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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형조작로봇은카메라입력영상과무게센서의변화가크기때문에물체파지와같은조작의과실여부를단일센서로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인 환경에서 강인한 이동형 조작 로봇의 과실 인지를 위해 이종의 다중 센서
데이터를융합하여입력으로가지는오토인코더기반의멀티모달이상탐지방법을제안한다. 제안한방법은동기화와합성곱
연산기반의융합모듈을거쳐축소,결합된다중센서데이터들을오토인코더를이용하여학습한뒤,학습된인코더의은닉층
과복원된표상에대한인코더은닉층사이의오차를통해이상여부를판단한다. 제안된방법의검증을위해로봇이물체를
파지하여이동하는중에놓치는실험을수행하였고,이때기록한다중센서데이터를이용하여검정한결과를제시하였다.

1 서론

최근서비스용로봇의역할은단순한키오스크형태에서자율주

행 기반의 배달로 발전해왔으며, 제조용 로봇에서 주로 사용되는

로봇팔이 부착된 이동형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형태로 발전할 것

으로전망된다. 그런데작업대에고정되어있는로봇팔이다루는

물체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고정된 카메라

를 통해 파지 성공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동형

조작 로봇이 운용되는 서비스 환경에서 접하게 될 물체의 종류는

다양하고,로봇의이동중입력되는영상과무게센서의변화가크

기때문에물체파지여부를감지하는것이상대적으로어렵다.

이논문에서는이동형조작로봇이이러한환경변화에강인하게

이상 상태 탐지를 수행 가능한 오토인코더 기반의 멀티모달 이상

탐지방법을제안한다. 제안된방법의검증을위해이동형조작로

봇이물체를파지하고이동중놓치는실험을설계하였고(그림 1),

이때기록된멀티센서데이터를이용하여실험한결과를제시한다.

그림 1: 물체떨어뜨림탐지실험시나리오

2 관련연구

로봇손또는그리퍼(gripper)의자세가부적합하거나접촉압력

이불충분할경우파지가불안정해지면서잡은물체가미끄러질수

있다. 이러한파지안정성은로봇조작과관련된중요한문제점중

하나로주로촉각센서를이용한연구들이진행되었다. 특히최근

에는 파지 안정성과 슬립(slip) 예측에 대한 촉각 데이터를 표현하

고처리하기위해딥러닝기반의방법론들이제시되고있다 [1].

파지의안정성과성공여부를평가하기위해센서데이터에서의

이상탐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단순한표현형을추출하는데좋은성능을나타내고있는심층오토

인코더(deep auto-encoder)를이용하여재구성된결과의오류값을

이상탐지의지표로활용하는방법들이각광을받고있다 [2, 3]. 이

방법은입력데이터와학습된오토인코더를통해복원된데이터의

차이를비교하는방식으로이상상태를탐지한다. Kim et al.[3]은

오토인코더의입력과출력만비교하는대신,인코더와디코더의각

은닉층출력값들을비교하여이상탐지성능을개선했다.

동적인 환경에서 센서 값은 신호적, 의미적 잡음들에 취약하다.

로봇의움직임에따른가속도는무게센서에영향을주는한편,카

메라영상은조도나모션블러(motion blur)뿐만아니라빠르게바

뀌는배경도이상탐지에영향을준다. 이같은잡음문제를다수의

센서들을 통합하여 해결하는 방법들로, 먼저 Lee et al. [4]에서는

비정형환경에서의로봇팔조작작업을위해촉각과시각센서를함

께인코딩하여자기지도방식으로학습하는모델을제안했다. 다중

표현형으로학습된모델을 Peg-in-Hole작업을위한강화학습정책

의입력으로사용하였을때,다양한실험환경및구성의변화에강

인한실험결과를나타냈다. Park et al. [5]에서는 PR2로봇의힘,

거리, 각도, 소리 등 다중센서 데이터를 은닉마르코프모델(hidden

Markov models)을이용해학습함으로써,로봇이식사도구를조작

하는작업에서이상상황을탐지할때높은정확도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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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멀티모달이상탐지모델구조

3 멀티모달이상탐지모델

3.1 멀티모달센서융합

센서들로부터입력되는원시데이터는크기와차원이모두다른

이종(heterogeneous)데이터들이다. 따라서효율적인이상탐지모

델입력값으로사용하기위해각데이터를동기화하고정규화하여

융합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먼저데이터기록시점부터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의 시간차를 시작 타임스탬프로 기록한다.

이후 10 Hz를기준으로한시간인덱스와가장근접한타임스탬프

에해당하는데이터를센서별로샘플링하여결합한다.

추출된데이터에서영상데이터는채널별로 0∼255사이의값을

기준하여 0∼1로,나머지데이터는최소,최대값을기준하여 0∼1로

각각 정규화한 뒤, 그림 2에서와 같이 각 데이터에 맞추어 설계된

합성곱(convolution)연산을거쳐차원을축소,통일,결합한다.

3.2 오토인코더기반멀티모달이상탐지

입력값 x가통과한인코더 f의 l번째은닉층이 Hl(x)이고,디코

더 g를통과한값 x̂이다시인코더를통과한 l번째은닉층을 Ĥl(x)

이라고할때수식 1과같이나타낼수있다.

Hl(x) = f0:l(x),

Ĥl(x) = f0:l(x̂) = f0:l(g(f(x))).
(1)

Hl(x)와 Ĥl(x)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식 2와 같이 오차 점수

(anomaly score)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오차 점수는 식별

기를통해정상,입력데이터간분포차이를계산하는데사용된다.

Score(x) =
L∑

l=0

||Hl(x)− Ĥl(x)||22, (2)

두데이터의분포차이를비교하기위해 Kim et al. [3]이제안한

NAP (normalized aggregation along pathway)를 사용한다. NAP

는특이값분해(SVD)를이용하여은닉층복원값오류분포를정규

분포형태로바꾸고,평균으로부터의거리를오차점수로활용한다.

데이터 xi ∈ X에대해 d(x)가 H(x) − Ĥ(x)이고, µ가 di ∈ D
의평균일때, D를수식 3과같이특이값분해하여 NAP를구한다.

ScoreNAP (x) = ||(d(x)− µ)T VΣ−1||22, (3)

4 실험및결과

4.1 로봇및센서종류

실험을위해 Toyota사에서제작한이동형조작로봇인HSR (Hu-

man support robot, 그림 1)이 물체를 파지, 이동, 놓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센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HSR은 몸체 높이가 100∼135cm (상체 상승시)이고, 바퀴와 그리

퍼가달린팔이장착되어이동및조작이가능하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는 그림 3의 순서대로 Head 3D 센서(RGB-

Depth), 6축 힘-토크(Force-Torque) 센서, Hand RGB 카메라

(RGB),그리고 Hokuyo사의실내용 2D LiDAR인 UST-20LX이다.

그림 3: HSR로봇의센서종류및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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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지슬립실험을위해선정한물체목록

물체 무게(g) 물체 무게(g)

박스과자 421 봉지과자 30

인형 102 책 597

스테인리스

컵 118
플라스틱

접시 38

칠판지우개 10 페트병 542

4.2 물체선정

HSR로봇이일상의실내환경을고려한로봇임을감안하여가정

에서자주사용되는물체를대상으로했다. 또한모양,크기,무게,

투명도,가변형성,재질등의특성을폭넓게포함할수있는물체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HSR 로봇의 그리퍼 너비(13.5cm)보다 파지

폭이 긴 물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실험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YCB Benchmark 데이터셋을 참고, 이와 유사한 범주에

포함되는물체들을확보했다. 선정된물체목록은표 1과같다.

4.3 실험방법

이동형 로봇이 이동 중에 물체를 놓치는 상황에 대한 센서 데이

터를기록하기위해다음과같이실험을설계했다. 먼저로봇이팔

을앞으로내밀면서실험자가전달하는물체를그리퍼로파지하고,

데이터 기록을 시작한다. 실험자는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로

봇을목표장소로이동시킨다. 목표장소에도착한로봇은물체를

파지하고 있는 그리퍼의 힘을 풀어 물체를 떨어뜨리고, 기록중인

타임스탬프에 레이블을 추가한다. 이후 비교 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록은 지정된 제한 시간까지 유지된다. 로봇 그리퍼에서

바닥까지물체가떨어지는시간을고려하여그리퍼의힘을푸는시

점부터 0.3초까지의 데이터를 이상 상태로 분류하고, 나머지 데이

터는정상상태로분류한다.

4.4 실험결과

그림 4는 멀티모달 센서 및 단일 센서를 이용하여 이상 데이터

를탐지했을때의 NAP를 AUC값으로환산한결과이다. 멀티모달

센서를이용한점수는 0.6181로다른단일센서결과와비교했을때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면서, 물체를 놓쳤을 때의 데이터들로부터

이상여부를가장잘나타낼수있음을보였다. 또한, 제안된방법

을수행하는데걸리는시간은멀티센서데이터융합에 1.6 ms,오토

인코더 은닉층 복원값 생성에 8.9 ms, 그리고 NAP 계산에 9.2 ms

로,총 19.7 ms가소요되어실시간으로활용이가능함을확인했다.

그림 4: 멀티센서와단일센서데이터기반이상탐지성능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 변화에 강인한 이동형 조작 로봇의 이상탐

지를위해오토인코더기반의멀티모달이상탐지방법을제안하고,

이동형 조작 로봇이 물체를 파지하고 이동 중 놓치는 실험을 통해

제안된방법을검증했다. 크기와차원이다른이종데이터들을효

율적으로 융합하기 위해 각 데이터에 맞게 동기화 및 정규화를 수

행하는모듈을추가했다. 실험결과는멀티모달센서를이용할경

우다른단일센서결과와비교하여가장높은성능을나타냈다.

향후에는 보다 동적인 로봇 움직임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

보하고,음향데이터를추가하여후속연구를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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