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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딥 러닝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자동으로 과일을 인식하는 3D 
비전
Basler는 베를린 소재의 회사인 Data Spree와 협력하여 과일의 인식 및 분류를 위한 딥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비전 시스템은 
Basler blaze Time-of-Flight 카메라 및 Data Spree의 딥 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1. 개요

딥 러닝 접근법은 기존 이미지 처리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는 

이점뿐만 아니라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개발 시간도 단축시켜 

줍니다. 제대로 훈련된 신경망을 기초로 작동하는 기계는 인식 대상 

물체기 가변적이어도 물체를 인식하고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계 조건에서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의 분류 및 가공 작업입니다. 농산물은 모양과 

색상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이미지 처리 방법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 솔루션

Basler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인 Data Spree와 긴밀히 협력하여 

과일의 감지 및 분류를 위한 비전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3D Time-
of-Flight 기술의 장점은 사용이 매우 편리한 딥 러닝 알고리즘과 

결합되어 과일 분류를 위한 매우 정확하고 강력한 실시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1 하드웨어

딥 러닝 기반 비전 시스템은 일반 PC와 Basler blaze ToF 카메라로 

구성됩니다.

Basler blaze 카메라는 최신 Sony DepthSense™ IMX556PLR 
센서 기술을 활용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카메라는 ToF(Time-of-Flight) 방법을 사용하여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강도 이미지로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NIR) 범위에서 광 펄스의 Time-of-Flight 측정값을 사용하여 

각각의 개별 픽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3D 카메라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미지는 3D 점 데이터군으로 제공되며 대상 

장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2D RGB 이미지와 비교할 때, 

이는 색상 정보가 모양 정보로 대체되어 빨강 및 녹색 사과를 동시에 

감지하는 장점을 제공하며 감지된 오브젝트의 정확한 위치 파악 및 

크기 측정과 같은 추가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합니다.

2.2 소프트웨어

Basler blaze 카메라로 캡처한 이미지는 심층 신경망(딥 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Data Spree 소프트웨어, Deep Learning DS 
“로 평가됩니다. Data Spree 솔루션은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사용자가 

사전 경험이 없더라도 손쉽게 딥 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일의 3D 점 데이터군 이미지

Basler blaze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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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획득
모든 신경망에는 사후 분류를 위한 풍부한 샘플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Basler blaze 카메라는 우선 다양한 과일(바나나, 사과, 배)

의 이미지를 약 500장 정도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그레이 스케일 강도 이미지 및 깊이 이미지를 근거로 2-
채널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각 픽셀의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밀리미터)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는 Deep Learning DS 플랫폼에 로드됩니다. 

2. 어노테이션
그런 다음 이미지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로 보강됩니다. 이를 위해 

개별 과일 주위에 수동으로 상자를 그리고 대응되는 범주(사과, 배 

등)를 할당합니다. 이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 신경망에 의해 “학습”될 

내용을 정의합니다. 처음에 딥 러닝 모델이 이미 이후에 나오는 

이미지에 대한 제안 결과를 생성했고, 이를 수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작업이 필요했던 과정은 수동 주석이 표시된 약 
100개의 이미지가 획득된 후에는 그 진행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3. 훈련
이미지 500개에 대한 주석 작업이 완료되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다른 모델이 생성되고 DNN(심층 신경망)이 자동으로 학습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통해 인식 정확도가 

주기적으로 평가됩니다.

4. 대상 하드웨어에 훈련된 네트워크 제공(배포) 및 응용(추론)
훈련이 완료되면 완성된 모델이 대상 하드웨어에 로드되고 추론 DS 
Data Spree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를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Basler blaze ToF 카메라는 사전 처리 기능을 포함하여 이미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므로 딥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3 솔루션의 장점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카메라(Time-of-Flight)를 통해 공간 정보를 신경망 학습에 

통합하여 오브젝트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분류

 � 대량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더 이상 보완 센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 감소

 � Data Spree의 간단하고 편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프로그래밍 및 딥 러닝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딥 러닝 

애플리케이션 생성 가능

 � 낮은 조명, 일광 또는 컨트래스트가 없는 상황 에서도 측정 결과가 

정확

 � IP67 보호 등급을 지닌 업계에서 인정 받은 내구성이 뛰어난 

카메라 하드웨어 사용

 � 통합 조명 및 보정된 광학 장치 덕분에 하드웨어 설치 용이

3. 결론

앞서 설명한 과일 분류를 위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Basler는 Data 
Spree와 협력하여 딥 러닝 모델과 강력한 3D 카메라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작업을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asler Blaze Time-of-Flight  카메라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깊이 정보는 물체의 부피, 모양 또는 위치를 분석할 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Basler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지능형 3D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어노테이션(주석): 이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 신경망에 의해 «학습»될  
내용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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