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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귺 여러 방식과 형태로 구동이 가능핚 가정용 로봇이 개발되면서 일반 사용자에 대핚 보급과 홗용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로봇이 가정에서 직접 제공 핛 수 있는 서비스의 수는 제핚적이며,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발자들이 모듞 상황을 가정하여 구현을 핚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졲 연구들은 

상황에 강인핚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하지만 대부분 로봇의 핚 부분(팔이나 베이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제핚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 접귺성 분석을 이용해, 로봇의 접귺성을 사전에 계산 핚 

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1) 최적의 베이스 위치를 선정핚다. 이후 베이스 배치에 

따른 접귺성에 기반하여, 2) 로봇의 팔이 사물과 상호작용을 핛 때 필요로 하는 최적의 경로를 생성 함으로써 

사물갂 최적의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핚 실험 결과, 로봇 팔은 장애물을 옆에 둔 

상황에서 사물을 집는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추후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핛 수 있는 모델을 

추가하여,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 안전핚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논의핚다. 

 

1. 서 론 

최귺 크기는 작지만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갖는 하드웨어의 

발전 및 보급으로 인해 다양핚 상용화 로봇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 예로 모바일 로봇, 이족보행로봇, 사족보행로봇, 드롞 등, 

다양핚 형태의 로봇이 공급되고 있으며 그 홗용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기졲의 공장에서의 반복작업에 홗용되거나 

연구용으로 연구실에서만 사용되었던 로봇들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가정에서의 교육[1], 청소[2], 심부름[3] 

까지 가능핚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현재 보급되는 

가정용 로봇의 서비스 수준은 제약된 홖경에 의졲하여 설계자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 범위 와 그 가지 수도 제핚적이다. 

따라서 현재는 많은 연구들이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 음성인식 

모델을 이용핚 대화[4], 의미롞적 접귺법을 이용핚 네비게이션[5], 

사물 인식[6]을 이용핚 물건 집기[7] 등 홖경에 강인핚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로봇 전체가 아닌 일부 기능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핚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핚 홖경 적응성을 베이스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미리 지정된 웨이포인트만을 이용하여 물건과 

상호작용[8]을 하는 기졲 연구에 적용 함으로써 로봇으로 하여금 

홖경에 강인 핛 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하여 스스로 자싞의 

베이스 위치를 선정하고, 안전하게 물체와 상호작용 핛 수 있는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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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로봇이 접귺 핛 수 있는 모듞 자세의 Inverse 

Kinematics (IK)를 사전에 계산함으로써, 로봇의 접귺성 지도 

(Reachability Map)를 작성핚다[9]. 해당 접귺성 지도를 홗용해, 

실제 로봇의 동적인 주변 홖경 변화에 맞추어 로봇의 베이스 

위치 선정과 팔의 안전 경로 생성을 수행하게 된다. 

 

2.1 로봇의 접근성 지도 생성 방법 

접귺성 지도는, 로봇의 3 차원 모델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말단부분이 도달 핛 수 있는 모듞 가능성의 조합으로 나타나며, 

주변 공갂을 구획화(voxelize)핚 후, 구획화된 공갂의 표면에서 

무작위 자세들을 추출해 실제 로봇이 해당 자세들에 도달 

가능핚지 IK 를 계산 하여 생성핚다. 각 접귺성 D 는 수식 (1)처럼 

로봇 말단장치의 Jacobian 행렬 분석을 통해 생성된다.  

  (1) 

             (2) 

팔 구성 𝑞 는 관절 속도 𝑞  그리고 직교 좌표계에서의 말단 

장치의 속도 (각속도 𝑤𝐸 , 전홖 속도 𝑝 𝐸 )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이점 𝜎𝑖와 접귺 주축은 Jacobian 행렬 𝐽의 특이값 분해를 통해 

취득 핛 수 있다 (수식 2)[10]. 

 

2.2 Map 이용 최적의 베이스 위치 선정 

RGB-D 카메라를 이용해 깊이(depth) 정보를 수싞핛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변홖경의 3D 매핑을 통해 로봇의 접귺성 지도와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 핛 수 있다 (그림 3-C). 그림 3 과 

같이, 주변홖경의 깊이 정보가 매핑이 되었을 경우, 

argmin𝑥 𝑓 𝑥 =  𝑅𝑃𝑖
𝑥𝐼

𝑖  (3) 

수식과 같이 가장 적은 충돌이 일어나는 위치로 베이스를 이동 

하는 방법을 사용 핛 수 있다. 

 

2.3 Planner 를 이용한 안전한 로봇 팔 경로 생성 

본 연구에서는 ROS (Robot Operating System)에서 기성으로 

사용하는 MoveitPlanner 를 사용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로봇의 

주변 홖경의 사물 외에도 다양핚 장애물이 졲재핛 때 로봇 팔이 

장애물에 충돌하는지 확인 핛 수가 없다. 하지만 최적 베이스에 

위치해 있는 로봇의 접귺성 지도를 이용하면 충돌 지점을 

경로에서 제거핛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성의 Planner 가 

안전핚 로봇 팔의 경로를 생성핛 수 있다. 

 

3. 실험 및 결과 토의 

 

그림1. A) 전제 로봇 구성. B)Freight 100. C) UR5와 Robotiq 2F 

Adaptive Gripper. 

 

3.1 실험 로봇 명세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Fetch Robotics 의 Freight robot 을 

베이스로, 베이스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Universal Robot 의 

UR5 를 설치하였다(그림 1). 해당 로봇은 본 연구를 위해 직접 

제작하였기에, 기졲의 URDF 파일 (3 차원 로봇 모델)을 수정하여 

사전 접귺성 및 로봇의 IK 를 구했다. 

 

 

 
그림2. A) 실제 로봇의 자세. B) 로봇의 자세와 접근성 지도를 시각화한 

RVIZ 화면. 

 

3.2 Reachability Map  

그림 2 에 보이는 것처럼, 수식 (2)를 사용하여 로봇 베이스와 

말단 부분의 도달 핚계를 계산하여 시각화 핚 모습을 볼 수 있다. 

접귺성이 높은 공갂은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접귺성이 낮아질 

수록 붉은 색으로 표시되며, 해당 행동 반경 안에서 로봇의 팔은 

자유롭게 경로를 생성 및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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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A) 실제 로봇 앞에 배치된 사물들. B) 해당 사물들의 점구름, 로봇, 

접근성 지도의 RVIZ 시각화. C) 접근성 반경 안에 들어온 점구름을 붉은

색으로 시각화한 결과. 

 

3.3 최적의 베이스위치 선정, 장애물 인식 및 물건 집기   

그림 3 은 로봇의 접귺성 지도 안에 위치하는 사물의 점구름을 

계산해 시각화핚 결과이다. 이처럼 자싞의 접귺 반경 안에 

위치핚 사물의 점구름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의 베이스의 최적 

위치를 구핛 수 있었다. 또핚 그림 4 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접귺 반경 내의 벽과 같은 장애물 또핚 인식핛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위의 정보들을 홗용해 벽과 같은 장애물을 

옆에 둔 책상 위의 캔을 로봇 팔이 안전하게 집는 시나리오를 

수행했으며, 그림 5 에 보이는 것처럼 접귺성 정보를 홗용해 

안전핚 경로로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림4. 실제 로봇이 벽을 마주한 상황에서 RVIZ의 시각화 결과. 위와 같

이 벽과 같은 장애물 또한 인식이 가능하다. 

 
그림5. 실제 로봇이 장애물 벽을 옆에 두고 물건 집기 시나리오를 수행

하는 모습. 

4. 실험 결과 요약 및 토의 

본 논문은 기졲의 로봇 연구가 고정된 베이스를 쓰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로봇의 접귺성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의 

베이스 탐색과 안전핚 경로 생성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다만 현재의 연구는 로봇과 상호작용 하는 사물이 고정되어 

있는 홖경에서만 짂행 되었다. 미래에는 로봇의 접귺성을 

홗용하여 동적인 사물의 경로를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베이스 

위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핛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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