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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센서 기반의 다 관절 매니퓰레이터 간접교시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A User Interface for Vision Sensor based Indirect Teaching of a
Robotic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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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user interface for vision based indirect teaching of a robotic manipulator with Kinect and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sensors. The user interface system is designed to control the manipulator more easily in joint space,
Cartesian space and tool frame. We use the skeleton data of the user from Kinect and Wrist-mounted IMU sensors to calculate the
user’s joint angles and wrist movement for robot control. The interfac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allows the user to teach the
manipulator without a pre-programming process. This will improve the teaching time of the robot and eventually enable increased
productivity.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robot control and interf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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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여 교시를 하기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따라서 좀 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시간에 따른 작업을 지정해주는 로봇교시(robot
teaching)과정이 필요하다. 산업용 로봇에서 교시는 크게 직접
교시와 간접교시로 나뉜다. 직접교시(direct teaching)란 말 그
대로 사람이 직접 로봇의 말단을 잡고 경유점을 지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하고, 간접교시(indirect teaching)는 직접교시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방식을 총칭한다[1].
산업용 로봇은 각 작업 시퀀스에 따라 로봇의 위치 및 자

쉽고 빠른 로봇 교시 방법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티치 팬던트에 비해 쉽고 빠른 로봇 교시를 위해선 먼저
로봇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마스터-슬레이브 방식
의 Exoskeleton [4, 5]방식과 Joystick [6]을 이용한 로봇조작 방
법이 있다. Exoskeleton 방식은 직관적 조작은 가능하지만 무
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Joystick 방식
의 경우 조작이 간편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직관적이며 다양

세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시 작업은
보통 티치 팬던트[1]에 의해 교시되는데 티치 팬던트는 신뢰
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버튼 조작에 의해
로봇 팔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움직임 제어가 다
소 힘들고 교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16시간짜리 용
접작업을 교시 하기 위해서 약 8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모될
정도로 티치 팬던트에 의한 교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2].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달로 양팔로봇[3]을

한 모션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모션을 그대로 흉내 내거나[7,8] 음
성을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9]도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티치 팬던트에 비해 좀 더 쉽고 직
관적인 교시를 위해 비전센서를 이용한 간접교시 인터페이
스를 제안하였다. 비전센서 기반의 로봇 교시를 안정화 시키
고 보다 쉬운 교시를 가능케 하기 위해 클러치 시스템과 경
유점 교시, 교시 재생 모드 및 여러 제어 모드들을 구현하였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양팔로봇의 경우에는 두 개의 팔에 대한 연동된 동작을 고려
하여 교시해야 하기 때문에 버튼 방식의 티치 팬던트를 이용

다. 이를 통해 로봇 교시에 따른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과정
이 필요 없으며 보다 직관적인 로봇 교시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전체 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비전센서
기반의 교시를 위한 제어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보인다. IV 장
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V 장에서 결론을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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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비전센서 기반의 다 관절 로봇 간접교시 시
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과
유저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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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전센서 기반 로봇 교시 시스템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the vision-based robot teaching system.
1. 전체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에서 선택한 비전센서는 저가이면서도 널리 사
용되는 Kinect 센서를 사용하였고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Kinect SDK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SDK에서
제공해주는 Skeleton 정보를 활용하여 교시자의 오른팔의 움
직임 정보를 추출하고 매니퓰레이터 관절과의 mapping 통해
조인트 공간에서의 제어를 하였다.
카테시안 공간에서 매니퓰레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선 말단
의 6자유도 정보를 로봇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Kinect 센서
로부터 6자유도의 정보, 특히 손목 관절의 오리엔테이션 정
보를 추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손목에 3축 IMU
[10]센서를 부착하고 roll, pitch, yaw의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추출하여 문제를 보완하였다. 그림 1에 교시 인터페이스의
전체 흐름이 나타나있다. 교시자의 움직임은 Kinect와 IMU센
서에 의해 감지되어 오른팔의 관절 각도와 손목의 위치 및
오리엔테이션의 변량이 계산된다. 오른팔에서 어깨의 2개 관
절 및 팔꿈치 관절 q1~q3의 정보는 로봇의 조인트 제어를,
손목의 위치 변량 DPx , DPy , DPz 는 직교좌표 및 툴 좌표의
위치 제어를, IMU 센서로부터 추출한 교시자의 손목 오리엔
테이션 변량 Da , Db , Dg 는 직교좌표 및 툴 좌표의 오리엔
테이션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Kinect 센서를 통해 입력 받는 클러치는 사용자의 명령을
로봇에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의도치 않은
로봇의 움직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한정된 입력 공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교시자는 로봇을 제어 하는 도중 원하는 위치에 로봇이 도
달했을 때 Kinect를 통해 경유 점을 쉽게 저장할 수 있다. 저

그림 2. 비전센서 기반의 간접교시 유저 인터페이스.
Fig. 2. User interface of the indirect teaching based on vision sensor.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 영역은 클러치 커맨드 입력 영역이다.
각 커맨드는 오로지 왼손을 이용하여 입력하는데 해당 영역
에 왼손이 들어가면 색이 변하면서 커맨드가 활성화 됐음을
알려준다. 그림 2는 유저가 클러치 커맨드를 활성화 시킨 모
습이다.
III. 비전센서 기반 제어 방법 및 시뮬레이션
1. 조인트 공간에서의 로봇 제어
사람의 팔 동작을 로봇 팔이 그대로 따라 한다면 보다 직
관적인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즉 유저의 팔 관절이 움직인
각도만큼 로봇 팔의 해당 관절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팔이 사람의 오른팔의 움직임과 유사하
게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림 3
과 표 1과 같이 어깨 3자유도, 팔꿈치 1자유도, 손목 3자유도
로 구성된 사람 오른팔의 7자유도 기구학과 DH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위에서 구한 기구학을 바탕으로 Kinect에서 획득한 각 관
절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정리 1과 같이 어깨 3자유도와
팔꿈치 1자유도에 대한 관절 각 계산식을 도출해 내었다. 수
식에서 x, y, z에 붙여진 1~3의 번호는 그림 4에 나온 것처럼

장된 경유점은 교시가 끝난 뒤 곧바로 재생이 가능하다. 실
험에 사용된 Staubli TX60 [11]을 포함한 보통의 산업용 로봇
은 오프라인에서 미리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 티치 팬던트로
경유점을 교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비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좀 더 쉽고 빠른 교시가 가능하다.
2. 유저 인터페이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구현한 유저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좌측부터 depth view, skeleton view, RGB view이고 아래는 오른
팔의 현재의 각도 정보 및 손목의 변량에 관한 정보들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 배치되어 있다. Skeleton view
의 상단에는 현재의 모드가 디스플레이 된다. Skeleton view에
서 3개의 동그란 영역은 커맨드 입력 영역이다. 좌측 상단의
붉은색 원은 경유점 저장, 그 옆에 노란색 원은 모드 변경,

그림 3. 오른팔의 7자유도 기구학.
Fig. 3. 7-DOF Kinematics of the user’s right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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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오른팔 기구학의 DH-parameter.
Table 1. DH-parameter of the right arm kinematics.
Link

qi

ai

di

ai

1

q1

p /2

0

0

2

q2 + p / 2

p /2

0

0

3

q3

-p / 2

L3

0

4

q4 - p / 2

0

0

L4

5

q5

-p / 2

0

0

6

q6 + p / 2

p /2

0

0

7

q7

0

L7

0

그림 5. Kinect와 오른팔 사이의 z축 방향 거리.
Fig. 5. Z-directional distance between Kinect and right arm.

차례대로 어깨, 팔꿈치, 손목에 대한 벡터를 나타낸다.
정리 1: Kinect에 의한 오른팔 관절 각 계산 수식.

q3 =

q1 = atan 2( z1 - z2 , x2 - x1 )

(1)

q 2 = atan 2( y2 - y1 , x2 - x1 )

(2)

æ
- cos -1 ç
2
çç
è

p

z 2 - z3

( x3 - x2 )

2

2

+ ( y3 - y2 ) + ( z2 - z3 )

2

ö
÷ (3)
÷÷
ø

q 4 = cos -1 ((d 2 - L32 - L4 2 ) / 2 L3 L4 )

(4)

(1)번과 (2)번식은 각각 그림 3에서 어깨 1번과 2번축에 해
당하며 어깨와 팔꿈치의 위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아크탄젠
트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4)번 식은 그림 3에서
팔꿈치에 해당하는 4번축을 나타내는데, 제2코사인법칙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3)번 식은 그림 3에서 어깨 3번축에 해당하는데, 이 축은
팔꿈치 각도인 4번축이 0도인 경우에는 Kinect 센서로 검출
이 불가능하다. 3번 축의 각도를 Kinect 센서로 검출하기 위
해서는 팔꿈치 각도가 0도가 아닐 때 손목 좌표와 Kinect와
의 z축 방향의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림 5는 오른팔의 어깨 3번관절에 대한 각도를 표현한 것

2. 관절 각 추출 시뮬레이션
위에서 정의한 식의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그림 3의 기구학과 표 1의 DH-parameter를 기반으로
MATLAB을 이용해 오른팔을 모델링 한 뒤 Kinect SDK 프로
그램과 MATLAB 엔진과 실시간 연동을 통해 오른팔의 움직
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6~9는 각 관절 각도의 변화를 10초간
기록한 후 MATLAB을 이용해 plot한 결과이다.
그림 6의 좌측 상단의 그림은 유저가 어깨 1번 관절을 몸
통 뒤쪽에서부터 Kinect 센서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모습
이다. 1번 관절의 각도 변화는 10초 동안 30fps(frame per
second)의 주기로 기록되었으며, 우측 상단의 그래프는 이를
degree 단위로 환산하여 보여준 결과이다. 그림 6의 하단은
MATLAB을 이용하여 구성한 시뮬레이터의 결과를 보여주며,

이다. 그림에서 L4 = ( x3 - x2 ) 2 + ( y3 - y2 ) 2 + ( z2 - z3 ) 2 일 때
cos(a ) = ( z2 - z3 / L4 ) 이므로 a = cos -1 ( z2 - z3 / L4 ) 를 통해

a 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각도는
b 이므로 b = -(p / 2 - a ) 를 통해 3번 축 각도를 계산하였
다. b 에 음의 부호가 붙는 이유는 그림 3에 나온 기구학에
서 3번 축의 회전 방향이 Kinect와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Kinect센서 프레임과 오른팔 관절의 벡터.
Fig. 4. Camera frame of the Kinect and the right arm joint vector.

그림 6. 어깨 1번 관절의 MATLAB 시뮬레이션.
Fig. 6. Simulation results of the first shoulder joint in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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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깨 2번 관절의 MATLAB 시뮬레이션.
Fig. 7. Simulation results of the second shoulder joint in MATLAB.

그림 9. 팔꿈치 4번 관절의 MATLAB 시뮬레이션.
Fig. 9. Simulation results of the elbow joint in MATLAB.
좌측 상단부터 isometric view, Top view, Front view, Side view를
각각 나타낸다. 각 그래프의 중앙에 보이는 점은 오른팔 어
깨를 나타내며 선을 따라 차례로 팔꿈치, 손목, 손을 각각 나
타낸다. 우측 상단의 각도 변화 그래프에 따라 팔이 움직인
방향이 화살표로 나타나있다.
그림 8의 어깨 3번 관절의 시뮬레이션은 팔꿈치 각도가 0
도인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4번 관절을
90도로 고정한 후 실험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2, 3, 4
번 관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각 그림 7-9에 나와있으며
유저의 움직임을 잘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직교좌표 및 툴 좌표 공간에서의 로봇 제어
직교좌표 공간 및 툴 좌표에서 로봇의 위치 및 오리엔테이
션을 제어하기 위해 Kinect와 IMU센서를 이용해 오른쪽 손
목 움직임의 변량을 계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Kinect SDK

그림 8. 어깨 3번 관절의 MATLAB 시뮬레이션.
Fig. 8. Simulation results of the third shoulder joint in MATLAB.

1.6 버전에서 제공하는 손의 움직임 정보는 아직까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손이 아닌 손목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아래 정
리 2는 손목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의 변량을 이용한 로봇
제어 수식이다.
정리 2: 손목 움직임의 변량을 이용한 로봇 제어수식
ur
ur
ur
D P wrist = ( P wrist .curr - P wrist . prev )k
(5)
ur
ur
ur
P Robot . goal = P Robot .curr + D P wrist
(6)
ur
ur
ur
D R wrist = ( R wrist .curr - R wrist . prev )k
(7)
ur
ur
ur
R Robot . goal = R Robot .curr + D R wrist
(8)
(5)번식은 Kinect로부터 추출한 손목의 움직임 벡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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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계산한 손목의 변량벡터이다. 여기서 k는 로봇의 움
직임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한 gain값을 의미하는데,
PID 제어[12]에서 p-gain과 같은 역할을 한다. k값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을 선정하였다. (6)번식은 로봇의 목표
위치에 대한 계산식이다. 로봇의 현재 위치에서 유저가 움직
인 만큼을 더하여 로봇의 위치를 제어한다. (7)번과 (8)번식은
IMU 센서를 이용해 얻은 손목의 오리엔테이션의 변량을 이
용하여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제어하는 수식이다. 수식의
형태는 (5)번과 (6)번의 형태와 같다.
IV.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센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실제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로봇에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간단한 peg-in-hole 작업을 통해 제안된 인터페이스의 기능과
실험 결과를 보였다.
1. 실험 환경 및 구성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Staubli사에서 만든 TX60 모델이다.
TX60은 VAL3 [13]라는 고유의 언어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
며 소켓 및 시리얼 통신을 통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그림 10은 Kinect SDK로부터 TX60을 제어하는 전체 흐
름을 나타낸다.
그림 10에 나타난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Kinect SDK에서는
먼저 유저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skeleton과 각 관절의 x, y, z
포인트를 제공해준다. 그 중 오른팔의 각 관절 포인트를 이
용하여 III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절 각 및 손목의 위치 및
오리엔테이션의 변량 벡터를 계산해준다. 계산된 교시 데이
터는 소켓 통신을 통해 TX60의 컨트롤러로 전송이 되고 미
리 짜여진 VAL3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 받
는다. 마지막으로 메인 PC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커맨드에 따른 로봇의 모션을 생성하여 로봇을 제어한
다.
TX60은 floor 타입의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의 팔
관절과 직관적인 mapping은 어렵다. 따라서 조인트 공간에서
의 제어를 위해 어깨 1번 2번축과 팔꿈치 4번축을 각각

그림 11. 유저의 오른팔과 TX60의 관절 각 mapping.
Fig. 11. Joint angle mapping between user’s right arm and TX60.
TX60의 1번, 2번, 3번축에 mapping 하였다. 이때 그림 11과 같
이 유저의 forearm과 TX60의 forearm을 일치시키기 위해
TX60의 3번축에 항상 90도의 각도를 더해서 제어하였다. 그
림 11의 상단은 유저의 팔 각도가 모두 0도 일 때의 TX60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고 그 아래는 유저가 팔을 내렸을 때
TX60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유저와 TX60의
forearm끼리의 자세가 일치한 것을 볼 수 있다.
2. 로봇의 교시 추종 오차 측정
교시에서 중요한 척도 중 한가지는 사람의 의도를 로봇이
얼마만큼 잘 추종하느냐이다. 티치 팬던트를 이용한 교시의
경우 로봇의 추종 정도가 비교적 정확하게 보장이 되지만,
비전센서를 이용한 교시는 센서의 오차로 인하여 정확한 추
종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저의 움직
임을 측정한 뒤 이를 로봇이 잘 추종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을 하였다.
사람의 팔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관절의 움직임 정도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12는 어깨 2번 관절의 움직인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 뒤 실험을 한 모습이다.
보드에 각도계를 붙이고 각각 +30°, -30° 방향으로 선을
그린 뒤 각도계의 중심점에 어깨를 맞춰 총 60° 를 움직이며
로봇 및 유저의 관절 각 움직임을 각각 관찰하였다. 그림 13
은 유저의 어깨 2번 관절의 움직임과 이를 추종하는 TX60의
2번 관절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Clutch on과 Clutch
off사이의 움직임을 봤을 때 로봇 과의 통신 및 계산 시간에
따른 약간의 시간 지연은 발생하지만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측정 장비가 없어서 정밀한 측
정은 어렵지만, 그림 12와 13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림 12에서

그림 10. 비전센서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한 TX60제어 프로
세스.
Fig. 10. Control process of the TX60 through a vision-based
interface.

그림 12. 어깨 2번 관절의 관절 각 측정 실험.
Fig. 12. Experiment for the angle of the second shoulde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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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저의 어깨 2번 관절에 대한 TX60의 2번 관절 추
종 오차 측정 그래프.
Fig. 13. Graph of a tracking error. Full line means the movement of
the second shoulder joint and dashed line is the tracking
movement of the second joint of the TX60.
어깨가 움직인 각도와 그림 13의 그래프 값도 대체적으로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peg-in-hole 작업을 통한 간접 교시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peg-in-hole 실험을

(a)

(b)

(c)

(d)

(e)

(f)

(g)

(h)

그림 15. 교시 데이터의 재생(playback) 과정.
Fig. 15. Playback process of a teaching data.

수행하였다. 비전센서의 특성상 정밀한 위치 교시는 어렵기
때문에 홀 공차가 큰 종이컵에 실험하였다. 그림 14는 교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a)는 로봇의 초기위치를 나타내고 (b)와(c)는 조인
트 공간 제어를 이용한 경유점 1과 2를 교시하는 모습이다.
(d)는 카테시안 공간의 위치제어를 이용한 경유점 3을, (e)와

(a)

(b)

(c)

(d)

그림 16. 교시 및 playback과정에 대한 TX60의 경로.
Fig. 16. TX60 path graph of the teaching and playback process.
(f)는 툴 좌표의 z축 포지션 제어를 이용하여 종이컵에 pegin-hole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이때의 경유점은 각각 4와 5이

(e)

(f)

(g)

(h)

그림 14. 비전센서를 이용한 간접 교시 과정.
Fig. 14. Indirect teaching process using vision sensor.

다. (g)는 카테시안 위치제어를 이용한 경유점 6을 교시한 모
습이고, 마지막 (h)는 조인트 모드를 이용하여 마지막 경유점
7을 교시한 모습이다.
그림 15는 앞서 교시한 것을 재생(playback)하는 모습이다.
앞서 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a)~(h)는 그림 14에 나타난 경
유점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교시했던 위치 및 자세가 완벽
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6에는 교시 및 재생과정 동안의 TX60의 경로가 나
타나있다. TX60에 대한 경로는 카테시안 공간에서 Endeffector의 x, y, z정보를 나타낸다. 교시를 완료하기까지 총 소
요된 시간은 약 2분 정도인데 이는 티치 팬던트를 이용하여
동일한 작업을 교시하였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A User 시각
Interface
센서for
기반의
Vision다Sensor
관절 매니퓰레이터
based Indirect
간접교시를
Teaching 위한
of a Robotic
유저 인터페이스
Manipulator
설계

한 각각의 경유점을 저장한 시기, 즉 교시 구간과 재생구간
이 나타나있는데, 그래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면 교시
구간에서의 그래프의 변화 추이와 재생구간에서의 변화추이
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페
이스를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이후 로봇에 교시할 내용을 기
존방식과 같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 과정이 없이도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작업 공정
변화에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 교시에 독보적으로 사
용되는 티치 팬던트 방식의 단점을 보완 하고자 비전센서를
기반으로 한 다 관절 매니퓰레이터의 간접교시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제안된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Kinect와 IMU 센서를
이용하여 유저의 동작을 감지해 내고, 인식된 유저의 동작을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 및 교시할 수 있다.
티치 팬던트 방식의 교시 시스템은 정확하며 신뢰성이 높
지만 직관적 조작성이 다소 떨어지며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
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비전센서 기반의 간접교시 시스템은 버튼 조작
방식의 티치 팬던트에 비해 좀 더 쉽고 직관적인 로봇 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오
프라인 프로그래밍 과정이 없이도 교시된 내용을 곧바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전센서의 특성상 정확한 위
치의 교시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추후에 더 정밀한 센서를 사용하고 위치 교시에 대해서
는 물체 인식 등의 컴퓨터 비전 기술과 접목시켜 정확한 좌
표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쉽고 유연한 교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산업현장에 도입한다면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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