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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보안지역내의 인간 출입을 통제하기 해 보안로 을 이용한 출입통제 기능을 수행한 시스

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로 은 환경인식을 한 이 인더를 탑재하고 보안지역을 상시 찰

을 수행하며 출입 지 구역에 인간을 출입이나 진행을 감지했을 때, 로 이 인간의 속도벡터를 계산  주행할 경

로를 계획하고 인간의 진행방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측된 경로를 따라 주행을 하게 된다. 이때, 인간의 움직임은 

포인터 물체로 간주하 으며 로 의 기구학에 기반하여 인간의 치를 추정한다. 실내에서 계속 인 환경변화에 

해 로 은 감시기능 수행하게 된다. 통제구역에 한 진입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의 움직임의 반 방향으로 주행

하여 진입차단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연구결과를 검정하기 해 로 을 이용한 치추정  추  실험결과를 제

시하 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describe a security robot system and ongoing research results to control human's wrong direction in order to forbid 

human to enter security zone. Proposed robot system surveils a security area with equipped laserscanner sensor usually. When it detect 

walking human who is for the area, robot calculates his velocity vector, plans own path to forestall and interrupts him who want to head 

restricted area and starts to move along the estimated trajectory. The walking human is assumed to be a point-object and projected onto an 

scanning plane to form a geometrical constraint equation that provides position data of the human based on the kinematics of the mobile robot. 

While moving the robot continues these processes for adapting change of situation. After arriving at an opposite position human’s walking 

direction, the robot advises him not to be headed more and change his course. The experimental results of estimating and tracking of the 

human in the wrong direction with the mobile robot are presented.

키워드

로 주행, 이 인더, 환경인식, 추 , 기구학

Key word

robot navigation, laserscanner, recognition, tracking, kinematics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3.17.5.107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인간행동제약을 한 이 인더 기반의 로 주행제어

1071

Ⅰ. 서  론

 

오늘날  생활에 있어 각종 보안  치안에 한 

불안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각종 감시  보안 장비들

이 선보이고 있다. 그 에서 감시 카메라, 경비 로  등 

인간에 의하지 않고 안심 안 을 한 시스템에 많은 

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상 검출  실내 

감시 역할을 하고 경비원의 체 업무를 달성하기 한 

경비 로 의 연구는 리 진행되고 있다 [1][2]. 경비로

의 우선 인 기능으로 자율 인 주행기능과 환경인

식 기능을 우선 으로 들 수 있으나, 산업 환경에서 자율 

이동 로 (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 운반체

(Autonomous Guided Vehicle)등이 도입된 이래로, 유연

한 탐색 주행 시스템(Flexible Navigation System)을 한 

요구로 이동 로 이 원하는 치로 이동하기 해서는 

경로 계획(Path Planning), 환경 인식(Environments 

Recognition), 장애물 회피(Obstacle Avoidance) 그리고 

치 추정(Position Estimation)등의 기능이 더욱 많이 요

구된다. 이 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한 치 추정은 다

른 기능에 하여 선행 으로 요구되나, 이에 한 일반

화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3][4]. 

실내에서 로 을 이용한 경비기능으로는 의심스러

운 행동을 취하는 인물에 근하고 주의를 구 같은 것

이 있지만, 이러한 업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체 수 

없다[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 로 에 주목하

고 "이동성"이라는 장 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함으로

써 로 의 동작에 의한 주의환기, 인간의 행동 제어 기반

의 로  시스템의 구축을 목 으로 한 인간 치인식과 

로 의 치제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Ⅱ. 환경인식

2.1. 동작시나리오

본 연구의 용 환경은 에 띄는 장애물은 없으며 

바닥도 평평한 오피스 빌딩의 복도   등을 설정하

고 있다. 보통 사람의 통행이 잦은 입구와 엘리베이터

를 연결하는 경로를 직선상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 다. 

이 상황에서 로 은 사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표

인 움직임에서 벗어난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

을 수상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그 인간의 면으로 이

동하여 사람의 진행을 막게 된다 (그림 1). 인간의 움직

임이 멈추고 다른 방향이나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인식

했을 경우는 로 은 최 의 치로 이동하여 원래의 임

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게 된다. 반 로 인간의 타 

방향진입에 해 로 이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을 멈추지 않는 것 같으면 진입차단과 같은 행동으로 강

력한 응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동작을 실

하는 것으로 인간행동에 해 로 동작으로 주의환기

나 진입 지 구역에 한 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단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간의 

행동에 한 인지  인식 동작의 실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출입통제 기능수행을 한 시나리오
Fig. 1 Scenario for human walking and robot 

behaviour

2.2. 인간의 움직임 계측

본 실험 시스템의 개요는 인간의 움직임에 한 로

의 인식과 이동에 한 연구를 구 하기 해 외부 센서

로 이 인더 센서를 용하 다. 따라서 이

인더 센서에서 얻어진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치  속도를 계산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이

인더센서의 측정 주기 로 했을 때 인간의 측정거리 데

이터를 시간 

, 


로서 다음 식(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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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작은 동심원을 측

정 거리 으로 했을 때 그 평균 치에서 측정 거리 의 

심을 ×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한 측정 거리 의 

심 치를 인간의 치로 간주하 다. 이 인더 센

서에서는 이  빛과 인간이 맏닺는 한 쪽면 밖에 측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심 치가 이 인더 센

서 측에서 벗어나는 단 이지만 거리계산이 간단한 장

이 있다.   

인간의 보행 속도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시간 변화에 

따른 동심원의 심 치로 구할 수 있다. 정확한 인간의 

속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움직임을 모델링

하여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속도를 추정하는 것 등 

[2]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 치의 시간 변화를 2

차 역 통과 필터를 이용한 경과 값을 측정 상 속도로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 인간 움직임에 한 치인식
Fig. 2 Position recognition for human movement

보행 인간의 치를 거리 정보의 심에서 구하기 

해서는 이 인더 센서의 거리 정보에서 인간의 거

리 정보만을 뽑아 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을 이동물체로 간주하고 

이동하는 물체의 거리 정보만을 얻어내어 인간과 환경

의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정보에서 이동물체와 정

지물체를 식별하기 해서는 복수시간에 한 거리 정

보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 등[8]이 많이 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동물체인 인간의 움직임에 실시간

으로 응하기 해 센서를 탑재한 로 이 고속으로 이

동하면서 인간을 지속 으로 추 해야한다. 그리고 로

에 탑재된 센서 자신도 움직임으로 인하여 시간 차등

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동과 정지물체의 식별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센서 정보를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각각의 속도 벡터를 계산하여 이

동과 정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 다.

첫 번째 단계로 이 인더 센서에서 얻은 거리 정

보를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로 분류한

다. 클러스터는 거리 정보의 평균에서 그 심 값을 찾아 

클러스터의 치로 설정한다. 그 때, 클러스터의 양쪽 측

면의 거리가 일정치보다 긴 경우 후속 처리에서 제외시

키도록 한다. 

그런 다음 마지막 클러스터의 치와 최신 클러스터

의 치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치에 있는 클러스터

를 서로 비교 매칭 한다. 매칭된 치의 변화량을 두 거

리 정보를 받은 시간 간격으로 나 어 각 클러스터의 이

동 속도를 산출한다. 계산된 이동 속도는 2차 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고주 는 제거하고 속도가 임계값 이

상인 클러스터를 이동체로 인식하게 된다. 

2.3. 로 의 경로생성

인간의 진입 지 구역에 한 로 의 진로차단 동작

을 할 때 요구되는 경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2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보행 인 인간 앞으로 이동할 때 로 은 인간이 있

는 방향을 향한다.

② 가능한 한 로 의 이동 거리가 짧아야 한다.

보행 인간의 정면으로 이동했음 에도 불구하여 인간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경고 상이 모호하

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로 의 이동 거리가 매우 긴 

경우 보행 인 인간을 추 행동을 단할 수 있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10].

따라서 이러한 모호하고 추 에 따른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그림 3과 같은 경로를 용하 다. 이동로

은 직선과 원호 로 이동하고 인간의 방향을 향한 상태

에서 인간의 정면 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 이것

은 경로가 갖추어야 할 2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충족하

게 되는 이동설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생성하려

면 우선 인간의 보행 방향에 하는 원을 놓고 다시 그 

원에 하는 로 의 치를 지나도록 직선을 연결한다. 

한 로 이 목 지 에 도달하는 시간과 인간의 이동 

시간, 

이 일치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진로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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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한 그림 3에서 로 의 

이동 속도 

, 인간의 이동 속도 


, 인간의 앞으로 이

동하는 시간 경과를   (로 이 인간의 면에 이동했

을 때 인간과 로 의 거리는 

∙


로 표시 ), 원의 반지

름을 로 설정했다 [9][10].

그림 3. 진입차단을 한 로 의 경로
Fig. 3 Trajectory of robot for interrupting human

Ⅲ. 실험환경

인간보행에 한 진로차단 동작 수행을 한 로 실

험을 하기 하여 실험 테스트용으로 용한 이동 랫

폼으로 “AGV”를 제작하 고, 외부 센서로 HOKUYO의 

이 인더센서 “UBG-04LX”를 탑재하여 감지할 수 

있도록 하 다. 

3.1. 환경인식센서( 이 인더-UBG-04LX)

 UBG04-LX는 Hokuyo Automatic 사의 소형·고성능의 

스캐 식 인지 센서로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장애물 회피  지도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5]. 소형·

경량이면서 측정거리는 20mm에서 5600mm까지의 범

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동작범 로는 240°(-30°~ 

210°) 이고 각 스텝마다(총 683스텝) 약 0.36°의 분해능

을 갖고 있다. 한 응답주기가 약 38Hz로 빠르며, 이동

하면서 인간을 측정하는 데 합한 측역센서 할 수 있다. 

이 인더의 동작은 호스트에서 이 인더로 정

해진 커맨드를 송하면 이에 해당되는 패킷을 다시 호

스트로 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측정 데이터를 

얻기 해서 이 인지 인더에서 MDMS라는 명령

메세지를 송해야 하는데 이 명령메세지 안에는 이

인더의 스캔 시작 스텝과 끝 스텝 값을 포함하고 있

어야한다. URG-04LX 정면을 90°로 보았을 때 데드존을 

제외한 측정 가능한 범 는 스텝44(-30°)를 시작으로 스

텝725(210°)까지 가능하다. 그림 4는 로 에 용된 

이 인더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이 인더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Laserfinder

3.2. 이동로 (AGV)

AGV는 교육·연구용으로 개발된 바퀴에 의한 이동기

구를 가지는 소형 로 이다. 외부 센서로는 측역센서를 

이용한 환경인식에 따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

하 다. 인간의 걸음걸이 정도의 속도 응이 가능하

도록 최고 1.2m/sec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어하

다. 한, 인간의 허리 치의 높이를 이 인더 센

서로 스캔하기 해 AGV에 알루미늄 임으로 제작

하고 그 에 이 인더 센서를 장착하 다. 그림 5

와 같이 이 인더의 사람인식을 해 인간의 허리 

치 부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스캔 표면을 지면에서 높

이 0.95m로 설정하 다. 

그림 5. 이 인더의 인지 범
Fig. 5 Measureable range of laser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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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결과

 로 은 그림 3과 같은 실내공간에서 5×5 [m] 범 를 

이 인더 센서 의해 감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

하 다. 인간, 로  모두 정지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하

으며 인간이 0.4m/sec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시작하여 

로 이 물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인간의 움직임으로 

단하고 이동로를 결정한 경우 그림 3과 같이 상 이동 

경로를 통해서 추 을 수행한다. 로 이 인간의 정면까

지 이동하면 로 은 정지하고 진로차단 동작이 완료된

다.  한 본 실험에서 로 의 추 가능한 원호의 반경은 

0.3m로 설정하 으며 로 의 속도는 직선 추종 시에는 

0.4~1.0m/sec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원호형태의 추

시는 0.3m/sec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하 다. 한 

속도 산출시 사용 역 통과 필터는 식 (2)와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했다.

 











×






 


   

       (2)

그림 6. 로 과 인간의 시간에 따른 이동궤
Fig. 6 Moving trajectory of human and robot

본 실험에서 계측된 인간의 이동 궤   로 의 오

도메트리에서 얻은 로 의 이동 궤 을 시간에 따른 

치를 각각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한 인간의 진입에 따

른 로 이 진입차단을 수행하는 주행 실험에서 인간의 

보행 속도에 한 로 의 주행속도 변화를 그림 7에 제

시하 다.  그림 7에서 계측된 결과 데이터 분석으로 로

  인간의 속도가 조 씩 진동으로 되어 있지만 로

이 능숙하게 인간 정면 치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0~7  동안의 직선 주행 구간에서는 체로 

0.4~0.6m/sec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 고 0~11  동안의 

곡선주행 구간에서는 0.3m/sec 속도로 주행했을 찰 

할 수 있었다. 

그림 7. 로 의 실제속도와 측속도
Fig. 7 Real velocity and estimated velocity of robo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 의 동작에 의한 인간의 행동

을 제약하기 한 기 연구단계로서 지구역진입에 

따른 로 의 기 차단을 수행할 수 있는 실험을 제시하

다. 우선 제안 연구에 한 구 해야 할 로 의 동작, 

이동체의 치와 속도의 산출  치에 따른 경로 계산 

등을 고려하여 로 은 사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표 인 움직임에서 벗어난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 그

것을 수상한 움직임으로 간주하여 인간이 움직이는 

면으로 이동하는 실험결과를 제시하 다. 향후 과제로

는 로 의 주행동작이 인간의 움직임  제스쳐에 따른 

주행경로를 최 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실내환경에서의 조명에 한 강인한 제어방법이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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