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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층학습은 최근 계산 복잡도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입력에 대한 인지기술의 높은 성능에 힘입어 로

보틱스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식품 산업도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심층 모델의 시
각인지 결과에 기반하여 목표에 따라 로봇 팔이 자동으로 도우를 성형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해당 시스템은 
로봇 팔에 장착 되어있는 카메라 센서에서 취득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

이 도우를 감지하고 도우의 상태에 따라 성형 좌표를 계산하여 이를 로봇이 수신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순환하는 자동화된 도우 성형 시스템으로 인간 전문가의 도우 성형 과정을 로봇으로 재
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해당 시스템의 도우 감지 성능을 측정하고 성형 좌표 계산을 통한 성형 과정을 시각화 
했으며, 이를 범용적인 도우 성형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해 로봇 팔의 제어에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
해 논의한다. 

 
1. 서  론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은 보편적 근사 함수

(Universal Approximation Function) 로서 어떠한 복잡한 데이

터라도 유한한 매개변수로 근사할 수 있다. 신경망이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미지 등의 자료 처리 속도

가 느리다는 문제는, 근래 GPU의 사용으로 행렬-벡터 곱 연
산의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며 극복할 수 있었다. 이제 심층 
학습이 현실의 로봇 응용에 적용될 만큼 실용적인 기술이 
된 것이다[1]. 특히, 시각 인지 (Visual Recognition) 분야는 로
보틱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지만[2], 근래에는 분
류(Classification), 사물 위치 판단(Object Localization), 사물 
감지(Object Detection)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해 발전을 지
속했다[3]. 

로봇은 기존의 자동 생산라인 외에도 인간과의 상호작용

을 목적으로도 보급되고 있고, 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논문에서 다룰 식품 산업에서의 응용도 그 중 하나이

다. 이미 식품산업에 도입된 로봇은 인간 노동자가 도달할 

수 없는 최대 작업 효율을 달성하고 있지만[4], 이는 기존의 
자동 생산라인의 연장이다. 인간의 일상 환경에서 소규모의 
활동을 수행하는 로봇을 구현하는 Robohow 프로젝트[5] 같
은 예시가 본 논문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 이 연구는 다
양한 규모의 식품 생산에 도입될 수 있는 심층학습이 적용

된 로봇 개발의 일환으로, 심층 신경망 기반 사물 감지 모델

을 적용해 도우를 감지하고 이를 성형하는 로봇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이를 상용 로봇과 도우 성형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2. 연구  방법  

제안하는 자동 도우 성형 시스템은 ROS(Robot 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하며, 본 논문에서는 Rethink Robotics 
사의 Sawyer Collaborative Robot과 RGB-D XTION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Sawyer는 7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갖
는 로봇 팔로, 각 7개 관절에 대한 각도 값을 주어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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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데이터는 토픽(Topic) 통신으로 수신되며, 토픽
은 ROS에서 사용되는 단방향의 지속적인 비동기 통신으로 
이미지 같은 센서 데이터의 수신에 적합한 통신이다. 해당 
시스템의 YOLOv3 모델은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수신 받
아 도우를 감지한 후, 설계자로부터 정의된 알고리즘에 의
해 도우 성형 좌표를 계산해 이를 Sawyer로 수신한다.  

  
2.1 YOLOv3 를 이용한 도우 감지  

YOLO는 CNN을 이용하는 사물 감지 모델로, 이미지 파

일을 가져 오고 감지 결과를 표기하기 까지의 과정을 전부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 YOLO는 이미지 파일을 격자

로 나누어 각 격자에서 관측된 경계 상자 (Bounding Box)

중 낮은 감지 확률을 갖는 경계 상자를 제거하는 감지 방

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군중이나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작

은 사물의 감지에 약점을 갖지만[6], 본 시스템이 작동하

는 환경에는 약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

시간성이 확실한 YOLO 적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시스템은 개량된 모델인 YOLOv3[6]를 사용해, 

카메라 센서로부터 받은 이미지 토픽을 이용한다. 하지만 

기존 COCO 데이터셋에 의해 미리 훈련된 모델은 도우 감

지를 수행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도우의 이미지 

255장을 수집하여 훈련했다. 훈련된 모델은 도우의 경계

상자를 예측하며, 경계상자의 중심 좌표, 높이, 너비가 성

형 좌표를 계산 하는데 사용된다.  
 

2.2 성형  좌표의  결정과  로봇  팔의  관절값  갱신  
성형 작업 이전의 도우는 성형 전 단계 때 수직 방향에

서 관측했을 시 항상 타원형임을 고려해, 감지가 이루어진 

경계상자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상자의 높이와 너비중 

최솟값을 기준으로 하는 원의 중심과 둘레에서 성형 좌표 

7개를 지정한다. 이 성형 좌표는 이미지의 픽셀 상의 위치

로, 이는 다시 실제 도우가 위치한 평면 공간으로 사상된

다. 이 평면 공간은 구현의 편의를 위해 (14, 19)격자로 근

사되며, 각 성형 좌표는 중심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격자로 

사상된다. 각 격자 마다 해당 격자를 누르는 동작의 관절

값이 녹화되어 있어, 로봇의 관절을 수신된 값으로 갱신 

한후 기본 관절값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7번 수행하여 시

스템의 순환을 마무리한다. 

 
3. 실험  및  결과  토의  
3.1 실험 구성 및 결과 

(1) YOLOv3 모델의 감지 성능 

32장의 테스트 집합에 대해 감지 기준을 정확도 0.25로 

설정했을 때, 1000세대(epoch) 마다 저장한 각 매개변수를 

사용한 모델의 평균 IoU(Intersection over Unit)를 표 1에 작

성했다. 그 결과, 4000세대까지는 매개변수의 훈련량이 

평균 IoU와 비례하나, 5000세대에서는 과적합 때문에 평

균 IoU가 감소했다. 따라서 피자 도우 성형 시스템에서는 

4000세대까지 훈련한 매개변수를 모델에 사용한다.  
 

 
 

표 1. 1000세대마다 취한 매개변수들의 테스트 집합에 대
한 평균 IoU 

 
 (2) 성형 좌표 계산과 로봇 팔의 작동 

   상기한 매개변수를 사용한 모델에, 임의의 도우 이미지에 
대한 경계상자 감지와 성형 좌표 계산 결과를 그림 2에 시

각화했다. 그림 3은 로봇 팔의 성형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 2. 단일 데이터에 대한 중간과정 시각화의 예시. 

A) 원본 이미지, B) 경계상자로 감싼 감지 결과, C) 계산된 

그림  1. 도우 성형 시스템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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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좌표를 B의 이미지 위에 표시 

 

 
그림 3. 도우 성형 과정. 알파벳 순으로 진행 

 
3.2 토의  

 현재 시스템을 범용적인 도우 성형 프레임 워크로 확장

하기 위해서는 로봇 팔의 제어에 기계학습을 적용해야 한

다. 로봇 팔의 제어에 강화학습을 적용하는데는 충분한 학

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실세계에서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을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Gazebo[7]등의 상용 로봇 시뮬레이

터의 사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 심층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상태 공간, 

행동 공간, 보상은 가령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 ∈ S : 도우의 RGB 이미지. 

a ∈ A : 로봇 관절값 갱신. A는 연속적인 공간. 

R : 성형 종료 후의 평가값. 
 
로봇에 흔히 활용되는 심층 강화학습은 비-모델(model-

free) 강화 학습으로[1],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행동-가치 

함수(action-value function)를 정의해야 한다. 심층 강화학습 

에서는 신경망을 사용하여 행동-가치 함수를 근사하므로

[8], 행동-가치 함수와 신경망 학습에 필요한 손실함수는 

신경망의 매개변수 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Q(s,a;θ ) : Q신경망의 값. 

L(θ ) : Bellman Equation의 제곱오차. 

 

이처럼 도우의 감지 과정없이 이미지 파일을 곧바로 입

력하는 종단간(End-to-end) 모델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그런
런데 로봇에 적용된 종단간 모델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훈
련된 로봇의 실제 환경에서의 결과가 훈련 결과와 큰 격차
를 보이는 것이 알려져 있다[9]. 로봇 팔에 심층학습을 적용

하는 미래의 연구에서는, 도우 성형시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 사이의 격차 완화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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