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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특정한 물건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로봇팔로 운반할 수 있는 딥러닝을 적용한 객체 인식 기반의 로

봇 팔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깊이 인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이미지를 촬영 하고 딥러닝으로 검출된 

객체를 판별 및 분류 후 인식된 객체를 로봇 팔로 피킹 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딥러닝과 깊이인식 카메라로 다양한 환경

에서 객체를 정확히 분류 및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팩토리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로봇 팔 제어(Robot Arm control),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 딥러닝(Deep Learining)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로봇 팔 제어 시스템
백영태*, 이세훈**, 문환복**, 정의중O

*김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과
O**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시스템과

e-mail: hannae@kimpo.ac.kr*, seihoon@inhatc.ac.kr**, casio1994@naver.com**, panzz8307@naver.comO

Deep Learning based Robot Arm Control System with 

Object Detection
Yeong-Tae Baek*, Se-Hoon Lee**, Hwan-Bok Mun**, Ui-Jung JeongO

*Dept. of Multimedia, Kimpo University
O**Dept. of Computer System & Engineering, Inha Technical College

I. Introduction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은 기계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에 발을 맞추고 있다[1]. 하지만 운반, 

적재, 생산 등 산업현장에서 특정한 물건 또는 객체를 어떠한 장소 

또는 위치로 운반해야 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며, 이로 인한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인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를 판별하고 이를 로봇팔로 제어하는 실험을 통해 사람이 직접 

물건을 운반하지 않고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해서 객체를 판단하고 

피킹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객체 인식 모델과 

깊이 인식카메라, 로봇팔로 물건을 피킹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

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인다.

II. The Proposed Scheme

1. System Architecture

1.1 객체 인식 모델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웹에서  크롤링[2]을 통해 클래스 

당 4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이용하였고, 학습을 위해 HaarCascade, 

Faster–RNN, Rsnet, Inception[3] 4개의 모델에 세가지 이미지를 

각 모델에 학습시킨 후 비교분석하고 시간 대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

는 Inception v3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1. 모델별 시간대비 정확도

1.2 Depth Camera

본 프로젝트에서는 평면 RGB 이미지로부터 x, y축 이외에도 

물체의 깊이 정보인 z축의 값 또한 얻기 위해 Depth Camera를 

활용한다. 객체를 피킹하기 위해 객체의 x, y, z축의 위치를 계산하여 

로봇팔에 보정된 값을 전달 할 수 있도록 0.3~2m이내 객체의 상대적인 

좌표를 구할 수 있는 Intel Realsense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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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pth Camera 로 객체를 촬영한 모습

1.3 ROBOT ARM

RealSense와 Inception v3로 분류 및 추적된 객체를 피킹 하기위해 

ROBOT ARM-ROB0036을 적용하였다. 별도의 모터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Arduino UNO 기판으로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6축 서보모터로 유연한 피킹과 부드러운 작동이 가능하도록 1.2의 

프로세스로부터 시리얼통신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피킹 환경을 구성하

였다.

Fig. 3. ROBOT ARM-ROB0036

2. Object Detection and Picking System

Fig. 4. System Architecture Diagram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웹에서 

이미지를 크롤링하여 구축하거나, 현장에서 연속촬영 등의 데이터 

수집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여 이미지를 웹에서 크롤링하여 얻은 데이터로 이미지 

셋을 만들고 이를 Inception v3모델로 학습하고 Depth Camera로 

객체에 대한 이미지와 깊이 정보를 얻어 온 뒤 사전에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 객체를 분류 및 위치를 추적하고 Robot Arm으로 피킹하

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인지하고 판별하여, 로봇팔을 통해 객체를 

피킹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에는 객체를 인지하

고 판별하는 방식에 딥러닝 Inception 모델을 도입하여 객체를 5초 

이하의 시간으로 98% 이상의 정확도로 물체를 판별하도록 설계하였

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기존에 사람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해서 객체를 판단하고 피킹하는 시스템

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여 단순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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