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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GB-D 이미지를 활용한 CNN 기반의 실시간 지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지  탐색이란 로 의 손으로 물체의 어느 지 을 잡았을 때 안정 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 결정하는 기술로 단순한 이미지 내의 물체 탐지 기법과는 차이가 있다. 지의 치가 불안정할 경우 

로 의 손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동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에 정확하고 안정 인 지  탐색이 필요하다. 인식된 물체의 사  정보 없이 주어진 RGB-D 상으로

부터 지 을 탐색하며, 지  탐색 알고리즘의 정량 인 평가를 해 빠른 Rectangle Metric 측정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통해 이미지 처리가 아닌 학습을 통한 인경신경망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단순한 형태의 물체뿐만이 아닌 복잡한 형태의 물체의 지  탐색까지도 가능하다.

키워드: 지  탐색, 물체 지, grasping, grasp detection, CNN, 물체 피킹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NN-based real-time grasping point detection algorithm 

using RGB-D images. Grasping point detection is a technique that determines where and how a robot 

should grab an object to lift it stably, this makes it quite unlike simple object detection. If the grasp 

is unstable, due to a poor choice of location, it is easy to drop the object when the robot lifts it and 

therefore the robot may fail to complete the requested task. As such, accurate and stable grasping 

point detection is essential for the robotics industry. Also, we introduce a fast measurement algorithm 

based on the rectangle metric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grasping point detection technique. 

The proposed algorithm is able to search for grasping points on objects with complex shapes as well 

as simple ones by using neural network learning rather than simple image processing.

Keywords: grasping point detection, grasp planning, grasping, grasp detection, CNN, 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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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 신을 한 스마트팩토리 보 이 세계 으로 확

됨에 따라 물류 자동화를 한 물류 로 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류 로 은 IoT 기술, 자율 주

행, 환경  상황 인식, 스 링 등 다양한 기술의 융

합을 통해 물류 효율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로 시스템 

[1]이다. 재 물류 로  개발에 있어 가장 집 되고 있

는 기술은 수만 종의 물품을 상으로 피킹(Picking) 작

업을 수행하기 한 지(Grasping) 기술이다(그림 1).

로 의 지 치 탐색은 인식된 물체를 로 의 손으

로 집기 해 해당 물체에서 어떤 치를 각 손가락으

로 잡아야 하는지 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 치가 불안정할 경우 로 의 손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 에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연속 동작을 수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정확하고 안정 인 

지 치의 계산이 필요하다.

기존 이미지 처리를 통한 지  탐색 기법은 인식된 

물체의 정보를 사 에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했다. 하지

만 물체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새로운 물체나 는 컵, 

펜과 같은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물체가 아닌 가 , 안

경 등의 복잡한 형태를 갖는 물체의 지  탐색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최근 들어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지  탐색 기법[2-4]이 소개되

고 있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지  탐색 기법은 지

역  역 기술자를 고려해 비슷한 토폴로지를 갖는 

물체에 해서도 정확한 지 치를 탐색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지 기술은 인공 신경망을 활

용한 물체 감지(Object detection)와는 그 목 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그림 2). 물체 감지 기술은 이미지 속 물

체가 무엇인지 라벨링을 하거나 배경과 물체의 완 한 

구분을 통해 물체의 경계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를 계

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지  탐색은 안정 인 

지 치에 을 맞추었기에 결과로 나온 박스가 경

계에 해당하는 박스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배

그림 1 지  탐색 시스템 개요(photo credit: RGB-D 

image, Dominicos, wekipedia)

Fig. 1 System overview for grasping point detection 

(photo credit: RGB-D image, Dominicos, wekipedia)

그림 2 동일한 이미지에서의 지  탐색(왼쪽)과 물체 

감지(오른쪽)의 결과

Fig. 2 Results of grasping point detection (left) and 

object detection (right) on the same image

경과 물체를 구분하는 바운딩 박스는 하나의 고정된 ground 

truth를 가지지만, 지 은 물체에 따라 다양한 ground 

truth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물체 감지를 

한 인공 신경망 모델로부터 변형된 지  탐지에 특화

된 인공 신경망 모델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식된 물체의 사  정보 없이 주어진 

RGB-D 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 을 탐색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과, 계산된 지  탐색 결과의 정량

인 평가를 한 Rectangle Metric 기반의 빠른 측정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기하학 기반의 이미지 처리

가 아닌 학습을 통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

에 단순한 형태의 물체뿐만 아니라 가 , 안경 등의 복

잡한 형태의 물체의 지  탐색까지도 가능하다. 제안

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경 신경망을 활용한 

지  탐색 기법[2-6]보다 빠르게 학습되며 높은 정확

도를 보이는 안정 인 지  탐색을 목표로 한다.

2. 련 연구

물체 지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7,8]. 기존의 간단한 이미지 처리를 통해 진

행되던 지  탐색은 인식된 물체의 정보를 사 에 알

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했기에 새로운 물체에 한 실시

간 지  탐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등장한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지  탐색[2-6]은 학습을 통해 사  

정보가 없는 새로운 물체에 해서도 높은 정확도의 

지  탐색에 성공했다.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지  탐색은 모델 기반 지

와 데이터 기반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델 기반 지

[9-11]는 주어진 이미지 혹은 추가 인 센서로 3차원 

모델  환경 정보를 복원(reconstruction)한 뒤 지

을 탐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지로부터의 

3차원 모델 복원은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복원

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실시간으로 빠르게 지 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데이터 기반 지[2,3,6]는 이미지와 같은 시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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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지 정보를 직 으로 매핑시키기 때문에 정확

도와 시간복잡도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2-finger, 

3-finger, soft, hard 등 다양한 그리퍼의 특성에 따라 

지  탐색 시스템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2-finger 그리퍼를 사용한 로 을 상으로 하며 물체 

탐지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컨볼루션 신경망(CNN)

을 기반 학습을 통해 물체 지를 진행하며한다.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물체 지 학습[2]에서 오버헤드

가 발생하는 탐색 결과 평가의 소요 시간을 이고자 

Rectangle Metric 기반의 빠른 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제안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지 로 은 두 갈래로 나

어진 집게 형태의 그리퍼(Gripper)를 갖는 로 을 

상으로 한다(그림 3). 로 이 RGB-D 이미지를 입력받

아 실시간으로 지 을 탐색해 그리퍼의 두 손가락으

로 물체를 집게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RGB-D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물체 지  탐색 알

고리즘은 상 물체의 외형 근사화를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 RGB-D 이미지 상의 지 치 의 표 을 해 

2차원 좌표, 비, 높이, 기울기의 5가지 정보를 벡터 

  로 표 한다(그림 4).

복잡한 형태의 물체를 상으로 안정 인 지 치 

탐색을 해서 다양한 범주의 물체를 상으로 올바른 

지 치가 표시된 용량의 이미지 데이터 셋을 기반

으로 물체의 지 치를 학습시켰다(그림 5). 한 모

든 작업에 해 한 물체의 지 치 탐색 시 다양한 

방향과 상태에서 인식된 물체에 해 안정 인 지 

치 탐색을 해, 동일한 물체에 해서도 다양한 방향과 

상태를 갖는 데이터 셋으로 확장했다. 지 치 학습을 

해 20여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Cornell Grasping 

Dataset  다양한 방향과 상태에서 촬 된 물체 이미지

그림 3 두 갈래로 나 어진 집게 형태의 그리퍼와 로 의 

안면에 장착된 RGB-D 카메라

Fig. 3 A two-finger gripper and RGB-D camera mounted 

on the robot's face

그림 4 RGB-D 이미지 상의 지 치 의 표 을 해 

2차원 좌표, 비, 높이, 기울기의 5가지 정보를 

벡터   로 표 한다.

Fig. 4 We represent a grasping point on an RGB-D image 

using five pieces of information: two-dimensional 

XY coordinates, width, height and angle

그림 5 학습에 사용하는 지  이미지의 . 사  학습 

된 모델의 재사용해 인 튜닝(Fine-tuning)하기 

해 RGB-D 이미지를 RG-D 이미지로 변환해 

사용한다. 하나의 지  이미지는 여러 Ground 

truth 바운딩 박스를 가질 수 있다.

Fig. 5 An example of the grasping dataset. RGB-D images 

are converted into RG-D images for fine-tuning of 

the pre-trained model. One grasping data image 

may have multiple ground truth bounding boxes.

그림 6 물체의 지 치 탐색을 한 시스템 구조도

Fig. 6 System architecture diagram for grasping poi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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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해 지  탐색을 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켰다(그림 6).

지 치 탐색을 한 인공 신경망은 AlexNet을 기

반으로한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했다. 지  데이터셋

의 이미지는 임의의 방향에서 224×224의 크기로 크롭

(crop)되었으며, 5개의 컨볼루션 이어와 3개의 Fully 

Connected 이어를 결합해 최종 인 지 의 메타정

보를 계산한다. 이는 RGB-D 이미지로부터 지 메타 

정보로 직  회귀를 통한 지  탐색방법을 의미한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최 화를 해 사  학습된 컨볼루

션 신경망 데이터를 용하 으며, 물체 지  탐색 알

고리즘의 속도 개선 작업을 해 인공 신경망 내 이

어 최 화 작업을 진행했다.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지 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 따라 다양한 ground truth 지

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지  탐색의 특성은 기존 

연구[2-4]의 정확도 향상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Redmon

과 Angelova[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ground truth를 모두 반 한 학습을 진행

했지만, 한 이미지 당 수십 개의 ground truth가 존재

해 학습 속도가 하되는 단 이 존재했다. 본 논문에서

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빠르고 정확한 학습을 해 기존

에 사용되던 샘 링 기법이 아닌 그림 7과 같은 기하학

인 평가 알고리즘을 용했다.

4. 실험 결과

물건을 집기 한 안정  지  탐색 실험을 해 

Cornell Grasping Dataset을 이용해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진행했다. Cornell Grasping Dataset은 

물체 하나 당 약 30개 정도의 ground truth 지 이 

존재한다. 정량 인 평가를 해 Rectangle Metric을 

사용해 본 논문에서 진행한 지  탐색 알고리즘의 정

확도를 평가했다.

Rectangle Metric은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 치에 해 정확성을 단한다. 첫 번째로 계산된 

지 치를 나타내는 사각형과 ground truth 지 

치를 나타내는 사각형의 각도차가 30°이하가 되도록 한

다. 둘째로 Jaccard Index를 이용해 계산된 지 치

를 나타내는 사각형과 ground truth 지 치의 겹쳐

진 넓이의 비율이 겹쳐진 넓이가 체 사각형 넓이의 

합과 비교해 25%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지  탐색 시 결과로 나오는 바운딩 박스는 일반

인 물체 감지 결과와 다르게 회 된 사각형의 형태로 

주어진다. 따라서 ground truth 와의 정확도 측정을 

해서는 회 된 두 사각형이 겹쳐진 다각형 면 을 계산

해 측된 지 치를 평가해야 한다. 빠른 Rectangle

그림 7 효율 인 Rectangle Metric 측정을 해 컨벡스 

다각형 노드 집합의 추출 후 삼각화를 통해 넓이를 

계산한다.

Fig. 7 For efficient rectangle metric measurement, we 

collect nodes constituting a convex polygon and 

perform triangulation to calculate the area.

그림 8 컨벡스 다각형을 이루는 노드의 

Fig. 8 Examples of convex polygonal nodes

Metric 계산을 해, 기존에 사용되던 샘 링 기법이 아

닌 그림 7과 같은 기하학 인 알고리즘을 용했다.

겹쳐진 부분을 나타내는 컨벡스(convex) 다각형 좌표 

계산을 해 사각형의 각 변의 교차  집합을 계산 후 

컨벡스 다각형 집합에 삽입한다(그림 8). 교차 은 서로 

다른 바운딩 박스의 엣지끼리 교차가 이 질 때 발생한

다. 는 바운딩 박스의 노드가 다른 바운딩 박스 내부

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컨벡스 다각형 집합에 삽입한다. 

Graham Scan을 통해 노드를 정렬해 최종 으로 도출

된 컨벡스 다각형은 겹쳐진 부분을 표 하는 다각형의 

노드를 이룬다. 다각형에 삼각화 기법을 용해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체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다.

두 사각형  넓이가 작은 사각형의 두 변을 각각  , 

라 했을 때 기존의 샘 링 기법은 사각형의 모든 픽셀

을 순회하며 평가해야하므로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두 사각형의 각 

네 변의 교차  계산  최  8개가 존재하는 교차 들

의 Graham Scan을 진행하는 것이 부이므로 상수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 빠른 정확도 계산이 가능하다.

모든 실험은 i9-9900K Intel Core CPU, 32GB RAM, 

그리고 NVIDIA GeForce RTX 2080 Ti 그래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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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물체의 지 치 탐색 결과

Fig. 9 Detection results of various objects' grasping points

그림 10 실제 로 의 지 시연 결과

Fig. 10 Demonstration of the actual robot’s grasping

로 이루어진 단일 머신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Cornell 

Grasping Dataset의 5-겹 교차 검증을 총 10회에 걸쳐 

반복 으로 진행한 결과 평균 89.4%의 정확도를 보

다. 이는 박스, 컵 등의 단순한 형태의 물체뿐만 아니라 

안경, 가  등 복잡한 형태의 물체에 해 진행한 지 

치 탐색 결과를 포함하는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물체

에 해서도 지 치 탐색이 성공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실시간 탐색 성능 평가를 해 Asus 

Xtion Pro Live 카메라로 실시간 지  탐색을 진행했

으며, 지연 없는 우수한 탐색 결과를 확인했다. 한 실

제 로 을 상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결과 물뿌리

개, 시리얼 박스, 장난감 등 다양한 물체의 지 을 인

식해 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향과 상태를 갖는 물체의 

지 치 탐색을 해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지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한, 정량  평가를 해 

기하학  특성을 반 한 효율 인 Rectangle Metric 계

산 방법을 제안했다.

사  학습을 진행한 Cornell Grasping Dataset은 20

여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물체를 다양한 

방향과 상태에서 촬 한 이미지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로 의 지에 특화된 크기의 물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치 못한 크기의 물체가 입력된 경우 로 의 그리퍼

에 합하지 않은 크기의 지  바운딩 박스 결과를 

보 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  모델 학습 시 물체의 종

류 혹은 크기에 한 별도의 메타정보를 포함시킨 항상 

안정 인 크기의 지 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한, 실험 과정에서 실제 로 의 지에 있어 지  

탐색 시 고려해야할 추가 인 이슈가 발견되었다. 첫째

는 이미지에서는 추론 불가능한 물리 인 특성에 따른 

지 실패이다. 단순한 RGB-D 이미지 만에 의존하지 

않고 무게 심 등의 물체의 물리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실험 도  로 의 그리퍼의 사이즈에 

따른 지 실패가 발생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시스

템의 입력 이미지는 알맞은 사이즈로 정규화 되었기에 

물체의 실제 사이즈를 추론하기 어렵다. 한 올바른 

지 이 탐색되더라도 그리퍼의 두께에 따라 지가 불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  탐색 시 물체의 사이즈

를 추론하거나 인공 신경망 설계 시 로 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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