게 병충해를 분류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됨.

o 병충해 방제에 걸리는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전염에 대한 다른 작물의 피해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생

산성이 증가함.

o 토마토와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한 병충해도 학습시킴으로써 병충해 분류의 확장이 가능하

며 다양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음.

o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CCTV나 드론 카메라를 통해 관찰한 식물의 상태를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