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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제조 공장 내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주행 중 객체 인식을 위한 YOLO v3 알고리즘의 정

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을 위해 2D LiDAR 및 스테레오 카메라가 장착된 AGV를 준비하였다. AGV 주행 중 

2D LiDAR를 활용한 SLAM 기법으로 지도 정보를 획득하였고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한 객체 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YOLO v3 알고리즘 기반의 학습 정도에 따른 재현율, AP, mAP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4000장의 train 
data 와 500장의 test data 로 훈련된 YOLO v3 알고리즘에 AGV에 장착된 스테레오 카메라의 시점과 높이에서 획득

한 1200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할 경우 mAP가 약 10% 향상되었다. 정밀도(precision) 와 재현율 역시 각각 6.8%
와 16.4% 향상되었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accuracy of YOLO v3 algorithm in object detection during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operation was investigated. First of all, AGV with 2D LiDAR and stereo camera was prepared. AGV was driven along 
the route scanned with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using 2D LiDAR while front objects were 
detected through stereo camera. In orde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YOLO v3 algorithm, recall, AP (Average Precision), 
and mAP (mean Average Precision) of the algorithm were measured with a degree of machine learning.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mAP, precision, and recall are improved by 10%, 6.8%, and 16.4%, respectively, when YOLO v3 is 
fitted with 4000 training dataset and 500 testing dataset which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earch and is trained 
additionally with 1200 dataset collected from the stereo camera on A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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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제조 기

업은 생산층 인구의 감소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생산

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의 목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다.[1,2] 
한편, 운송시스템의 자동화 역시 스마트팩토리의 고

도화를 위한 중요 요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라인 유도 

(바코드, 마그네틱테이프 등) [3-5] 혹은 레이저 등을 활

용해 제어되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라인 유도 등으

로 제어되는 AGV 는 인프라 구축 등 도입을 위한 비용

이 매우 높다. 비록 대당 도입 가격은 해마다 감소 추세

라고는 하나 여전히 대한민국 대다수 중소 제조 기업에

서 AGV를 도입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운반차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ROS 기반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자율주

행으로 제어되는 AGV의 주행 중 객체 인식 정확도 분

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R-CNN 과 SSD 대
비 연산 속도가 빨라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영상을 수집

하는데 있어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YOLO v3을 이용

하여 객체 간 겹침과 거리(원근)에 따른 객체 인식의 정

확도를 평가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AGV는 운전자 없이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송하는 물

류 이송 시스템으로써 일반적으로 라인 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어되고 있다.
하지만 라인 유도 방식은 라인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카메라를 활용한 비

전 유도,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및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경로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AGV의 자율주행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8]. 또한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동 중 장애물 회피, 물
류 인식, 적재 및 피킹 등의 연구[9,10]도 활발히 진행 중

이다.
초기 글자 인식을 위한 인공신경망 LeNet이 개발될 

당시엔 입력 가능한 이미지의 크기가 28✕28 정도로 매

우 작아 이미지 학습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하드웨어 

성능 향상으로 R-CNN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이미지 인

식, 음성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다. 딥
러닝 기반의 영상인식은 2012년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이미지 경진

대회에서 최초로 CNN 기반 알고리즘 모델이 압도적으

로 우승을 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객체인식 알고

리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미지 분류

(Classification) 분야에서 이 대회의 우승 알고리즘을 활

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객체인식 연구에 활용되는 알

고리즘은 R-CNN, SSD, YOLO 등이 대표적이다.

2.1. R-CNN 알고리즘

R-CNN은 상술한 ILSVRC 경잰대회에서 2012년 

CNN기반 알고리즘인 AlexNet이 우승을 하게 되면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11]. 그 결과 R-CNN, Fast 
R-CNN, Faster R-CNN 등 성능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사각형 타입의 바운딩 박스(Bounding box)가 

아닌 객체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segmentation을 활용

한 Mask R-CNN 등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11-14].

2.2. SSD 알고리즘

SSD(Single Shot Multi Detector)는 VGG-16 Network
의 구조를 인용하여 만든 알고리즘이다. 싱글 샷이란 단

어 그대로 사진 한 장을 변형 없이 훈련, 검출하는 알고

리즘으로 사진 한 장을 사용하되, 여러 개의 Multi- 
Feature Map을 구성하여 물체 크기에 맞는 바운딩 박스

를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인식한다. 
SSD는 다른 인공신경망들과 다르게 바운딩 박스 선

정 시 앵커 박스 (Anchor box)를 다양한 크기로 구성된 

feature map 그리드에 고정 시킨 후 이미지의 실제 위치

를 표시하는 그라운드 박스 (Ground box)와 중첩되는 

앵커 박스(IOU>0.5) 들을 혼합하여 최종 바운딩 박스를 

구성한다. 다른 객체인식 알고리즘에 비해 feature map 
구성에 있어 성능이 뛰어나다.[15]

2.3. YOLO 알고리즘

YOLO(You Only Look Once)가 제작되기 전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의 연산속도는 10FPS정도가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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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YOLO는 평균 45FPS의 연산속도를 가지고 있

다. YOLO 알고리즘 덕분에 실시간 객체인식이 가능해

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YOLO는 v2, v3 등 버전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

뤄지고 있다. 개발 초기엔 주로 단일 feature map 으로부

터 객체인식이 이뤄졌으나 multi-feature map 구성, 배치 

정규화를 통한 과적합 (over-fitting) 방지, 독자적인 

Darknet-19, <그림 1>에 나타난 Darknet-53 Network의 

개발 등 알고리즘의 개선 및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16] 

Fig. 1 Schematic of YOLO v3 Darknet-53

실제로 R-CNN, faster R-CNN, SSD, YOLO 의 성능

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결과[17]에 따르면 <그림 2> 와 

같이 YOLO는 FPS가 높은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지속

적인 개선을 통해 mAP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Fig. 2 Accuray and speed of R-CNN, SSD, and YOLO

본 논문에서는 공장 내 주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대

용량의 영상을 받아들이는 AGV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

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YOLO v3 알고리즘을 학습

시켜 공장 내 객체에 대한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실험 구성

AGV 객체 인식 및 주행 제어를 위한 실험 환경을 구

성하기 위해 사람, 파렛트(pallet), 박스, 플라스틱 바구

니 등의 객체를 AGV의 주행 경로에 배치하였다. 그리

고 ROS기반 LiDAR를 이용한 SLAM 방식으로 주변 환

경을 맵핑 (Mapping), 좌표를 선정하여 이동 중 만나는 

장애물을 인식, 회피하도록 하였다.
사람, 파렛트, 박스, 플라스틱 바구니 등의 클래스에 

대해 4000가지의 이미지를 확보 후 YOLO v3 알고리즘

을 활용해 학습한 모델과 AGV 에 장착된 스테레오 카

메라의 높이와 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1200가지의 이미

지를 동일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가 학습한 모델을 준

비하였다. 

3.1. 하드웨어 및 센서 구성

실험에 사용된 AGV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이
동을 위한 Turtlebot Kobuki, SLAM 기반 지도 형성을 

위한 2D LiDAR, 객체 인식을 위한 스테레오 카메라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의 원격제어를 위한 Wi-Fi 기
반의 네트워킹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Fig. 3 AGV used in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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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Kobuki

MODEL Turtlebot KOBUKI

Maximum translational velocity 70 cm/s

Maximum 
rotational velocity 180 deg/s

Payload 5 kg

Size
Diameter : 351.5mm
Height : 124.8mm
Weight : 2.35kg 

Sensor Data Rate 50Hz

Software C++ drivers ROS node

Kobuki는 유진로봇에서 개발한 연구용 모빌리티 플

랫폼으로, <표 1>에 상세 사양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

로 AGV의 주행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적합한 가속도 센

서, 자이로 센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돌 시 부품 보호

를 위한 충격 완화 범퍼,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Kobuki 
제어를 위하여 ROS가 탑재된 JETSON TX2 Hardware
를 USB를 이용하여 연결하였고, 원격제어를 위해 

Wi-Fi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 of LiDAR

MODEL RPLidar- A2

Weight 340g

Distance Range 0.15 - 6 m

Angular Range 0-360 degree

Distance Resolution <0.5 (0.15~1.5 meters)
<1% of the distance

Scan Rate  10Hz

AGV의 위치 인식 및 지도 생성을 위해 SLAMTEC 
사의 A2 RPLidar 가 장착되었으며, 상세 사양이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건물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RPLidar는 360°를 회전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해 

공간 정보를 얻게 되고 획득한 정보를 빠르게 지도로 구

현할 수 있다.

Table. 3 Specification of Stereo Camera

MODEL Intel Realsense Camera(D435)

Size 90 mm x 25 mm x 25 mm

Distance Range ~.11m - 10m

Camera Resolution 1280 ✕ 720

Sensor RGB Sensor

공간 내 객체 인식을 위해 IntelRealsense Camera 
(D435)를 KOBUBI 정면에 장착하였다. 스테레오 카메

라를 이용해 AGV 정면을 통해 인식되는 영상을 PC로 

전송, 객체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영상을 분석하였다. 카
메라의 상세 사양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2. 학습 알고리즘의 평가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은 대표적인 객체

인식 알고리즘 성능평가지표이다. 실제 이미지(Ground 
Truth)의 정답과 오답, 알고리즘 인식(Predict Result)의 

정답과 오답의 관계를 나타내는 Confusion Matrix는 

<표 4>와 같이 표현된다. TP(True Positive) 는 검출되어

야 할 물체가 잘 검출되는 것, FP(False Positive) 는 검출

되지 않아야 할 물체가 검출되는 것, FN(False Negative) 
는 검출되어야 할 물체가 검출되지 않는 것, TN(True 
Negative) 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체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Confusion Matrix

Object Detection
Predict Result

Positive Negative

Ground 
Truth

Positive TP FN

Negative FP TN

객체인식 알고리즘의 평가 측면에서 실제 이미지를 

높은 정확도로 검출해내는 것이 높은 성능을 가진 알고

리즘일 것이다.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이 있다.
정밀도는 알고리즘이 검출한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정밀도는 검출된 모든 

바운딩 박스가 정밀하게 검출한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

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r 


 det
 (1)

재현율은 알고리즘에 의해 제대로 검출된 객체의 비

율을 나타내며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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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AGV는 <그림 4> 과 같은 환경에서 지정된 좌표를 

기반으로 주행하였다. <그림 5> 와 같이 2D LiDAR를 

활용해 SLAM 기반 지도를 제작한 뒤, 출발점으로부터 

지정된 두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스테레오 카메라로 획득

한 주행 영상은 PC로 전송해 2FPS의 이미지로 검출해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이미지는 제외시켰으며, 클래스 중 하나인 사람의 경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AGV moves along the designated coordinates

Fig. 5 SLAM mapped Path of AGV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를 위한 클래스로 공장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파렛트, 박스, 플라스틱 바구니 

등 총 4가지를 선정하였다. 공장 환경의 특성 상 다양한 

제조 장비, 생산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영상 배

경에 대한 오 검출률이 낮고 또 AGV 가 주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취득해야 하

기 때문에 연산속도 및 처리가 빠르게 이뤄져야지는 

Yolov3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4000장의 이미지 데이터셋과 오버 피

팅 방지를 위한 500장의 무작위 테스트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한 YOLO v3 기반 모델 1, AGV 스테레오 카메라의 

높이와 시점에서 획득한 1200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학

습한 모델 2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6>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을 보여준다) 그리고 AGV 주행 중 

획득한 영상을 이미지로 분할하여 각 클래스별 두 모델

에서 보여주는 AP(Average Precision)과 AP의 평균값인 

mAP(mean Average Precision)의 값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표 5>와 같이 모델 1에서는 총 1265개의 

Ground Truth에서 770개의 TP를 검출하였으며, 모델 2
에서는 902개를 검출하였다. 즉 AGV의 높이와 시점에

서 획득한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에서 더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였다. 다만 <그림 7>과 같이 각 객체들

이 겹치지 않고 분리되어 있을 경우 정확한 인식을 하였

지만, <그림 8>과 같이 실험 과정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객체와 겹치거나 <그림 9>과 같이 스테레오 카메

라 상에 2가지 이상의 객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근거

리에 위치한 객체를 우선 인식하는 한편 원거리에 위치

한 객체의 이미지가 가려지게 되면서 인식 정확도가 감

소하였다. 이 때문에 FN(False Negative)값이 증가하였

음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Measured TP, FP, and FN

TP FP FN

Model 1 770 105 495

Model 2 902 62 363

Fig. 6 Data labeling for deep learning



딥러닝 기반 제조 공장 내 AGV 객체 인식에 대한 연구

41

Fig. 7 Accurate object detection (No overlapping)

Fig. 8 Inaccurate object detection (Overlapped by human)

Fig. 9 Inaccurate object detection (Detect nearest object 
first)

<표 6>에는 각 클래스의 모델별 정밀도와 재현율이 

나타나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높이와 시점에서 관찰

되는 1200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시키면서 정밀도와 

재현율이 각각 6.8%와 16.4%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7>에는 각 클래스의 모델별 AP 및 mAP가 나타

나 있다.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카메라의 높이와 시점에

서 관찰되는 1200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 시키면서 

약 10%의 mAP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시점에 따라 이

미지의 크기와 모양 변화가 큰 파렛트의 경우 가장 큰 

AP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것에 대해선 더 많은 train data 와 test data 확
보 및 학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Table. 6 Measured precision and recall

Precision Recall

Model 1 0.88 0.61

Model 2 0.94 0.71

Table. 7 Measured AP and mAP

AP
mAP

Human Pallet Box Plastic

Model 1 72.54% 55.35% 80.45% 74.60% 70.73%

Model 2 79.45% 67.36% 91.86% 82.14% 80.2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iDAR를 활용한 좌표 정보와 스테레

오 카메라를 활용한 객체 인식 정보의 결합을 통해 장애

물을 회피하며 지정된 경로를 이동하는 AGV의 객체 인

식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조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파렛트, 박스,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AGV 주행 경로 내 장애물로 배

치하였다. 학습 알고리즘은 정확도가 높고 연산 속도가 

빠른YOLO v3 를 채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다양한 각

도에서 촬영한 4000가지의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 1과 

AGV에 장착된 스테레오 카메라의 시점에서 촬영된 

1200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한 모델 2를 준비하였

다. 영상을 2FPS로 나눈 500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 

mAP를 측정하였다.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1265개의 Ground 

Truth에서 모델 1, 모델 2 알고리즘으로부터 각각 770, 
902의 TP(True Positive)값이 도출되었으며, 객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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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는 두 모델 모두 0.88, 0,94로 우수하지만, 영상 

이미지의 겹침 현상이나 원거리의 객체를 인식 못하는 

경우 FN(False Negative)값이 495, 363 등으로 높아지며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모델 1 대비 모델 2의 mAP는 약 10% 증가하였

으며, 각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가 파렛트의 경우 모델 

2의 mAP 가 모델 1 대비 더욱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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