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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지능형 로봇

에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완전 무인화를 위해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고 자율 주행이 가능한 

모바일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는 생산품의 픽업-
운반-조립이라는 작업을 포함한다. 그 중 픽업작업을 위해 작업물

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AR 마커 또는 카메라 비전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조명의 오차와 무질서하게 쌓인 작업 물체 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비전 이미지에 CNN을 적용하는 연구

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무질서한 작업 환경에서 특정 

물체를 픽업하기 위해서는 작업 물체가 다른 작업 물체를 가리는 

겹쳐짐(occlusion)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물체의 영역이나 파

지각도와 같은 픽업에 필요한 물체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거나 포개어진 물체는 파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하게 쌓인 조립 부품을 로봇의 핸드가 정확하게 픽업하기 

위해서는 작업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작업 물체에 대한 6자유도 위치와 자세를 계산해야 정확한 픽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작업물체는 실제 조립이 가능한 모터구동

장치를 구성하는 3개의 plate와 1개의 DC 모터로 구성되는 실제 

부품을 모사한 4개의 조립부품으로 선정했다.

Bin picking 관련 연구에서는 작업물체를 매니퓰레이터가 픽업

하기 쉬운 물체를 선정하거나 평면 작업대에 한정된 상태로 제한

하고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 2D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1]가 많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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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스마트팩토리와 같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놓인 작업 환

경에서는 3D 상의 x, y, z, yaw, pitch, roll로 주어지는 6자유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Realsense depth 카메라를 이용하면 RGB-D 
image를 통해 쉽게 단일 이미지에서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YOLACT 신경망을 이용해 분류와 경계 상자를 이용하여 

물체 영역과 배경을 객체단위로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리고 RGB-D 이미지를 3차원 점 구름 데이터로 변환하여 각 

물체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하고, RANSAC 기반 템플릿 매칭 방법

을 사용하여 3차원 자세를 추정했다. 추정된 자세를 기반으로 roll, 
pitch, yaw 값을 도출하면 물체를 픽업하는 그리퍼 각도를 얻을 

수 있다.
물체 영역과 배경을 객체단위로 구분하는 신경망을 학습 시킬 

때 YOLACT, mask R-CNN 2가지 신경망을 각각 적용하여 실험

했다. 직접 수집한 데이터 셋으로 학습시킨 결과를 토대로 자세 

추정 알고리즘에 가장 알맞은 신경망을 선정했다. 그리고 자세 추

정을 위한 RANSAC 기반 템플릿 매칭 방법에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이 있는지 실험했다.
본 논문의 contribution은 첫째로 실제 자동화 작업에서 크게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환경을 제시하고 이 문제의 해결방법

을 제시했다. 작업대에서 부품과 부품끼리 겹쳐 부품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형태가 단순하지 않은 부품을 픽업하는 2가지 

제약사항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3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하나의 부품위에 형태가 전혀 다른 부품이 부분적으로 서로 겹친 

상황을 가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둘째로 두 가지 알고리즘을 3차원 환경에 적용하고 연결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객체 분할 신경망과 RANSAC 알고리즘을 

3차원 점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4-1장에서 두 기술을 연결하고 

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알고리즘인 작업대의 임의의 

자세로 놓인 작업 물체에 대한 자세 추정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실

험했고 이 알고리즘이 실험환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증

명했다.

2. 작업 환경
2.1 작업 물체 

픽업 작업을 위한 작업 물체의 대상으로 Fig. 1과 같이 하나의 

전동기 조립체를 구성하는 4가지의 실제 조립 부품으로 정했다. 
매니퓰레이터의 정확도와 그리퍼의 스트로크를 고려하여 부품들

을 추후 연구에서 원활하게 조립하고자 실험에는 Fig. 2와 같이 

실제 조립 부품을 모사하여 모형 조립 부품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완벽한 조립 실험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그리퍼를 사용하여야 하

나 현실적인 실험환경을 고려하여 하나의 그리퍼로만 조립 실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사 부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모사한 모형 

부품의 크기는 실제 조립 부품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 밖에, 
실험을 위해 다수 제작하기 위함이고, 그리퍼의 스트로크를 고려

한 파지점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각 부품들은 신경망의 학

습을 위해 3D 프린터로 다수 제작한 뒤 잘 보이기 위해 색을 다양

하게 만들어 사용했다.
작업대에는 조립 부품들이 복잡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Fig. 3처

럼 작업 물체끼리 겹쳐질 수 있다. 이때 겹침(occlusion)이 발생한 

작업 물체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파지할 수 있다.

2.2 작업 환경 
실험에 이용한 제어기로 범용적인 딥러닝 학습과 실험을 위해 

임베디드 보드인 JetsonTX2를 사용했다. 해당 보드에 신경망을 

적용하기 위해 pytorch와 GPU 가속을 위해 CUDA등을 설치하여 

개발 환경을 만들었다. 사용한 버전은 다음과 같다.
- ubuntu 18.04 / CUDA 10.0 / CuDNN 7.6 / L4T 32 ver
- python 2.7 / pytorch 1.4.0
Realsense Depth 카메라는 파지할 작업 물체를 3차원으로 영상

을 얻어올 수 있는 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2D RGB image를 받아

오는 칼라 센서와 거리을 받아오는 적외선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픽셀마다 카메라로부터의 거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Fig. 4와 같이 3D 정보를 표현할 수 있

Fig. 1 Real parts

Fig. 2 Assemble parts

Fig. 3 Assemble parts on work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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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tel에서 제공하는 pyRealsense2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RGB-D 이미지를 쉽게 점 구름(point cloud)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점 구름 데이터는 카메라로 촬영된 각 픽셀들을 카메라 좌표

축 기준 3차원 x, y, z 좌표로 저장하는 자료형이다. Fig. 5는 점 

구름 데이터를 3차원 공간상으로 도식화한 사진이다.

3. 신경망과 데이터셋
3.1 Instance segmentation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물체 인식에는 분류(classification) 
문제, 위치(localization) 문제, 분할(segmentation) 문제가 있

다. 분할 문제는 이미지의 픽셀 단위로 개체를 찾아내는 문제로 

의미론적 분할(sementic segmenation)과 객체 분할(instance 
segmen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작업물체를 픽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를 배경과 객체로 분할해야 한다. R-CNN[5], Fast 
R-CNN[6], Faster R-CNN[7]과 같은 신경망은 분류 문제와 위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2단계 검출기(2-stage detector)로 연산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YOLO (you only look once)[8]와 같은 신경망은 분류 문제와 위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1단계 검출기(1-stage detector)이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 검출기에 해당하는 mask R-CNN[9]과 

YOLACT[10] 신경망을 각각 적용했다. 겹쳐짐(occlusion)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고 두 신경망을 학

습시킨 후 비교분석했다.
Fig. 6은 YOLACT, mask R-CNN을 포함한 객체 분할 방법들

의 다양한 신경망의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해당 표는 범용적인 

데이터셋인 COCO dataset을 통해 학습시킨 결과다[4]. YOLACT
의 평균정밀도(mAP)는 mask R-CNN에 비해 떨어지는 대신 실

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물체를 검출할 수 있고, mask R-CNN은 

YOLACT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정밀도를 보여준다.

3.2 Occlus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셋
어느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가리는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겹침

(occlusion) 데이터셋을 만들어 신경망의 학습에 사용했다. 기존 

일반적인 데이터셋의 겹침 정도는 최대 약 25% 이하이므로 적합

하지 않아[1], 본 연구에서는 겹침 정도를 0%부터 75%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했고 분할의 정답 이미지는 보이는 영역만으로 만들었

다. 물체의 가려진 부분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어도 물체를 인식시

키기 위함이다. Fig. 7과 같이 겹침이 포함된 이미지와 겹침이 포

함되지 않은 이미지를 포함하여 1,462장을 수집해 학습에 적용했

다. 학습 이미지는 조립 물체의 자세와 조립 물체끼리 겹쳐진 정도

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얻었고 또한 작업 물체마다 학

습을 위해서 객체 분할에 대한 ground truth 이미지를 생성했다. 
신경망의 학습 단계에서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Fig. 8과 같이 

학습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 증대(image augmentation) 
방법을 적용시켜서 학습시켰다.

- 좌우 반전 및 회전(random mirror, random affine transform)
- 채도, 명도, 밝기 변화(random hue, random saturation, 

random brightness)

학습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물체의 특징점을 검출하는 계층에

는 Imagenet에서 미리 학습된 resnet101을 이용했다.
- resnet101 backbone : resnet101 Imagenet
- image size (Yolact) : 550 × 550

Fig. 4 RGB-D image

Fig. 5 Point cloud viewer

Fig. 6 mAP and FPS for various instance segmentation methods 
on COCO datase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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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size (mask R-CNN) : 1,024 × 1,024
- batch size : 3
- step per epoch : 1,000
- optimizer : SGD with momentum
- learning rate : 1e-3
- momentum : 0.9
- weight decay : 5e-4

각 epoch 마다 테스트 데이터셋 100장에 대해 loss를 얻고, 그중 

테스트 데이터셋의 loss가 가장 낮은 경우를 최종 학습 모델로 삼

았다.

3.3 신경망 학습 결과
객체 분할 신경망에서의 물체 객체 검출 성능 평가는 평균 정밀

도(MAP, mean average precision)를 기준으로 한다. 얼마나 옳

게 검출했는지 판단하는 정밀도(precision)와 잘못 검출한 것이 없

는지 판단하는 재현율(recall)을 한 번에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객체의 경계 상자 또는 분할에 대해서 IOU (interaction over 
union)를 계산하여 일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하나의 물체에 대한 

검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파악한다. 본 논문에서는 0.5부터 0.6, 
0.7, 0.8, 0.9까지 다양하게 적용했다. 각각의 검출 결과를 랭크에 

따라 정렬하고 검출 성공과 실패에 따라 계산하여 정밀도-재현율 

그래프(PR 곡선)를 계산하여 신경망의 전체 이미지에 대해 검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다.
테스트 이미지 데이터셋을 각각 수집했다. 테스트 데이터 셋은 

겹치는 정도에 따른 결과를 각각 보기 위해서 겹치는 정도를 Fig. 
9에서 보는 것처럼 25%, 50%, 75%에 맞춰 수집했다. 0%는 단일 

물체의 인식률을 의미한다. 0%는 93회, 25%는 91회, 50%는 90

회, 75%는 66회로 실험했다.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YOLACT 신경망과 mask R-CNN 

신경망을 겹침 데이터가 포함된 이미지 데이터셋 1,462장으로 총 

300,000회 충분히 학습시킨 결과이다. 학습이 완료된 YOLACT 
신경망과 mask R-CNN 신경망의 검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YOLACT 신경망에서는 IOU 임계값 0.9 기준일 때, 단일 

물체에 대해 평균정밀도가 99.00%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ig. 10과 같이 물체의 검출 영역 경계면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우 많이 가려진 물체인 75% 겹침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평균정밀도가 38.78% (IOU 임계값 0.5)를 

보여주었다. 반면 mask R-CNN 신경망은 Fig. 11과 같이 경계면

Fig. 7 Separated parts and occlusion parts image dataset

Fig. 8 Image augmentation

Table 1 Result of YOLACT with 300,000 steps training

Box mAP (%)
IOU threshold

0.5 0.6 0.7 0.8 0.9

O
cclusion

0% 100.0 100.0 100.0 100.0 99.00
25% 96.19 96.19 95.00 92.93 64.30
50% 66.27 59.60 53.88 39.78 9.84

75% 38.76 38.76 36.54 34.68 14.58

Table 2 Result of mask R-CNN with 300,000 steps training

Box mAP (%)
IOU threshold

0.5 0.6 0.7 0.8 0.9

O
cclusion

0% 97.26 97.26 97.26 92.40 29.33
25% 84.99 84.99 81.58 60.79 11.94
50% 48.88 33.61 23.24 10.11 0.41
75% 13.67 9.08 8.42 3.64 0.00

Fig. 9 Occlusion test dataset

Fig. 10 Result image of YOLACT

Fig. 11 Result image of mask R-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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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확실한 단점 때문에 IOU 임계값 0.9 기준 단일 물체의 검출 

결과는 평균정밀도가 29.33%로 YOLACT 신경망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또한 75% 겹침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평균정밀도가 

13.67%로 많은 부분이 겹친 물체에 대해서는 검출 성능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YOLACT 신경망이 본 논문

에서 해결하고자 한 조립 부품의 겹침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4. Point cloud와 위치 및 자세 추정
4.1 작업 물체의 자세 추정 알고리즘

3차원 자세를 검출하기 위한 전체 알고리즘은 Fig 12와 같다. 
먼저 단일 RGB-D 이미지에서 파지하고자 하는 물체를 객체별로 

구분하기 위해 RGB 이미지에 YOLACT 신경망을 적용했다. 이 

신경망은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계 상자와 물체의 종류를 나

타내는 클래스 정보, 물체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진 마스크를 얻을 

수 있다. RGB-D 이미지는 픽셀마다 깊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 구름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실제 x, y, z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에서 픽셀만큼의 점 그름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 점 구름 데이터는 x, y, z 값을 저장하는 정점(vertices) 
정보와 각 점이 RGB 이미지 상의 어느 지점에 매핑되는지 저장하

는 텍스쳐 좌표(texture coordinate) 정보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YOLACT 신경망의 객체의 영역을 나타내는 이진 마스크를 통해 

RGB 이미지에서 물체만 남기고 영역에 해당하는 점 구름 데이터

만 남기면 객체 단위의 점 구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객체 단위

의 점 구름 데이터에서 물체의 자세를 정확하게 알 기 위해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 기반 템플릿 매칭 방법을 

적용했다. 객체의 템플릿마다 물체의 자세 축을 만들고 실제 측정

된 물체와 매칭을 통해 자세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카메라

로 측정된 물체의 자세를 검출하면 로봇의 파지 각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인 bin picking과 달리 겹친 작업 환경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 YOLACT를 이용했고 단순하지 않은 물체를 픽업하기 위해 

3차원 상에서 자세를 도출하기 위해 RANSAC 기반 템플릿 매칭 

자세 추정 방법을 도입했고 이 두 방법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를 제안했다. YOLACT는 RGB 이미지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

고 RANSAC 기반 템플릿 매칭 자세 추정 방법은 점 구름 데이터

를 기반으로 단일 물체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YOLACT
를 통해 계산된 각각의 픽업 물체에 대한 영역을 모폴로지 연상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한 뒤 단일 픽업 물체에 대한 점 구름 데이터로 

나눈다. 계산된 각각의 픽업 물체에 대한 점 구름 데이터들의 3차

원 좌표의 평균을 계산하여 3차원 중심 좌표를 계산한다. 이 중심 

좌표를 기반으로 픽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물체의 

자세 추정을 수행한다.

4.2 위치 추정과 파지 우선순위
깊이 카메라를 통해 얻은 3D 점 데이터는 카메라를 기준으

로 정의된 카메라 좌표축이 기준이다. 카메라는 로봇에 고정된 

센서이므로 로봇 좌표축을 기준으로 좌표 변환을 해야 한다. 그러므

로 4 × 4크기를 갖는 동차 변환 행렬(homogeneous transform 
matrix)을 통해 좌표축 변환을 하면 로봇 좌표축 기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객체에 해당하는 점 구름 데이터의 x, y, z 평균값을 계산

하면 물체의 중심 좌표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카메라 좌표

축 기반 물체의 중심 좌표를 로봇 좌표축 기반으로 변환시키면 물

체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픽업 작업에서는 물체를 순차적으로 파지해야 하므로 어떤 물

체를 가장 먼저 픽업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해
당 실험에서는 물체의 위치 좌표 값을 기반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를 먼저 파지하도록 객체 정보를 따로 얻는다. Table 
3은 복잡하게 놓인 물체 중에서 먼저 파지할 하나의 객체를 표시

했다.

Table 3 Object mask on point cloud

Original image Object mask Top 1 object

Fig. 12 Object recognition and pose esti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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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세 추정과 RANSAC
단순한 3D 점 데이터에서 roll, pitch, yaw 각도를 알기 위해서

는 추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ANSAC을 이용한 

템플릿 매칭을 적용했다. RANSAC은 무작위 샘플 데이터를 기반

으로 모델을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가장 많은 샘플 데이터의 

지지를 받는 모델을 찾는 방법이고 RANSAC을 활용한 점 구름 

정합(point cloud registration) 알고리즘은 3차원 점 구름 데이터 

상의 서로 다른 자세를 가진 두 모델을 유사점을 통해 매칭하는 

알고리즘이다. 먼저 작업 물체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실제 카메라

에서 얻은 3D 점 데이터로 Fig. 13와 같이 템플릿을 만들었고 각 

템플릿마다 물체의 자세를 나타내는 좌표축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다양한 템플릿(target)을 자세를 알고자 하는 깊이 카메라에서 

측정된 3D 점 데이터(source)와 순서대로 비교해가며 Fig. 14와 

같이 매칭을 시도했다.
자세 추정을 위해 Open3D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했

다. 점 구름 정합에는 글로벌 정합(global registration) 방법을 사

용했고 정합 과정에서 특징 매칭 기반 RANSAC 정합을 이용했

다. 먼저 점 구름 데이터의 법선 벡터와 기하학적 특징들을 FPFH 

(fast point feature histogra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알고리즘에서 타겟에 대한 템플릿의 개수는 8개,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예측을 반복한 최대 횟수는 2,000,000회다[11-13].
글로벌 정합(global registration) 방법은 ICP (iterative closest 

point)와 같은 지역 정합(local registration) 알고리즘과 다르게 초

기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템플릿에는 물체 좌

표축이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RANSAC을 통한 매칭이 성공

하면 카메라 좌표축 기반 물체 좌표축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5를 참고하여 카메라 좌표축과 로봇 좌표축의 동차 변환 행렬를 

계산하면 로봇 좌표축 기반 물체 좌표축 행렬을 얻을 수 있으므로 

roll, pitch, yaw값을 전부 계산할 수 있다. 로봇 좌표축 기반 물체 

좌표축 행렬은 다음 식(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

(R=robot frame, C=camera frame, O=object frame, 
H=hand frame)
물체 좌표축을 얻고나면 실제 로봇의 핸드가 파지하고자 하는 방향

을 나타내는 핸드 좌표축을 계산해야 한다. 이 핸드 각도는 여러 파지 

각도 후보 중에서 로봇 프레임의 z축(높이 방향)과 내적값이 가장 높은 

핸드 각도를 선택한다.

   Soruce          Target          Matching

Fig. 14 Template matching

Fig. 15 Object, camera and robot coordinate

Fig. 13 Templates of assembl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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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세 추정 실험 결과
템플릿 매칭의 자세 추정 성공 판단 기준은 최대 오차 15도 

이내로 한다. 파지 성공률을 계산하기 위해 앞선 논문[1,4]에서는 

maximum 오차를 이용했다. 유사하게 실제 매니퓰레이터를 이용

한 픽업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오차를 통한 성능 

평가를 진행했다. 그리퍼 최대 스트로크는 75 mm이며, 각도 오차

가 15도까지 발생했을 때 그리퍼는 약 60 mm의 스트로크를 갖는

다. 픽업하고자 하는 물체의 폭은 40 mm이므로 각도 오차 15도 

발생해도 충분히 파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고 반복 실험을 

통해 자세 추정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최대 오차를 15도로 결정

했다.
다음은 겹침 정도에 따른 RANSAC기반 템플릿 매칭 결과이다. 

Table 4는 자세 추정 실험 방법을 나타낸다. 녹색 축은 놓여있는 

자세에 대한 정답 자세이고 적색 축은 RANSAC 기반 템플릿 매

칭의 자세 추정 결과이다. 여기서 청색 축은 각 물체 좌표의 z방향

을 의미한다.
Table 5의 결과를 보면 겹침이 존재하지 않는 0%에서도 성공률

은 83.80%로 높진 않은데 이는 템플릿과 물체를 관찰한 각도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 25%의 겹침만 존재해도 성공률

이 59.3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는 물체끼리 겹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데드존에 의해 3차원 점 데이터가 크게 손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50%, 75%씩 겹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각 28.89%와 

7.58%로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 뒤, 겹침이 없는 물체에 대해서도 물체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가지 방향을 지정하고 각각

의 각도 검출 성공률을 비교했다. 각각 15개의 물체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Table 6과 Table 7의 실험 결과를 보면 ①, ③과 같이 세 면이 

모두 보이는 각도에서는 15번의 반복 실험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템플릿의 8가지 각도와 매우 유사한 각도로 촬영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②, ④와 같이 두 면만 보이는 경우에는 낮

지 않은 성공률로 보였다. 특히, ②의 경우에는 옆면으로 보이는 

물체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73.3%로 조금 더 낮았

다. ⑤와 같이 한 면만 보이는 경우에는 40.0%로 성공률이 급격하

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겹침과 각도에 따른 성공률 실험 결과를 보면 RANSAC기반 

자세 추정의 성공률은 깊이 카메라로 측정된 실제 3D 물체 정보의 

손실에 대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서 위치에 따른 파지 우선순위를 두면 정보가 덜 손실된 물체를 

먼저 파지하기 때문에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5 작업 물체의 전체 자세 추정 알고리즘 실험 결과
최종적으로 4.1에서 소개한 전체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판단하기 

위해 가상 파지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계산했다. 작업

대에 무작위로 놓인 작업 물체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

업 물체의 자세를 추정했다. 여기서 각 물체는 25% 내외로 겹치게 

Table 4 Estimate pose about objects 

Parts name B_plate L_plate

Original image

RANSAC result

Estimate pose on 
point cloud



Ground 
truth











  
  
  











  
  
  

Estimate 
result











  
  
  











  
  
  

A
ngle 

error

x-axis 2.047˚ 0.814˚
y-axis 2.933˚ 4.137˚
z-axis 3.078˚ 4.040˚

Maximum error 3.078˚ 4.137˚

Table 5 Success rate of RANSAC by occlusion

Occlusion 0% 25% 50% 75%
Num of object 93 91 90 66

Num of success 78 54 26 6
Success rate (%) 83.80 59.38 28.89 7.58

Table 6 Success rate of RANSAC by angle

Angle ① ② ③ ④ ⑤
Num of object 15 15 15 15 15

Num of success 15 11 15 14 6
Success rate (%) 100.0 73.3 100.0 93.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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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성했다.
가상 파지 실험에서의 자세 추정의 성공 여부는 마찬가지로 각

도 최대 오차 15도 이내로 한다. 자세 추정이 끝난 물체는 작업대

에서 픽업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외하여 작업물체

가 작업대에서 전부 없어질 때 까지 반복 실험한다. 각 경우마다 

5개의 작업물체를 이용하여 테스트했다.
위 3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총 5가지 경우에 대해 30번의 자세 

추정을 시도한 결과 86.67%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Table 8에

서, 실패 원인으로는 보이는 각도로 인해 물체의 일부분만 보여 

자세 추정 오차가 크게 발생했거나 경우2의 에피소드3 또는 경우

3의 에피소드4와 같이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가려진 물체를 

먼저 자세 추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세 추정 오차가 크게 발생하

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YOLACT를 이용한 객체 구분과 점 구름 데이터

에서의 객체별 위치추정 및 우선순위 판단, RANSAC기반 템플릿 

매칭을 통한 자세추정까지 픽업 각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실제 가상 실험을 통해 작업 물체가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놓인 환

경에서도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
YOLACT를 통한 객체 분할 실험에서는 IOU 임계값 0.5 기준 

약 0%, 25%, 50%, 75% 겹친 물체에서 평균 정밀도가 각각 

100.0%, 96.19%, 66.27%, 38.76%으로 측정됐다. 25%까지 겹

친 물체에 대해서는 객체 분할에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50%까지 겹친 물체에 대해서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
지만 RANSAC 기반 템플릿 매칭 자세 추정 실험에서는 최대 오

차 15도 이내를 기준으로 약 0%, 25%, 50%, 75% 겹친 물체에 

대해서 자세 추정 성공률이 83.80%, 59.38%, 28.89%, 7.56%로 

측정됐다. 이 결과를 보면 RANSAC은 겹침으로 인한 정보 손실

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객체 정보를 기준으로 겹침이 덜 발생한 물체를 우선적

Table 7 Assemble parts by angle

Base_plate L_plate B_plate

①

②

③

④

⑤

Table 8 Virtual grasping experiment

Case ① ② ③

Episode 1

Success O O O

Episode 2

Success O O O

Episode 3

Success O X O

Episode 4

Success O O X

Episode 5

Success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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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픽업하도록 픽업 순서를 결정했고 가상 파지 실험을 통해 검

증했다. 4-5와 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겹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86.67%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유사하게 신경망을 통해 파지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연구한 논

문[2]에서 학습 시 겹침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겹쳐 있지 

않은 경우의 파지영역 검출 정확도가 96.6%에서 겹쳐 있는 경우

의 파지영역 검출 정확도가 55%로 급격하게 낮아졌고, 강화학습

을 이용하여 로봇의 픽업을 연구한 논문[3]에서 파지 성공률이 물체

가 겹쳐있지 않은 환경에서 파지 성공률이 92%인 반면 겹친 환경

에서는 67%로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논문과 달리 3차원 자세 추정이므로 전체적인 성공률은 비교적 낮

지만 약 25% 겹침이 발생한 환경에서도 성능이 크게 낮아지지 않

는 것을 보여주었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레이저 센서와 RANSAM (random sample 
maching)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자세 추정에 관한 논문[14]에서 겹

친 물체에 대해서 약 71%의 파지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로봇의 픽업 작업에서 자세추정까지만 실험을 진행했

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 6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실

제 파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겹침 정도가 각각 0%, 25%, 
50%, 75%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실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픽업 

성공률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실제 픽업 상황에서는 각도 오차

가 15도보다 크게 발생해도 픽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각도 

오차가 15도보다 낮게 발생해도 주변의 다른 물체가 로봇의 그리

퍼에 간섭을 하는 경우 픽업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상황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객체 분할에 2019년에 발표된 YOLACT++ 논문[15]은 MS 

COCO 데이터셋에서 33.5 fps으로 34.1 mAP의 정확도를 보여주

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YOLACT 보다 더 높은 성능이

다. YOLACT++를 기반으로 물체 영역을 계산한다면 명확한 물

체 분할이 가능해져 더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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