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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실내 서비스로봇의 위치 추정은 자율 주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특히 

카메라로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실내 저조도 환경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치 추정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미끄러짐은 주로 카펫이나 문턱 등을 

주행할 때 발생하며, 휠 엔코더 기반의 주행기록으로는 주행 거리의 정확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기반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기술(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이 동작하기 어려운 저조도, 미끄러운 환경에서 

저가의 모션센서와 무한초점 광학흐름센서(afocal optical flow sensor; AOFS) 및 

VGA급 전방 단안카메라를 융합하여 강인하게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로봇의 위치 추정은 주행거리 순간 변화량과 방위각 순간 변화량을 

누적 융합하여 산출했으며, 미끄러운 환경에서도 좀 더 정확한 주행거리 추정을 

위해 휠 엔코더와 AOFS로부터 획득한 이동 변위 정보를 융합했고, 방위각 

추정을 위해 각속도 센서와 전방 영상으로부터 파악된 실내 공간정보를 

활용했다.  

광학흐름센서는 바퀴 미끄러짐에 강인하게 이동 변위를 추정 하지만, 

카펫처럼 평평하지 않은 표면을 주행하는 이동 로봇에 광학흐름센서를 장착할 

경우, 주행 중 발생하는 광학흐름센서와 바닥 간의 높이 변화가 광학흐름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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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이동거리 추정 오차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흐름센서에 무한초점계 원리를 적용하여 이 오차 요인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로봇 문형 시스템(robotic gantry system)을 이용하여 카펫 및 세가지 

종류의 바닥재질에서 광학흐름센서의 높이를 30 mm 에서 50 mm 로 변화시키며 

80 cm 거리를 이동하는 실험을 10번씩 반복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OFS 모듈은 1 mm 높이 변화 당 0.1% 의 계통오차(systematic error)를 

발생시켰으나, 기존의 고정초점방식의 광학흐름센서는 14.7% 의 계통오차를 

나타냈다. 실내 이동용 서비스 로봇에 AOFS를 장착하여 카펫 위에서 1 m 를 

주행한 결과 평균 거리 추정 오차는 0.02% 이고, 분산은 17.6% 인 반면, 

고정초점 광학흐름센서를 로봇에 장착하여 같은 실험을 했을 때에는 4.09% 의 

평균 오차 및 25.7% 의 분산을 나타냈다.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영상을 위치 보정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즉, 

저조도 영상을 밝게 개선했으나 SLAM에 활용할 강인한 특징점 혹은 특징선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로봇 주행 각도 보정에 저조도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조도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영상이 밝게 보정 되면서 동시에 잡음도 증가하게 되는데, 

영상 잡음을 없애는 동시에 이미지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롤링 가이던스 

필터(rolling guidance filter; RGF)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 이미지에서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직교 직선 성분을 추출 후 소실점(vanishing point; VP)을 

추정하고 소실점을 기준으로 한 로봇 상대 방위각을 획득하여 각도 보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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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했다. 제안하는 방법을 로봇에 적용하여 0.06 ~ 0.21 lx 의 저조도 실내 

공간(77 m2)에 카펫을 설치하고 주행했을 경우, 로봇의 복귀 위치 오차가 기존 

401 cm 에서 21 cm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무한초점 광학흐름센서, 실내 위치추정, 저조도 영상 

학  번 : 2014-3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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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실내 서비스 로봇이란 사무실, 학교, 주택 같은 실내에서 사람과 공존하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을 지칭한다[1]–[6].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내 공간에서 서비스 로봇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스스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그림 1-1).  

두 바퀴 기반 이동 로봇이 기본적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휠 엔코더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각속도센서로 각도 변위를 측정한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 및 각도 오차가 누적되어 발산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7][8].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역 오차 보정 기법이 도입되었고, 이는 

크게 실내 환경에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9]과 로봇이 스스로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10]으로 나뉜다.  

그림 1-1 위치인식이 중요한 실내 서비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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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측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의 예는 와이파이 접근 장치(wireless 

access point; WAP)와의 거리에 따라 감쇄하는 신호 강도로부터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11][12],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비콘(beacon)을 다수 설치하여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 방법[13], 건물 실내 구조 정보와 초광대역 비콘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14], 다수의 카메라 설치하여 영상 처리를 통해 로봇의 절대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15], 바닥에 바코드를 인쇄하거나[16]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17] 등이 있다. 이런 방법은 사전에 장비를 

설치하고 교정(calibration)을 해야 하므로, 서비스로봇의 설치 편의성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서비스로봇의 위치인식 방식은 대부분 외부 

도움없이 로봇 스스로 위치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크게 

그림 1-2 실내 환경의 일반 조도 영상(좌) 및 저조도 영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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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활용하거나[18][19]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20]. 레이저 스캐너는 대부분 고가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까지 연구된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도 실내외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근하였으나[21][22] 카메라 동작 원리상 실내 환경이 어두우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감소하여 특징점 추출 및 매칭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그림 1-4, 그림 1-5). 특히 그림 1-2 의 오른쪽 

영상처럼 카메라로 위치를 인식하기 어려운 저조도 환경에서 로봇 주행 중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치 추정의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23][24]. 보통 미끄러짐은 그림 1-3 처럼 카펫이나 깔개, 문턱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데, 휠 엔코더 기반의 주행기록으로는 미끄러짐을 인식할 수 없으며, 

그림 1-3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환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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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센서를 함께 사용하여 추정할 경우에도 적분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1-4 A-KAZE[83] 특징점 추출 및 매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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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조도 활면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1-5 ORB[81] 특징점 추출 및 매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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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조사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션 센서 및 전방 단안 카메라 기반의 

위치 추정 연구에 대한 선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2.1  실내 이동형 서비스 로봇의 미끄러짐 감지 기술 

미끄러짐 감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휠 엔코더의 출력 정보와 

각속도 센서 및 가속도 센서 정보를 칼만필터(Kalman filter)로 처리하여 로봇이 

이동한 변위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속도 센서의 이중 적분에 

의한 오차가 존재하므로 주행 거리가 증가할수록 위치 오차도 증가한다[25]. 

또한 가속도 센서는 정지상태에서의 영점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 이후에도 주위 

온도나 중력에 따라 오차가 변화한다[26].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위치 

인식에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광학식 마우스(optical mouse)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27]–[39]. 광학식 마우스에 장착된 

그림 1-6 광마우스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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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흐름센서(optical flow sensor; OFS)의 구조는 그림 1-6 과 같다. LED에서 생성된 

빛을 바닥 표면에 조사하면 표면에 반사된 빛이 렌즈로 집광 되어 이미지 

센서로 수집된다. 이 때, OFS 내부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가 수집된  이미지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x축, y축 이동 변위를 계산한다(그림 1-7)[40].  

2000년대 초에는 OFS로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바닥 재질, 바닥과 

센서의 높이, 바닥에 조사되는 광량, 속도 등을 다르게 하면서 동작 특성을 

확인한 결과 로봇의 위치추정 센서로 사용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OFS의 동작이 보장되는 바닥과의 높이로 밝혀졌다[29][37]. OFS의 동작이 

보장되는 높이는 2.7 mm 이내이므로, OFS를 로봇 하단에 최대한 가깝게 

장착해야 하며, 이는 로봇이 주행 중 타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 높이를 

제한함과 동시에 높이 변화가 심한 카펫, 문턱 등에서 미끄러짐이 발생 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OFS를 2개부터 8개까지 다수 개를 사용하여 위치 

측정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38][41], 초점거리를 늘린 OFS를 여러 개 장착하는 

(a) 1번 영상            (b) 2번 영상        (c) 이동변위 계산 

그림 1-7 광학흐름센서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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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39][42] 등이 시도되었으나 OFS의 바닥과의 거리 변화에 따라 주행거리 

환산 계수도 변화하여 이동거리의 정확한 추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2000년대 말에 OFS 두 개를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하여 높이 

변화에 무관하게 주행 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43]. 하지만 이 

방법은 OFS 두 개가 필요하며, 바닥과의 높이 변화에 의한 이미지 흐려짐 

현상이 존재하고 광 분리기 제작도 어렵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1.2.2  저조도 영상 개선 기술 

저조도 영상을 개선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며[44]–[47] 가장 유용한 방법은 히스토그램 평활화이다[48]. 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조명 밝기를 조절하여 명암 값의 분포가 최대한 넓어야 

하는데, 명암 값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일하지 못한 영상은 

히스토그램 평활화라고 불리는 처리에 의해 명암 값 분포를 균일화하여 영상의 

명암 대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림 1-8 에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기 전 

영상과 수행 후 영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림 1-9 처럼,  어두운 영상에 적용할 

경우,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는 역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영상 기반 위치 추정 시 조도 변화에 강인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인간의 시각 모델을 바탕으로 한 레티넥스(retinex)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왔다[49]–[51].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영상의 색대비를 향상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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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도를 증진시킬 때 주로 사용한다. 레티넥스 알고리즘의 기본원리는 입력 

영상에 들어있는 배경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식 1-1처럼, 입력영상 I는 영상 

반사율(scene reflectance) R 과 조명 성분(illumination) L의 곱으로 볼 수 있다. 

 

( , ) ( , ) ( , )I x y R x y L x y                        (1-1) 

2 2 2( , ) exp( ( ) / 2 )G x y A x y                        (1-2) 

배경영상 = ( , ) ( , )G x y I x y                         (1-3) 

   ( , ) log( ) log( )SSRR x y  반사성분 입력영상/배경영상         (1-4) 

 ( , ) log ( , ) log ( , ) ( , )SSRR x y I x y G x y I x y                (1-5) 

 

배경영상(식 1-3)은 입력영상의 평균적인 영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적당한 크기(scale)의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식 1-2)를 적용하여 식 

1-3처럼 얻을 수 있다. 식 1-2의 A는 정규화 파라미터(normalize parameter)로서 

( , ) 1
x y

G x y   을 만족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 가우시안 필터를 

그림 1-8 히스토그램 평활화 적용 전(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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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 입력영상에서 필터 크기 보다도 작은 크기는 무시하는 효과를 준다. 

그 다음으로, 입력 영상의 배경 조명에 무관한 반사 성분은 앞서 구한 배경 

영상으로 나누면 된다. 식 1-4의, 레티넥스 영상출력은 이 반사 성분에 로그 

값을 취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반사 성분의 분포 범위를 압축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처럼 하나의 스케일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를 SSR(single-scale 

retinex)알고리즘이라고 한다[50].  

레티넥스 영상을 구할 때,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 크기에 대해서 

적용한 레티넥스 영상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서 합한 결과를 출력 영상으로 

그림 1-9 저조도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 적용 전(좌), 후(우) 

그림 1-10 저조도 영상에 SSR 알고리즘 적용 전(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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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MSR(multi-scale retinex)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이러한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필터링의 스무딩(smoothing) 효과로 인해 

전역적인 색대비 감소와 후광효과 및 색왜곡 문제가 발생하며, 히스토그램 

평활화 대비 성능 개선 정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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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여도 

본 논문에서는 전방 단안 카메라 기반 실시간 지도작성 및 위치 추정 

기술이 동작하기 어려운 저조도 환경에서, 카펫처럼 로봇이 주행 시 바퀴 

미끄러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실내 서비스 로봇 스스로 위치 추정이 

가능한 기술을 제안했다. 가장 저렴한 센서인 휠 엔코더, 각속도센서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OFS와 단안 카메라를 사용하여 위치 추정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기존 OFS의 한계점인 바닥과 OFS 간 거리 변화에 의한 영상 흐려짐 현상 

및 거리환산계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OFS를 하나만 사용하여 OFS와 바닥 간 

높이 변화에 강인하게 주행거리를 추정했다. 기존 OFS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무한초점 시스템(afocal system) 및 바늘구멍 카메라 원리(pinhole camera)을 

적용한 AOFS를 제안했으며, AOFS를 사용하면 카펫이나 문턱 등반 시 발생하는 

높이 변화에 강인하게 주행거리를 추정한다.  

또한, 기존에는 영상 기반 위치 추정 시 너무 어두운 영상은 활용하지 

못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0.1 lx 수준의 저조도 영상도 영상처리를 통해 로봇 

방위각 보정에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기존 영상 기반 SLAM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0.1 lx 수준의 저조도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로 영상을 

밝게 한 후 롤링 가이던스 필터[52][53]를 적용하여 영상 잡음을 없애면서 

동시에 이미지 경계를 뚜렷하게 했다. 밝기 및 잡음이 개선된 영상에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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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다수 분포하는 직선 선분을 추출하고 비슷한 방향 별로 분류한 후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을 구해 소실점을 추정한다. 이렇게 구한 소실점을 활용하여 

공간과 로봇 간 각도 차이를 추정한 후 로봇의 방위각을 보정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도 조절이 가능한 실험공간에서 조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동작을 보장하는 최저 조도 조건을 확인했으며, 최신 영상기반 

SLAM인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SLAM[21]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비교실험군의 위치 획득 센서는 전방 카메라,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로 

구성했으며,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실험군은 AOFS를 추가로 사용했다. 실제 

로봇을 주행하면서 전방 영상 및 주행기록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시험 영상 

데이터셋을 획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로봇의 ARM Cortex A9 보드에 포팅하여 

위치 추정 실험을 수행했다. 0.06~0.21 lx의 조도 환경에서 실험결과 비교 

실험군의 복귀 오차 400.8 cm 대비 제안하는 방법의 복귀 오차는 18.4 cm 로 

확인되어 위치 추정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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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이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는 저조도 미끄러운 실내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주행 거리를 추정하기 위한 AOFS의 원리 및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1절에서는 AOFS에 적용된 무한초점계를 설명하고, 2절에서는 OFS 와 

바닥 간 높이 변화에 기인된 이미지 번짐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3절에서는 제작된 AOFS 및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질과 높이에서 실험한 

결과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저조도 영상을 개선하여 맨하탄 프레임(Manhattan frame)을 

구성하는 직선 성분을 추출한 후 방위각 보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1절에서는 이미지 내 경계를 뚜렷이 하면서 경계 내 잡음을 줄여주는 롤링 

가이던스 필터를 설명하고, 2절에서는 하나의 영상으로 3차원 실내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3절에서는 파악된 소실점을 로봇 방위각 보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4절에서는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AOFS, 영상에서 

추출한 소실점 랜드마크를 융합하여 최종 주행기록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5절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 계획을 설명하고, 이어서 

6절에서는 저조도 영상으로 방위각 보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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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소개한 기술을 융합하여 실내 가정환경과 유사한 

실험공간에서 실험한 결과를 기술한다. 1절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알고리즘 테스트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2절에서는 ARM Cortex A9 

임베디드 보드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포팅하여 실험한 결과를 

기술한 후, 3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결과와 최신 ORB SLAM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논문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고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과 응용 가능성 검토와 더불어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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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무한초점 광학흐름센서(AOFS) 모듈 

2.1  무한초점 시스템(afocal system) 

본 논문에서는 OFS의 높이 변화에 의한 주행거리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OFS에 무한초점계 원리를 적용한 AOFS를 제안한다. 광학에서 무한초점시스템 

즉 초점이 무한대에 있는 시스템이란 렌즈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과한 입사 

광선이 수렴 또는 발산을 하지 않는 즉, 무한 유효 초점 길이를 갖는 

광학시스템이다[54]. 무한초점 시스템은 두 렌즈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첫번째 

렌즈의 초점을 두번째 렌즈의 초점과 일치시키면, 물체 공간에서 광 축과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위상이 반전된 후 이미지 공간에 평행하게 

조사된다(그림 2-1). 즉, 입사광선이 무한초점시스템 통과 후 수렴 하지도 발산 

하지도 않아 바닥과의 거리 변화에 따른 상 크기의 변화가 없게 된다. 즉, 

  

Pinhole

L1

L2

 
 

    

 
       

  
B

  
A

그림 2-1 무한초점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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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에서 무한초점 시스템으로 입사하는 빛은 무한대에서 이미지를 맺는다. 

무한초점 시스템의 일반적인 예로는 별을 보는데 활용하는 망원경 및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쌍안경 및 레이저 빔의 출력 지름을 변환하는 광선확장기(beam 

expander) 등이 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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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늘구멍 효과 

바늘구멍 효과(pinhole effect)란 바늘로 뚫은 작은 구멍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에 대한 효과로서,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은 스크린의 위치에 상관없이 

상을 만들게 되며, 스크린의 거리가 달라지면 상의 크기가 변하고, 밝기는 거리 

제곱의 비율로 감소한다. 바늘구멍 사진기(pinhole camera)의 구멍이 완벽한 원에 

가까울수록 상의 왜곡이 적다. 착란원이 형성되지 않는 정확한 상을 얻기 위한 

구멍의 크기와 초점 거리에 대해서는 페츠발 요세프(Petzval József)가 처음으로 

계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존 윌리엄 스트럿 레일리(John William Strutt Rayleigh)의 

다음과 같은 계산식(식 2-1)[55]을 사용한다.  

 

1.9d f                                (2-1) 

 

여기서 d 는 구멍의 직경이고, f 는 초첨거리,  는 빛의 파장이다. 제작한 

AOFS의 바늘구멍과 이미지센서 간 거리는 0.01 m 이고, 가시광선의 파장대는 

399 nm ~ 780 nm 이므로 위 식에 대입하면 구멍의 직경은 120 μm ~ 168 μm 일 

경우, 좀 더 정확한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1의 광선 ‘A’ 처럼 렌즈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그 렌즈의 

초점을 지나는데, 무한초점시스템에서 바늘구멍을 두 렌즈의 초점이 일치하는 

곳에 위치시킬 경우, 광축과 평행한 입사광만 바늘 구멍을 통과하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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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screen)에 상을 맺게 된다. 광축과 평행하지 않은 광선 ‘B’ 는 구멍이 

존재하는 평면에 의해 차단되므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구멍이 

작을수록 구멍을 통과하는 전체적인 광량은 줄어들어 AOFS가 바닥 표면 

무늬를 인식하기 어려워지므로 구멍이 작아지는 만큼 더 강한 조명을 바닥에 

조사해야 한다. 반대로 구멍 크기를 키울수록 최종 획득한 이미지는 밝아지지만 

번짐 현상에 의해 이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식 2-2를 보면 입출력 영상 간 종배율은 오직 두 렌즈의 초점 거리의 비로 

만 결정된다. 

 

2

1

'f h
m

f h
                               (2-2) 

 

여기서 m 은 종배율이고, 
1f 은 렌즈 1의 초점거리, 

2f 는 렌즈 2의 초점거리, 

h는 입력 이미지 속 물체의 종축 길이, h’은 출력 이미지 내 해당 물체의 종축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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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한초점 광학흐름센서(AOFS) 모듈 프로토타입 

본 논문에서는 OFS로 ADNS-3080(그림 2-2)[56]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광학흐름센서는 저해상도 카메라와 디지털 신호처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연속 이미지를 분석하여 미세 패턴이 움직인 상대 변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프로그램되어 있다[57]. OFS는 발광다이오드로 빛을 바닥 

표면에 조사한 후 반사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동거리를 추정한다. 만약, 바닥 

표면에 불규칙성이 거의 없거나 충분하게 빛이 반사되지 않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보장되지 않는다. OFS는 주로 CMOS 카메라를 사용하며, 

하나의 칩에 카메라와 디지털 신호처리 장치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동 변위를 

계산하기 위해 일련의 영상 매칭을 통해 영상흐름(optical flow)을 추정한다(그림 

1-7)[58].  

광마우스 단면도(그림 1-6)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OFS 칩, 표면을 밝게 비추는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된 빛을 

바닥에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플라스틱 렌즈 및 바닥에서 반사된 빛이 

광학흐름센서에 잘 도달하도록 모아주는 볼록렌즈가 하나의 투명 플라스틱 

그림 2-2 광학흐름센서 ADNS-3080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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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로 형성되어있다.  

이 세 부분의 조합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광학식 마우스는 굉장히 낮은 

높이(2.3 mm~2.5 mm)에서 초점이 잘 맞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용도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좀 더 긴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로 변경할 경우 이 동작 높이는 

증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ADNS-3080[56]은 30    30 픽셀 크기의 

회색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영상 소자를 포함하고 있다. ADNS-3080 의 경우 

2.4 mm 의 높이에서 평평한 바닥 표면 약 1.82 mm  1.82 mm 영역의 이미지를 

초당 2,000 장에서 6,496 장까지 획득하여 이미지 간의 이동 변위량을 추정할 수 

있다. ADNS-3080이 가지고 있는 표준 SPI 통신 방법으로 OFS 칩 내부 

레지스터의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OFS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무한초점시스템이 적용된 AOFS 모듈(그림 2-3)은 0.5 mm 직경의 

그림 2-3 AOFS 모듈의 구조(좌) 및 단면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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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과 10 mm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그림 2-1 의 L1)와 그림 2-1 의 L2 

렌즈를 ADNS-3080의 이미지 소자로 대체하여 구성했다. L2 렌즈의 역할은 

렌즈를 통과한 광선을 렌즈 광축과 평행하게 해주어 L2 렌즈와의 거리에 관계 

없이, 시스템을 통과한 상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OFS의 이미지 소자로 대체하여도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구멍이 너무 작아 

AOFS가 바닥의 영상을 인식하기에는 광량이 부족하므로, 발광다이오드 4개를 

사용하여 영상의 밝기를 향상시켰다[59]. ADNS-3080이 초당 6,400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설정했으며, 움직인 거리에 따라 취득되는 카운트 수는 mm 당 63 

카운트로 설정했으므로, 1 카운트는 31.75 μm 에 해당한다.  

그림 2-4 AOFS 모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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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한 AOFS 모듈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그림 2-4에 나타냈다. 

그림 2-4a는 바늘구멍이 보이는 사진이고, 그림 2-4b는 ADNS-3080 OFS칩을 

보여주며, 그림 2-4c는 AOFS 모듈의 투시도이고, 그림 2-4d는 렌즈와 LED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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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한초점 광학흐름센서(AOFS) 모듈 실험 계획 

바닥과 센서간 거리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정확히 움직일 수 

있도록, 센서 높이 조절용 지그(XWG60, Misumi, 도쿄, 일본)[60]와 벨트 기반 

선형 구동기(belt-driven linear actuator, DRSB99SL40-ST1000, Dream Robot System, 인천, 

한국)[61]로 구성된 로봇 문형 시스템(robotic gantry system)을 사용했다(그림 2-5). 

선형 구동기의 반복 정밀도는 20 μm 이며 정확도는 50 μm 이고 최고 속도는 

1000 mm/s 이다. 선형 구동기의 최대 이동거리가 100 cm 이므로 실험에서의 

이동거리는 80 cm 로 설정했다. 센서 높이를 정밀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래크와 

피니언(rack and pinion) 형태의 위치설정기를 사용했다[35]. 마이크로 

제어장치(microcontroller)인 마이크로칩(Microchip) 사의 16비트 DSP인 

dsPIC33FJ256[62]을 사용하여 ADNS-3080 칩과 SPI 통신으로 AOFS 모듈로부터 

(a) 로봇 문형 시스템; (b) 높이조절 지그; (c) AOFS 모듈 활성화 상태 

그림 2-5 AOFS 모듈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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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s 마다 이동 변위 정보를 획득했다. 

AOFS 모듈을 이동 로봇에 장착하고 실내환경에서 주행할 경우, 로봇 

자체의 현가장치(suspension)를 제외한 센서 높이 변화의 주요 요소는 카펫, 문턱, 

울퉁불퉁한 바닥 및 책과 같은 높이가 낮은 장애물 등이다. 제작된 AOFS 

모듈이 이러한 환경에서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의 바닥재질에서 센서 높이를 달리하면서 이동 변위 획득 성능을 실험했다. 

바닥 종류는 그림 2-6 처럼, 텍스처 스타일 카펫(texture-style carpet), 루프 스타일 

카펫(loop style carpet), 강화마루, 비닐장판이다. AOFS와 실험용 바닥재 표면 

사이의 높이를 30 mm 에서 50 mm까지 5 mm 간격으로 변화하면서, AOFS 모듈은 

로봇 문형 시스템에 장착하여 35 cm/s의 속도로 80 cm의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AOFS가 인식하는 이동거리를 측정했으며, 같은 높이에서 10번씩 반복했다.  

 다음으로는 AOFS를 실내 이동 로봇인 LG전자 로보킹(그림 2-7)에 

장착하여 루프 스타일 카펫(그림 2-6b)에서 1 m 거리를 이동시키며 실험했다. 

(a) 텍스처 스타일 카펫; (b) 루프 스타일 카펫; (c) 강화마루; (d) 비닐 장판 

그림 2-6 실험에 사용된 바닥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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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스타일 카펫의 높이 변화가 다른 바닥재질 대비 가장 크므로, 이 카펫을 

대표로 선택했다. 루프스타일카펫의 높이 변화는 그림 2-8에 나타냈다. 표면 

윤곽은 레이저 거리 센서(DLS-B 30, DIMETIX, Herisau, 스위스)[60]로 측정했으며 

측정 분해능은 0.1 mm 이고 앞서 실험과 동일한 로봇 문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레이저센서를 0 mm 부터 200 mm 까지 1 mm 씩 움직이면서 표면 윤곽을 

측정했다. 평균 높이와 표준편차는 각각 86 mm 와 8.7 mm 였다. AOFS가 장착된 

이동로봇을 루프 스타일 카펫 위에서 손으로 움직인 후 평균 주행거리추정 

에러와 표준편차를 계산했다. 

그림 2-7 AOFS가 장착된 이동로봇 

그림 2-8 레이저로 측정한 루프 스타일 카펫의 표면 높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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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실험으로는 로봇이 루프 스타일 카펫이 깔린 실험 공간(그림 

2-9)에서 가로 2 m, 세로 1.5 m 의 직사각형 궤적을 20 바퀴 주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한 후,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조합과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AOFS 

센서를 조합했을 경우의 위치 추정 성능을 비교했다. 로봇 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ground truth)하기 위해 바이콘 모션 인식 시스템(motion capture system, VICON, 

영국)[63]을 사용했다(그림 2-11, 그림 2-10). 모두 8개의 Vantage V5 모션 캡쳐 

카메라를 실험 공간에 설치했으며, 이 카메라는 로봇에 장착된 적외선 반사 

마커를 추적하여 로봇의 위치를 0.5 mm 오차 이하로 계산한다.  로봇이 5 cm 

이동하거나 각도가 30 도씩 변할 때마다 로봇의 위치를 측정하여 로봇에 연결된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한 후, 주행이 완료되면 컴퓨터로 옮겨 바이콘 

시스템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위치 오차를 측정했다.  

그림 2-9 카펫이 설치된 실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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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바이콘 모션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실험 공간 

그림 2-10 바이콘 모션 캡처 카메라 및 적외선 마커가 장착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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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한초점 광학흐름센서(AOFS) 모듈 실험 결과 

첫번째 실험은 제작된 AOFS 모듈이 바닥과의 높이 변화에 무관하게 

선명한 영상을 출력하는지 확인했다. ‘an’ 이라는 단어를 엠에스 워드(MS Word)로 

글자크기 9 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times new roman) 서체로 A4 용지에 출력하여, 

바늘구멍이 적용된 AOFS 모듈과 바늘구멍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OFS로 

이미지를 높이 별로 촬영하여 선명도를 비교했다. 그림 2-12에서 알 수 있듯이 

센서의 높이를 30 mm 에서 50 mm 까지 5 mm 간격으로 변화하면서 영상을 

획득한 결과, 바늘구멍이 적용된 센서의 이미지가 더 선명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비교 실험에 사용된 기존의 OFS 모듈은 35 mm 에 최적화되어 있다.  

핀홀이 적용된 AOFS와 핀홀이 적용되지 않은 OFS로 네 가지 바닥재질에서 

3
0 3
5 4
0 4
5 5
0

  
  

(a)

(b)

(c)

(a) mm 단위 센서 높이;  

(b) 기존 방식의 OFS로 획득한 영상; (c) AOFS로 획득한 영상 

그림 2-12 센서 높이 별 획득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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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높이를 달리하면서 평균 이동거리와 표준편차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2-13에 정리했으며, 표 2-1에 상세 수치를 명기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AOFS는 센서 높이가 30 mm ~ 40 mm 영역에서 1 mm 변화하면 0.1%의 거리 추정 

그림 2-13 바닥재 종류 별, 센서 높이 별 10번 반복 측정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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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발생하지만 기존 방식의 OFS는 14.7% 의 거리 추정 오차를 보인다. 표 

2-1을 보면, AOFS의 높이가 40 mm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오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늘 구멍 크기가 이상적으로 0이 될 수 없으며, 센서 모듈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와 바닥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표면 조도가 

어두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 사용한 이동로봇의 하단 

부분과 바닥과의 거리가 10 mm 이므로 실험 결과를 볼 때, 이정도의 

동작범위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AOFS를 로봇에 장착하여 루프 스타일 카펫 위에서 1,000 mm를 

10번 반복 이동하면서 추정된 평균 거리와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평균 거리는 

1000.2 mm 로 0.02%의 거리 오차를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17.6을 나타냈다. 반면, 

기존의 OFS로 실험한 결과 평균 거리는 959.1 mm 로서 4.09%의 거리 오차를 

보였고, 표준편차는 25.7을 나타냈다(표 2-2). 

그림 2-14 카펫이 없는 환경에서 휠 엔코더와 각속도센서로 추정한 로봇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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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험으로는 로봇을 바이콘 시스템이 설치된 실험 공간에서 카펫을 

설치하지 않고 1.5 m × 2.0 m 직사각 영역 외곽을 따라 20바퀴 주행하면서 휠 

엔코더와 각속도센서로 위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2-14와 같으며 위치 오차 

평균은 175 mm, 표준편차는 114 mm 이며 최대 오차는 481 mm 를 나타냈다. 

미끄러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휠 엔코더로 추정한 주행거리도 비교적 

정확하나 회전을 많이 할 수록 각속도 센서로 측정한 각도가 점점 틀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펫을 설치했을 때는 그림 2-16 처럼, 바퀴 미끄러짐에 의해 

최대 위치 오차는 10,346 mm을 나타냈다. 그림 2-15 처럼, 카펫환경에서도 휠 

엔코더와 각속도센서 외 본 논문에서 제안한 AOFS를 추가로 활용하면 위치 

오차 평균은 255 mm, 표준편차는 198 mm, 최대 오차는 873 mm 로 AOFS를 

사용했을 경우 10,346 mm 에서 873 mm 로 약 12배 개선됨을 확인했다. 위치 

오차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AOFS에 의한 주행거리 추정 오차라기보다는 

그림 2-15 카펫 환경에서 휠 엔코더, 각속도센서, AOFS로 추정한 로봇 궤적 



 

 33 

각속도 센서의 오차가 누적되면서 위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6 카펫 환경에서 휠 엔코더와 각속도센서로 추정한 로봇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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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다양한 재질에서 센서 높이 별 이동거리 인식 비교표 

바닥 재질 
높이  

(mm) 

기존 OFS 모듈 AOFS 모듈 

평균

(mm) 
표준편차 

오차  

(%) 

평균  

(mm) 
표준편차 

오차 

(%) 

강화 마루 

30 0 0 100.0 799  0.9  0.1 

33 678 2.9 15.3 802  0.9  0.2 

35 802 0.4 0.3 804  0.8  0.5 

37 823 0.7 2.9 805  0.7  0.6 

40 8 1.4 99.0 806  0.5  0.8 

45 0 0 100.0 694  2.9  13.3 

50 0 0 100.0 0  0.0  100.0 

비닐 장판 

30 29 2.4 96.4 820  0.4  2.5 

33 809 2.2 1.1 820  0.5  2.5 

35 827 0.6 3.4 820  0.6  2.5 

37 452 22.1 43.5 819  0.7  2.3 

40 0 0 100.0 817  0.7  2.1 

45 0 0 100.0 722  2.4  9.8 

50 0 0 100.0 253  2.4  68.4 

텍스처 스타일 

카펫 

30 671 20.6 16.1 789  2.6  1.4 

33 796 6.5 0.5 799  1.6  0.2 

35 790 6.8 1.3 808  0.6  1.0 

37 482 18.3 39.8 810  0.6  1.3 

40 179 9.1 77.6 812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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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8 4.7 96.5 807  1.5  0.9 

50 0 0 100.0 614  4.4  23.3 

루프 스타일 

카펫 

30 267 9.5 66.6 794  0.5  0.8 

33 749 2.3 6.4 802  0.4  0.2 

35 810 0.3 1.3 809  0.3  1.1 

37 803 1.6 0.4 804  0.5  0.4 

40 532 3.4 33.5 798  0.6  0.3 

45 0 0 100.0 737  1.8  7.9 

50 0 0 100.0 390  5.9  51.3 

 

표 2-2 루프 스타일 카펫 위에서 로봇 1 m 주행 시 위치 추정 결과 

Conventional fixed-focal-length OFS module Proposed afocal OFS module 

Mean  

(mm) 

Standard 

deviation 

Error  

(%) 

Mean  

(mm) 

Standard 

deviation 

Error 

(%) 

959.1 25.7 4.09 1000.2 17.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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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저조도영상의 방위각보정 활용방법 

3.1  저조도 영상 개선 방법 

저조도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 입력 영상의 명도 평균을 구한 후 특정 값 

이하일 경우 저조도 영상이라 판단하고, 히스토그램 평활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이어서 롤링 가이던스 필터[52]를 통과 시켰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저조도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잡음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영상 잡음을 없애면서 영상 내 경계 부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롤링 가이던스 필터링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림 3-1(a) 는 조명을 

그림 3-1 저조도 영상 개선 후 실내공간 구조를 추출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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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고 촬영한 실내 영상이며, 그림 3-1(b) 는 조명을 소등했을 때 영상이고, 그림 

3-1(c)는 저조도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 적용 후 롤링 가이던스 필터링을 

적용한 결과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의한 잡음이 사라짐을 볼 수 있다.  

롤링 가이던스 필터의 원리를 그림 3-2 에 나타냈다. 입력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영상을 부드럽게 처리하고(J1), 최초 

입력 영상의 경계 부분을 활용하여, J1 의 결과에 반영하면 경계(edge) 부분이 

뚜렷해진다(J2). 이 작업을 반복할 수록(J3) 영상 잡음은 계속 감소하게 되고 

경계는 뚜렷하게 유지된다.  

  

그림 3-2 롤링 가이던스 필터 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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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 장의 영상으로 실내 공간 파악 방법 

일반적으로 인공 구조물 내에서는 영상 내 평행한 직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공 구조물 내의 직선들을 찾아 이들이 수렴하는 점을 

소실점으로 찾으면, 한 장의 영상으로 실내 공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64]–

[79]. 실내 공간에서 검출되는 선분은 주로 수직이나 수평이라는 가정을 

맨하탄 프레임 가정(Manhattan frame assu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3개의 소실점(vanishing point, VP)을 추출할 수 있다. 

소실점이란 카메라 렌즈를 통해 3차원 공간을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는 

과정에서 평행한 직선들이 수렴하는 점을 의미한다. 소실점 검출은 영상 내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실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상 내 지점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파악하거나 장면 전체의 3차원 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3-3에 소실점 추출 예시를 나타냈다. 직육면체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선은 크게 세 방향으로 무리지어 질 수 있으며, 선을 무한대 공간으로 

그림 3-3 영상상에서 세 개의 소실점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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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게 되면 2D 평면상에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며, 각 소실점은 2D 

평면상에 법선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각 소실점은 서로 수직이므로, 두 

개의 소실점을 구할 수 있다면 남은 하나의 소실점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실내 영상은 그림 3-3 처럼 서로 수직한 직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림 3-4 과 같이 다양한 방향의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소실점을 구성하는 직선을 추출하기 위해, 영상에서 추출한 직선들을 방향 

별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그 중 다수의 선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해당하는 직선의 집합을 ‘A’ 라고 하고, ‘A’ 집합에 속하지 않는 직선의 

집합을 ‘B’라고 한 후,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직교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후 RANSAC으로 직교 가정을 만족하는 선을 선정한 후 소실점을 추정한다. 

이때, 직선의 소실점은 해당 직선 방향을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에 속해야 

하며, 평면법선벡터와 선벡터의 스칼라곱(scalar product)의 결과가 임계 값 보다 

작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레벤버그-마쿼트(Levenverg-Marquardt) 알고리즘을 

그림 3-4 직선 추출 영상(좌)과 추정 영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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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소실점 벡터를 최종 선정한다. 참고로, 소실점 

벡터와 평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선을 세 개 선정했을 때, 크게 세가지 

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세 선이 서로 수직이다. 둘째, 두 선이 

평행하고 한 선은 그 두 선에 수직이다. 셋째, 세 선이 서로 평행이다. 이중 

세번째 경우에는 소실점 하나는 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소실점 두 개는 

무한해가 존재한다. 그림 3-4의 왼쪽 그림은 영상에서 직선을 추출한 것이고, 

오른쪽 영상은 소실점을 구성하는 직선만 남기고 나머지 직선은 삭제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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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실점 랜드마크를 이용한 로봇 각도 추정 

로봇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실내 구조가 파악되면(그림 3-5), 

로봇이 실내공간 대비 상대적으로 회전된 각도를 구할 수 있다. 로봇에 

전원을 인가하고 이동 명령을 내리면 움직이기 전 촬영한 전방 영상 한 장을 

분석하여, 로봇이 실내 공간과 상대적으로 회전한 각도를 인식할 수 있다. 

로봇이 주행하면서 각도 오차가 증가하게 될 경우, 초기 인식했던 공간과의 

상대각도를 활용하여 로봇 방위각 보정에 사용할 수 있다. 로봇의 전방 

카메라가 상방으로 8.7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간단한 회전 메트릭스(rotation 

matrix) 연산을 통해 기울기를 보정하면, 전방 카메라 기준으로 도출된 

소실점이 월드(world) 기준 좌표로 변환이 된다. 로봇은 Z축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므로, X 방향 계수가 가장 큰 소실점을 선정하여 로봇의 방향 

그림 3-5 실내구조 기준 로봇 상대 방위각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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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와의 각도 차이를 계산한다. 식 3-1에서 wVP 는 월드 기준 소실점 

좌표계이고, cVP 는 전방 카메라 기준 좌표계이며, 각 x, y, z 가 의미하는 

방향은 그림 3-6 에 나타냈다.  

 

1 2 3 1 0 0 1 ' 2 ' 3 '

1 2 3 0 cos( ) sin( ) 1 ' 2 ' 3 '

1 2 3 0 sin( ) cos( ) 1 ' 2 ' 3 '

w w w c c

w w w c c c

w w w c c c

VP x VP x VP x VP x cVP x VP x

VP y VP y VP y tilt tilt VP y VP y VP y

VP z VP z VP z tilt tilt VP z VP z VP z

    
    

    
        

   (3-1) 

 

소실점으로부터 추정된 방위각의 범위는 -45° ~ 45° 인 반면, 로봇 방위각은 -

179° ~ 180° 이다. 그림 3-7 으로부터 로봇 기준 현재 방위각이 , , ,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한 후, 로봇 방위각이  구간에 존재 시, VP 

추정 방위각에 90° 를 추가하고, 로봇 방위각이  구간에 존재하면 180° 추가, 

 구간에 존재하면 270° 를 추가하면 맨하탄 프레임 기준 로봇의 절대각도를 

알 수 있으며, 보정 전 로봇 방위각과 소실점으로 보정한 방위각과의 차이가 

그림 3-6 로봇과 공간 좌표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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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일 경우에만 보정된 방위각을 채택하여, 방위각 보정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실내 환경이 단일 맨하탄 

(a) 벽 기준 방위각; (b) 로봇 기준 방위각 

그림 3-7 벽 기준 방위각과 로봇 기준 방위각 변환 관계도 

그림 3-8 단일 및 삼중 맨하탄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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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림 3-8(b) 의 타워형 

아파트 같은 다중 멘하탄 프레임 공간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다중 

멘하탄 공간도 대응하기 위해, 소실점을 랜드마크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평 선분들로부터 추출된 소실점의 방향 벡터를 

이용하면, 로봇과 로봇 전방의 수평 선분과의 상대 각도인 
M

R VP 를 계산할 수 

있다.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위한 소실점의 월드 기준의 각도는 식 3-2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W M W

VP R VP R k                            (3-2) 

 

이때, ,

W

R k 는 현재 로봇의 각도이다. 다수의 월드 기준의 소실점의 각도 

샘플이 확보되면, 이를 평균한 각도인 
W

VP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 

그림 3-9 로봇과 공간 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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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존에 저장된 소실점 랜드마크와 일정 각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랜드마크로 등록한다. 그 후, 현재 영상 프레임 k 에서 검출된 소실점을 

이용하여 구한 수평 선분들과의 상대 각도인 ,

M

R VP k 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W

VP 와 
,

W W

VP k VP threshold     의 조건을 만족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랜드마크가 현재 영상 프레임에 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현재 로봇의 각도 ,

W

R k 는 식 3-3 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식이 

의미하는 로봇과 공간 관계는 그림 3-9 에 나타냈다. 

 

, ,

W W M

R k VP R VP 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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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종 주행기록 알고리즘 

통상 로봇 자력에 의한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 휠 엔코더의 변화량이 

AOFS로 측정한 변화량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로봇 주행 중 

외력이 작용하여 바퀴는 돌지 않아도 로봇 전체가 밀릴 수도 있으며, 특히 

카펫에서 주행할 경우 카펫모의 탄성효과로 인해 측면 미끄러짐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휠 엔코더 변화량과 AOFS로 측정한 위치 변화량에 일정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미끄러짐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그림 3-10 최종 주행기록 알고리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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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휠 엔코더의 정보가 AOFS보다 정확하며,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경우 AOFS 로 인식한 주행 거리에 가중치를 두어 주행거리를 추정한다.  

최종 주행기록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3-10 와 같다. AOFS와 휠 

엔코더로부터 융합된 x-y 로봇 변위 정보와 각속도 센서로부터 획득한 각도 

정보가 합쳐져 연속적인 상대 위치 정보인 , ( , , )T

o i r r gyrox y    z   가 

생성되지만, 소실점 기반 로봇의 각도 정보는 비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이때, 

식 3-4 와 같이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도록 로봇의 다수 위치를 최적화한다: 

2 2

, , , 1 , ,( , , ) || ( ( )) || ( ( ))
o

w w w w w

c s c k o i i i i VP s i i s

i i

E R z        x x z x x  (3-4) 

이때, w

ix 는 i 번째 로봇의 위치이며, 변위와 각도인 ( , , )T

i i ix y    로 

이루어져 있다. 최적화에는 레벤버그-마쿼트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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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조도영상의 방위각 보정 실험 계획 

위치 오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바이콘이 설치된 실내 공간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로봇을 1.5 m × 2.0 m 영역 경계를 반시계방향으로 20 바퀴 주행 

시키면서 로봇이 5 cm 이동할 때 혹은 30도 회전할 때마다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AOFS 정보를 융합하여 추정한 주행기록과 전방 영상을 로깅했다. 이후, 

그림 3-11 조도 조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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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이 로깅 정보를 활용하여, 영상 개선 알고리즘을 비교 실험 했다. 

휠엔코더와 각속도센서,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기존 기술은 일반 조도 

하에서는 오차가 적으나 저조도 미끄러운 환경에서는 오차가 발산하는 것을 

보인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위각 보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였다.  

바이콘이 설치된 실내 실험 공간의 조도를 조절하기 위해, 그림 3-11 처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설치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도 

하에서 특징점 추출 및 매칭 성능을 실험한 결과를 그림 1-4 과 그림 1-5에 

나타냈다. 그림 1-4 를 보면, 영상 특징점 추출 및 매칭 성능이 10 lx 

정도에서도 동작함을 알 수 있으나 2 lx 수준에서는 매칭되는 특징점 수가 

적어 위치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0.3 lx 부터는 특징점 추출 자체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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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조도영상의 방위각 보정 실험 결과 

일반 조도 하에서의 기존 방위각 보정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로봇의 주행기록은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AOFS 를 융합하여 산출했고, 

각속도 센서의 누적 각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전방 영상에서 소실점을 

추출하여 각도 보정에 활용했다. 바닥에 카펫을 설치하고 방위각 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림 2-15 처럼 25.6 도의 각도 오차를 보였으나, 소실점을 

활용한 절대 각도 보정 기법을 적용할 경우, 그림 3-12b 와 그림 3-13 처럼 

각도 오차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0.15 lx 의 

저조도 상태에서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경우 그림 3-14b 처럼 직선 추출 

자체가 어려워, 각도 보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조명 점등 조건에서 카펫 환경에서 휠 엔코더, 각속도센서, AOFS 

융합을 통한 위치 추정 및 소실점을 활용하여 각도도 보정한 로봇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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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lx 의 저조도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인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해도 그림 3-16 처럼, 추출되는 직선이 거의 

없으므로 소실점 추정을 통한 각도 보정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 저조도 영상을 히스토그램 평활화 후, 

롤링 가이던스 필터까지 적용했을 경우 그림 3-15 처럼 직선 추출 및 소실점 

추정을 통한 각도 보정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그림 3-13 조명 점등 후, 소실점을 추출한 영상(좌), 각도보정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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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조명 소등 후, 직선을 추출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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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 어두운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만 적용한 주행 결과 

그림 3-15 어두운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 후 

롤링 가이던스 필터를 적용한 주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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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저조도 환경 위치인식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실내 가정환경에서 로봇(그림 4-1)을 주행 시키며 로봇 주행기록 및 전방 

영상 로그를 획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을 검증 한 후, 

검증된 알고리즘을 실험용 로봇의 마이컴보드(micom board)인 Cortex A9 보드에 

포팅하여 실시간 성능을 검증하는 순서로 실험을 진행했다. 알고리즘 검증 및 

시뮬레이션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중앙처리장치는 

인텔 i7-4790K이고, 16 GB 램(RAM)이 장착되어 있으며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이다.  

알고리즘 검증 및 시뮬레이션 실험에 필요한 로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전방 카메라
(Dataset 제작용)

그림 4-1 실험에 사용된 실내 이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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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과 같은 실내 이동형 서비스 로봇에 전방카메라와 AOFS를 장착하고, 

방 3개와 복도, 현관으로 구성된 960 cm× 800 cm 실내 가정환경 공간(그림 

4-2)에 그림 4-3 처럼 카펫을 설치했다. 참고로 실험 공간 내 장애물 배치도는 

그림 4-4 와 같다. 리모콘으로 방3 좌하단에서 ‘ㄹ’자 주행을 하면서 방2, 복도, 

현관, 방1,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이동시키며 10 cm 이동할 때마다 또는 로봇 

회전 각도가 30도 이상이 될 때마다 전방 영상과 주행기록 정보를 취득하여 

방1

방2

방3

9.6 m

8.0 m

그림 4-2 실험환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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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Cortex A9 보드에 연결된 USB 메모리에 저장했다. 이 때, 주행기록 

그림 4-3 실험공간 카펫 배치도 

그림 4-4 실험환경 가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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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AOFS와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를 융합하여 산출된 값이며 비교 실험에 

사용된 주행기록은 휠 엔코더와 각속도 센서를 융합하여 산출했다.  

실험은 야간에 실시했으며, 실내에 존재하는 조명은 비상등 및 출입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로의 가로등 불빛만 존재하며 방 안의 모든 조명은 

소등했다. 그림 4-6 처럼, 각 방 별로 이동로봇에 전방 카메라가 장착된 

높이에서 조도계(DIGITAL ILLUMINACE METER, TES-1335, TES, 대만)[80]를 

이용하여 조도를 측정한 결과 방1은 0.21 lx, 방2는 0.07 lx, 방3은 0.06 lx, 

복도에서 출입문 방향은 0.19 lx, 복도에서 작은방 방향은 0.08 lx 임을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그림 4-5,). 비교 실험군으로는 로봇 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술지인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T-RO)의 인기있는 논문 1위(2017년 2월 

통계 기준)로 선정된 단안 카메라 기반의 ORB-SLAM[21][81][82]을 사용하여 

그림 4-5 저조도 실내 환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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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실험결과를 비교했다. ORB-SLAM은 코드가 

공개되었으며, 단안 카메라로만 동작하는 SLAM 이므로,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해 추적 스레드(tracking thread)에 로봇의 휠 엔코더와 각속도센서를 융합한 

오도메트리를 연동했고, 매핑 스레드(mapping thread)에서 특징점(feature point)의 

삼차원 위치 추정 시 키프레임(Keyframe) 간 매칭정보와 키프레임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 프레임 내에서의 특징 추적(feature tracking) 정보도 모두 

사용했다. 매핑 스레드에서 2차원 평면상에 움직이는 로봇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에 맞게 번들 어드저스트먼트(bundle adjustment)를 구현하여 적용했다. 

  

그림 4-6 조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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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그림 4-7 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제안한 방법은 

18.4 cm의 오차를 보였지만, 기존 방법은 400.8 cm의 오차를 보였다. 기존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AOFS와 저조도 영상개선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림 4-7 저조도 환경에서의 제안하는 위치인식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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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저조도 환경에서 비교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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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베디드 실험 결과 

Cortex ARM9 보드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포팅하여 실험한 결과(그림 4-9) 20.8 

cm의 복귀오차를 보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ORB-SLAM은 키프레임이 

증가할 때마다 사용하는 메모리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메모리가 512MB 인 

임베디드 보드 환경에서 동작시킬 수 없었다.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10 lx 이하의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임베디드 

보드에 포팅하여 실험하지는 않았다.  

그림 4-9 저조도 환경에서 제안하는 위치인식 방법의 임베디드 보드 포팅 후 

실시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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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방 단안 카메라 기반 동시적 지도작성 및 위치인식 기술이 

동작하기 어려운 0.15 lx 수준의 저조도 미끄러운 환경에서, 가장 저렴한 

센서인 전방 단안카메라와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한 

AOFS를 융합하여 위치 추정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OFS를 

하나만 사용하여, AOFS와 바닥 간 높이 변화에도 강인하게 미끄러진 변위 

추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특징점 추출이 어려워 위치 인식에 활용하지 못했던 

어두운 영상도, 개선하여 실내 서비스 로봇의 위치 추정 시 방위각 보정에 

활용하는 기법을 제시했다. AOFS는 카펫이나 문턱 등반 시 발생하는 높이 

변화 및 미끄러짐에 강인하게 주행거리를 추정하며, 저조도 영상도 

히스토그램 평활화 후 롤링 가이던스 필터를 통해 조도 개선 및 영상 잡음을 

없앤 후 소실점을 추출하여 로봇의 방위각을 보정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바이콘 모션 캡쳐 시스템이 설치된 실험 공간에서 AOFS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0.15 lx 수준의 저조도 환경에서 카펫을 설치한 후, 실내 서비스 로봇을 2 m 

× 1.5 m 직사각 영역 외곽으로 20 바퀴 주행했을 때, 위치 추정에 휠 

엔코더와 각속도 센서만 사용할 경우 주행거리가 증가 할수록 미끄러짐에 

의해 오차도 증가하여 최대 오차는 10,346 mm를 나타냈으며 각도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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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도를 보였다. 하지만, AOFS를 추가로 사용하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미끄러진 정도를 알 수 있어 위치 오차는 873 mm 로 줄어들었으나 각속도 

센서의 각도 오차는 보상되지 않아 25.6도를 나타냈다. 이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조도 개선 알고리즘 적용 후 소실점을 활용한 로봇 방위각 보정 

시 최대 위치 오차는 777 mm 이고, 각도 오차는 1 도 이내를 보였다.   

이어서, 저조도 가정환경에서 최신 영상기반 SLAM인 ORB SLAM과 성능 

비교를 했다. 비교 실험의 위치 추정 센서는 전방 카메라,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로 구성했으며,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실험은 전방 카메라, 휠 

엔코더, 각속도 센서 및 AOFS를 사용했다. 우선, 로그를 획득하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 후,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실내 이동 로봇에 포팅하여 

실시간 실험을 수행했다. 0.1~10.0 lx 수준의 저조도 환경에서 실험결과 비교 

실험의 복귀오차는 400.8 cm 였으나 제안하는 방법의 복귀오차는 18.4 cm 로 

우수함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실내 서비스 로봇에 적용할 경우, 저조도, 

미끄러운 환경에서도 강인한 위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선된 

저조도 영상을 활용하여 장소 인식(place recognition) 및 특징점 매칭을 통한 

SLAM 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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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ization in Low Luminance, 

Slippery Indoor Environment Using 

Afocal Optical Flow Sensor and  

Image Processing 

 

Dong-Hoon Yi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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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roduces a novel method for position estimation in low-light slippery indoor 

robotic navigation using an afocal optical flow sensor (AOFS) and a front camera-based image 

processing. The OFS used in computer optical mouse has been adopted for mobile robots 

because it is not affected by wheel slippage. Vertical height variance is thought to be a dominant 

factor in systematic error when estimating moving distances in mobile robots driving on uneven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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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n approach to mitigate this error by using an afocal (infinite effective focal length) 

system. We conducted experiments in a linear guide on carpet and three other materials with 

varying sensor heights from 30 to 50 mm and a moving distance of 80 cm. The same 

experiments were repeated 10 times. For the proposed afocal OFS module, a 1 mm change in 

sensor height induces a 0.1% systematic error; for comparison, the error for a conventional 

fixed-focal-length OFS module is 14.7%. Finally, the proposed afocal OFS module was 

installed on a mobile robot and tested 10 times on a carpet for distances of 1 m. The average 

distance estimation error and standard deviation are 0.02% and 17.6%, respectively, whereas 

those for a conventional OFS module are 4.09% and 25.7%, respectively. After brightening the 

low-illuminance image received from the front camera by using histogram equalization, the 

rolling guidance filter was applied to eliminate the image noise and sharpen the image boundary. 

In the image with improved brightness and noise, a number of straight line segments distributed 

in the indoor environment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in similar directions, and three directions 

orthogonal to each other were obtained to estimate the vanishing point.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estimate the angular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robot by using the vanishing point 

and to use it to correct the azimuth of the robot.  

We experimented with an indoor mobile robot which equipped with an AOFS and the ARM9 

board that embedding the proposed metho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a low luminance 

environment of 0.06 ~ 0.21 lx. The results show that the ORB SLAM has a return error of 400.8 

cm, but the return error of the proposed method is 1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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