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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CNN Object Detection과 더불어 3D 카메라 기반 디지털 좌표 인식 기술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3D Depth Camera인 Intel 사의 Realsense D455를 이용해 대상을 감지하고 분류하며 대상의 위치

를 파악한다. 또한 이 기술은 기존의 Depth Camera 내장 거리와는 다르게 좌표를 인식하여 좌표간의 거리

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Tensorflow SSD 구조와의 메모리 공유를 통해 시스템의 자원 낭비를 줄이며, 

속도를 높이는 멀티쓰레드를 탑재했다. 본 기술을 통해 좌표간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스포츠, 심리, 놀이, 

산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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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Object Detection에는 Classification과 Localization, Object 

Detection, Insatance Segmentation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Classification과 Localization은 Single Object 탐지, Object 

Detection, Instance Segmentation은 Multiple Objects 탐지에 쓰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bject Detection에는 단순히 물체의 종류를 

파악하고 2D 상에서 어느 픽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구별해주기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3D 카메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식 좌표 

기술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국내에서 렌즈가 하나인 Mono Camera(단안 카메라)를 통한 CNN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렌즈가 두 개 이상인 Depth Camera는 

스테레오 카메라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양안을 통해 거리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과정에서 렌즈 간의 변수를 추정하고 두 

렌즈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서로 대응하는 스테레오 매칭 작업이 

수반된다. 국내에는 아직 Depth Camera를 통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단일 영상 혹은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 Result

1. CNN Tensorflow : SSD Model

본 연구는 어떤 물체가 배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Deep 

Learning의 일종인 CNN을 사용했다. CNN은 이미지의 공간적/지역

적 정보를 유지한 채 특성(Feature)을 특정 계층(Convolutuon Layer)

에서 파악한다.[1]

Fig. 1. SSD :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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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Mobile Net Model은 기존의 1 Step Object Detection인 

YOLO보다 정확도와 속도(FPS)를 향상시킨 모델이다. 탐지 과정에

서 속도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하기에 기존의 YOLO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mAP)를 가진 SSD Model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Model FPS(Speed) mAP(Accuracy)

Fast R-CNN 0.5 70

YOLO 45 63.4

SSD 58 72.1

Table 1. System Environment

2. Depth Camera : RealSense D435 

Fig. 2. Realsense Depth Camera

RealSense Depth Camera는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를 렌즈

를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에 연산을 더해 거리 측정을 제공한다. 이는 

적외선과 같은 빛을 조사하여 광이 반사하여 돌아오는 시간인 빛의 

위상차를 계산해서 깊이 값을 찾아낸다.[3]

3. Multi Thread 

멀티 스레드는 각 스레드가 자신이 속한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공유하여 시스템 자원의 낭비가 적다. 또한, 하나의 스레드가 작업을 

할 때 다른 스레드가 별도의 작업을 할 수 있어 유저와의 응답성도 

좋다.

4. Result

Fig. 3. Miniature Detection

Tensorflow의 SSD Model을 통해 실시간 물체 인식을 한 결과, 

물체의 종류를 잘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깊이 카메라와 

물체 좌표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AI를 통한 물체 유형, 배열 거리, 구성 등을 고려하고

자 했다. 제안된 방법은 3D 깊이 카메라에서 인식된 이미지를 SSD 

모델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멀티쓰레드로 거리를 빠르게 계산한다. 

본 기술을 통해 거리 인식 및 물체 분류가 동시에 요구되는 산업, 

심리치료, 놀이안전, 군사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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