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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품제조 현장에서 유연포장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이 다양한 제품들을 파지하거나 이송하는 작업

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장류 식품제조에서 다양한 종류와 무게를 조합하는 혼합포장을

위해 전통장류 물체 영역 인식과 종류 인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전통장류에 대해 종

류를 분류하고, RGB-D 데이터를 입력으로 물체 영역과 종류 인식을 수행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

습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물체 영역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흡착 기반 파지점을 선정할 수 있음을 확

인한다.

(그림 1) 전통장류 물체 영역 인식 및

전통장류 혼합포장

1. 서론

최근 식품 산업에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제품의 크기나 종류 그리고 제품들

간의 조합을 통해 혼합 제품들을 생산한다. 이러한

다양한 생산 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식품 제조를 할 수 있는 로봇 기술 적용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추장 등과 같이 전통장류의 경우 타 식품 제조

에 비해 제조 생산량이 매우 많으며, 무게가 무거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이동하거나 포장하기가 어렵

다. 그리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품

들을 조합하는 혼합포장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전통

장류를 인식하고 파지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을 적용

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전통장류 파지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 전통장류의 종류와 물체 영역에 대한 검출이

필요하다[1-2]. 최근에 물체의 종류와 영역을 감지하

는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ask RCNN 기법이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Mask RCNN 기법을 적용하여 전

통장류의 물체 종류와 물체 영역 검출에 대해 수행

하고 파지점을 검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2. 전통장류 물체 인식

다수의 전통장류를 분류하고 파지점을 인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종류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라벨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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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장류 물체 종류 및 영역 인식 결과

좌측 숫자는 종류(라벨)를 의미하며 우측

숫자는 확률 값임.

여기서 는 고추장, 는 쌈장 그리고 는 된장이

다. 학습 데이터 셋은 인텔 리얼센스 D-415를 이용

하여 RGB-D 센서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

이 정의된 라벨을 이용하여 전통장류 물체 종류와

영역 외곽선 정보로 구성하였다.

전통장류 물체 종류와 영역 인식을 위해, Mask

RCNN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기 학습 네트워크로

resnet-50을 사용하였다. learning rate는 0.00025로

설정하였다. 그림 2는 Mask RCNN으로 학습된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통장류의 종류와 물체 영역

인식 결과이다.

전통장류 물체 종류 인식은 전통장류간의 색상

차이로 종류 구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장류의 포즈가 변경되어도 종류 인식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장류 영역 인식에서는 물체의

경계 영역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지만 경계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잘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장류의 검출된 각각의 영역에 대해, 영상 화

소들의 중심 모멘텀을 계산하여 흡착 중심점을 계산

할 수 있다. 흡착 중심점을 기준으로 파지점으로 하

여 로봇이 파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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