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 인공지능 기반의 Recyclable-PET 선별에서 최적의 

감독학습 기법 
 

김지영*, 지민구*, 정중은* 

*수퍼빈 주식회사 로보틱스 연구소 

jiyoung9159k@gmail.com, mgji@superbin.co.kr, jejung@superbin.co.kr 

 

A Method for Optimized Supervised Learning in Recyclable-

PET Sorting based on Vision AI 
 

Ji Young Kim*, Min-Gu Ji*, Joong-Eun Jung* 

*Robotics Laboratory, SuperBin Co., Ltd. 

 

요       약 

비전 기반의 재활용-PET 선별공정에서, PET 외 물체와의 식별 성능은 물론 PET 용기 내 포함된 

이물질 및 라벨, 뚜껑의 존재 여부, 색상에 대한 검출 성능은 재활용 소재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 인공지능 기반의 재활용-PET 자동 선별 시스템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모

델의 제작에서 감독학습의 학습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 기법을 제안한다. 재활용 

대상 PET 와 이물질 파트가 포함된 용기의 컨베이어벨트 선별공정 혼입을 재현한 실험을 통해서, 

재활용 소재화 물량과 순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생성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1. 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집중되

면서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소비재 생산업체들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1]. 플라

스틱 용기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재활용 PET 를 제조 

과정 중 일부 혼합한 제품용기만 수출을 허가하는 규

제를 발표함에 따라, 식음료 용기로 사용 가능한 고

품질 폐플라스틱 소재를 수급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

안을 마련하고 있다[2]. 하지만 폐기물의 분리배출 과

정상 자원의 혼입과 폐기물 선별 공정상 환경적 열악

함은 폐플라스틱 상급 소재화 원료 획득에 지장을 초

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도입한 폐플라스

틱 자동선별 공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인공지능 기반의 고품질 폐플라스틱 소재화 선별 

공정에서, PET 용기와 그 외 임의의 폐기물 구분에서 

형상적 다양성의 극복과 폐-PET 용기 내 소재화 품질

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 인식 및 선별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결과는 분리배출 항목별로 폐기물을 구분하

기 위한 선별기에 관한 것으로, 고품질의 소재 원료 

선별기의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품

질 PET 용기의 선별 회수를 위해 오염, 뚜껑, 라벨 등 

이물질 요소를 검출 가능한 인공지능 선별기 제작에 

효과적인 학습기법을 제안한다. 

 

2. 제안 시스템 및 기법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선별 공정이 폐-PET 용기 및 

그 외 폐기물이 동시에 입력되는 실시간 대형 선별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그림 1 과 같이 구현한다. 대형 

컨베이어벨트 라인을 통해 폐기물이 유입되고, 고속 

카메라 촬영 후 인공지능 판별하여, PET 용기가 아닌 

물체 또는 재활용 PET 소재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소 

발견 시 에어 분사기를 통해 컨베이어벨트로부터 대

상을 이탈시키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림 1) 폐-PET 대상 실시간 대형 선별라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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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고품질 원료 PET 용기와 품질 저하

요인을 포함한 PET 용기 간 선별기 제작에서, 인공지

능 학습데이터의 구축 방법에 따라 선별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학습기법에 

따라서 고품질 원료 PET 의 선별 정확도는 높은 반면 

품질저하 파트를 포함한 PET 의 선별 정확도가 낮거

나, 이와 반대되는 Trade-off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최

적의 선별 정확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두 PET 객체에 동일한 클래스를 부여

하면서 품질저하 파트는 별도 레이블링 하여 학습데

이터를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라벨의 종류는 밴

드형 라벨(라벨 1)과 전면 커버 라벨(라벨 2)로 구성하

여 연구에서는 클래스를 투명 PET, 밴드형 라벨

PET(라벨 PET1), 전면커버라벨 PET(라벨 PET2), 밴드

형 라벨, 전면 커버 라벨로 정의한다. 

 

(그림 2) 제안된 데이터 레이블링 학습데이터 제작 기법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과 같이 인공지능 모델 생성 

및 학습데이터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학습된 4 종에 

대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a)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로 다른 품질의 PET 객체에 다른 클래스

를 부여, (b)는 (a)의 레이블링과 함께 품질저하 파트

를 별도 레이블링, (c)는 두 PET 객체에 동일한 클래스

를 부여하면서 품질저하 파트는 별도 레이블링, (d)는 

품질저하 파트를 포함한 PET 는 레이블링 하지 않으

면서 품질저하 파트만 레이블링 한다. 품질저하 파트

를 포함한 PET 용기의 인식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객

체 인식을 실패하고 파트만 인식할 경우에도 해당 객

체를 인식했다고 판정한다. 실용에서, 인공지능 예측

결과와 일반적인 전경분리 영상처리 기법[6-7]을 결합

하여 객체 전체면에 대한 위치추적 및 에어분사가 가

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3) 실험용 인공지능 및 학습데이터 구성 

표 1 은 데이터 생성기법에 따라 원천데이터를 학습

하고, 표 2 는 Data Augmentation 을 통해 10 배 증강시

켜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분석한 결과이

다. 본 실험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로 YOLO-v5 [8]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d) 와 같이 레이블링 하여 학습

된 인공지능 모델은 선별 대상이 아닌 PET 와의 유사

도가 낮아 고품질 원료 PET 및 품질저하 파트를 포

함한 PET 의 선별 정확도는 제안된 (d) 기법이 평균

적으로 (c) 보다 10% 정도 향상된 수준을 보였다. (c) 

로 레이블링 하여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외부 요

소에 의해 파트 부분을 인식하는 학습효과가 감소하

여 고품질 PET 용기를 인식하는 성능의 하락에 기인

했다고 사료된다. 

<표 1> 인공지능 성능비교 (원천데이터) 

  100 장 250장 500장 1000장 

(a) 

투명 PET 0.426 0.81 0.984 0.981 

라벨 PET1 0.337 0.449 0.988 0.986 

라벨 PET2 0.876 0.996 0.996 0.996 

mAP@.5 0.546 0.751 0.989 0.988 

(b) 

투명 PET 0.63 0.958 0.995 0.993 

라벨 PET1 0.365 0.959 0.99 0.993 

라벨 PET2 0.929 0.991 0.996 0.996 

라벨 1 0.057 0.784 0.951 0.978 

라벨 2 0.619 0.806 0.952 0.993 

mAP@.5 0.52 0.9 0.977 0.991 

(c) 

투명 PET 0.848 0.994 0.996 0.996 

라벨 1 0.04 0.717 0.953 0.969 

라벨 2 0.655 0.763 0.984 0.995 

mAP@.5 0.514 0.825 0.978 0.987 

(d) 

투명 PET 0.895 0.99 0.995 0.996 

라벨 1 0.61 0.931 0.974 0.971 

라벨 2 0.804 0.989 0.995 0.996 

mAP@.5 0.77 0.97 0.988 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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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공지능 성능비교 (데이터 증강) 

  1000장 2500장 5000장 10000장 

(a) 

투명 PET 0.372 0.978 0.994 0.997 

라벨 PET1 0.282 0.984 0.995 0.998 

라벨 PET2 0.868 0.997 0.998 0.998 

mAP@.5 0.507 0.987 0.996 0.998 

(b) 

투명 PET 0.765 0.979 0.997 0.994 

라벨 PET1 0.407 0.954 0.995 0.995 

라벨 PET2 0.894 0.996 0.997 0.997 

라벨 1 0.102 0.936 0.976 0.993 

라벨 2 0.735 0.996 0.997 0.997 

mAP@.5 0.581 0.972 0.992 0.995 

(c) 

투명 PET 0.919 0.997 0.998 0.998 

라벨 1 0.053 0.982 0.963 0.97 

라벨 2 0.561 0.992 0.997 0.997 

mAP@.5 0.511 0.99 0.986 0.988 

(d) 

투명 PET 0.876 0.995 0.995 0.996 

라벨 1 0.636 0.984 0.995 0.997 

라벨 2 0.825 0.996 0.996 0.998 

mAP@.5 0.779 0.992 0.995 0.997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비전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선별에

서, 고품질의 소재원료 PET 용기와 품질저하 파트가 

포함된 PET 용기를 선별 정확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각 

방법별 mAP 값을 비교한 결과 선별 대상의 파트만 

레이블링 하여 학습된 방법(d)이 더 빠른 속도로 최적

의 해를 찾아 최적의 선별 정확도가 도출됨을 확인하

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별 대상의 확장 및 인공지능 학

습을 위한 원천데이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실용화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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