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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반의 병해영상 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을 거쳐 병해 데이터 전송 최적
화 및 병해 분석 결과 시각화 후처리를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물과 응답속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응답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내에 피드백이 없을 경우 원본 데이터 재전송을 통해 사용자가 최종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응협 웹 UI를 활용한
병해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Ⅰ. 서론

최근인공지능모델의발전에힘입어온실내의작물의생체정보와환경정

보를융합하여병해진단과작물관리에적용하여온실운영및작물생산의

효율성증대와관련한연구가많이진행되고있다[1,2]. 병해에의한농작물피

해를최소화하기위해선작물병해영상분류작업을수행할수있는진단모

델및이를활용하기위한병해진단시스템이있어야한다. 상기와같은이유

로기존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와전북대학교가공동으로수행한 “신경

회로망응용토마토주요병충해실시간진단분석기술개발”에의해얻어진

인공지능기반병해영상판독추론엔진이있었으나현실적으로병해진단엔

진을 컴퓨터공학관련지식이없는농민들이활용하기에는어려웠고병해진

단서비스접근성을위해서사용자입장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들이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영상 변형및 전송최적화를 통해

통신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영상기반진단분석의 실효성을증가시키고

자 했으며, 둘째, 사용자 친화적/직관적 UI를 적용하여 농민의 서비스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려 하였다.

Ⅱ. 본론

본연구에서는병해진단시스템개선을위해전처리및후처리를통해3개부분에

서진단시스템을개선하였다. 전처리연구에서는병해영상전처리를통해영상

전송및응답반응속도이득을위한최적화를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영상데이

터리사이즈나영상압축률을높일경우손실로인해병해인식이잘안될수도

있으나본연구에서는영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일정시간동안병해검출이

안될경우전처리작업을다시수행하여정상검출이되도록수행하는피드백방식

을사용하였다. 또한TV,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등다중환경에서유사한응

답반응및처리를할수있도록반응형웹리소스자체를최적화하였다. 일반적인

촬영이미지사이즈인QHD ~ UHD는5~10MP, 2~4MB정도이며, 병해이미지전

처리(리사이징)후전송시최소1초이상의반응속도이득이발생하였으며, 실험

결과병해영상크기가2MB이상일경우평균1.5~2초정도이상의반응속도이득

이발생하여사용자에게유의미한수준의시간차이가발생하는것을확인하였다.

영상 사이즈가 클수록 전처리 이득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원본이

5~600KB 수준의저해상도일경우에는큰이득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 병해 응답데이터 분석

테스트

CASE

변환 사이즈

(MB -> KB)

기존웹UI 시스템

응답 시간

(단위: 초)

신규 웹UI

시스템응답시간

(단위: 초)

응답시간 이득

(신규웹변환시간+응답시간

– 구 응답시간)

1 16.7MB ->
695KB 6.84 1.125 1.125+0.8-6.84 = -4.915

2 3.96MB ->
477KB 4.85 1.17 1.17+0.8-4.85 = -2.88

3 2.54MB ->
501KB 4.12 1.16 1.16+0.8-4.12 = -2.16

4 611KB ->
444KB 2.11 1.22 1.22+0.8-2.11 = -0.09

*변환시간은영상소스별로편차가조금있으나대부분 0.8초이내로변환완료

병해분석처리및진단정보시각화개선을위해본연구에서는병해진단시

진단프로세스단계 표시를통해전송단계에서의오류인지응답환경이문제



인지확인할수있도록개선하였으며, 병해판별부위를명확하게 볼수있도록

시각화부분을개선하였다. 그림 2는 병해진단프로세스가표시된 UI를그림

3은 상단의 기존 UI에 비해 시각화 부분이 개선된 UI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병해진단 프로세스 표시

그림 3. 토마토 병해 진단 모델

본연구를위해병해진단학습용이미지업로드처리및농사로, NCPMS등외부병해

관리연계시스템을구축하였다. 업로드이미지1차처리후병해로판별되지않았으나

증상이의심되는경우,또한미판별영상병해판단등을외부시스템인농사로, NCPMS

등과연계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다.

그림 4. 병해진단 검증 설계

검증결과로는모든플랫폼과브라우저환경에서동일데이터망기준으로호환성및신속

성등을측정하였다. 그림 58은잿빛곰팡이(graymold)이미지데이터활용검증(54KB

size) 화면을캡처해서보여주고있다.

호환성검증에 쓰인 데이터셋은 60개 병해 데이터(Canker, Graymold, Powdery

mildew, yellowcurl virus)이며, 응답반응속도및안정성검증도구로는Wireshark(네

트워크데이터및트래픽분석프로그램)를사용하였고, 응답시간계산방법은시작과

종료 timestamp의 차이(종료 Timestamp - 시작 Timestamp)이다. 응답시간은

79.948465(sec) - 79.106948(sec) = 0.841502 (sec)였다.

병해판별결과를활용한성능평가에서는60개의병해데이터처리속도계산보정(이

미지크기에비례)을수행하였으며, 54KB기준병해데이터크기순서에비례하여60개

데이터응답반응속도예측결과±5%이내의경우성공으로판별하였으며, 예측결과

범위내의반응속도를반영한호환성및신속성등을종합하여편의성을검증하였다.

그림 5. 잿빛곰팡이(graymold) 이미지 데이터 활용 검증(54KB size)

Ⅲ. 결론

본 연구를 통해 TV,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중 환경에서

유사한 응답 반응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리소스 최적화

하였다. 실험 결과 병해영상 크기가 2MB 이상일 경우 평균 1.5초 정

도의 반응 속도 이득이 발생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수준

의 시간 차이이다. 이는 영상이 갈수록 고해상도, 고용량으로 되어가

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데

이터 해상도 및 양식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응답 시간 균일

화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화로 이어진다. 또한 망 사용량 및 저장공간

부하 감소로 저장공간 및 트래픽 비용 절감 가능하여, 동일한 클라우

드 자원으로 더 많은 대상에게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향후 반응형 웹 기반 뿐만이 아닌 네이티브 앱 또는 하이

브리드 앱 형태로 구현하여 모바일 장치를 전처리 서버로 사용하고

바로 분석할 수 있는 Tensor JS 형식으로 엔진 최적화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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