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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체 청소로봇의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위치추정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을 

실제 선체 청소로봇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주행방법을 가지는 소형로봇에 적용하여 위치추정 실험

을 수행하였다. 위치추정 실험을 통해 광 변위센서를 사용한 위치추정 방법이 회전 엔코더를 사용한 방법보다 더 정

확하게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을 통해 로봇 주행방향 또한 기존의 회전 

엔코더 방식보다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에 오차보정을 위한 센

서를 추가하여 위치추정 정확도를 보완하고, 이를 실제 선체 청소로봇에 적용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new position estimation method which contains the optical displacement sensor and the dead 
reckoning based position estimation algorithm for automation of hull cleaning robot. To evaluat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osition estimation method on the hull cleaning robot, it was applied on the small scale robot model which 
has an identical drive method with the hull cleaning robot and then a set of the position estim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osition estimation demonstrate that the estimated results with the optical 
displacement sensors is more accurate than used rotary encoder method. In addition, it continuously calculated the 
robot position quite close to the real robot driving path. In a follow-up study, the proposed position estimation method 
will be complemented and exploited on the actual hull cleaning robot by adding additional sensor modules that correct 
measurement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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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운용중인 선박의 운항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선체 표면 청소, 프로펠러 청소 및 연마, 선체 코

팅개선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1]. 특히, 선체 청소의 경

우 선체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박 운용비 절감과 

더불어 프로펠러, 추진 엔진, 추진축 등의 추진체계 과

부하를 줄여 간접적으로 선박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형화된 선체를 청소하

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을 사용한 선체 

청소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2,3], 최근에는  자동

으로 로봇이 선체 표면을 주행하면서 청소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선체 청소작업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로봇

이 전체영역 경로계획 알고리즘(coverage path plann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정해진 작업영역에 대해 자동으

로 청소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4], 선체 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

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로봇이 선체를 주행하면서 스

스로의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

심적인 기술이다. 위치추정 방법은 미리 알려진 위치의 

센서들을 기준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과 로봇 자체

에 탑재된 센서들로부터 상대변위를 측정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회전 엔코더(rotary encoder)를 사용하

여 차륜(wheel)의 회전수를 측정하여 로봇의 위치를 계

산하는 방법이며, 추측항법(dead reckoning)의 한 예이

다[4-6].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로봇은 진공압력을 사용

하여 선체 표면위에 부착되므로, 수직방향 부착력에 의

해 차륜에 마찰력이 발생하여 선체 위를 주행할 수 있

다. 하지만 마찰력 약화로 인해 차륜과 선체 표면 사이

에 미끄러짐(slippage)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륜과 선체 표면사시의 미끄러짐

에 상관없이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광 변위센서를 

사용하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
안한 방법의 선체 청소로봇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

해 선체 청소로봇과 동일한 주행방법을 가지는 소형로

봇으로 실내 위치추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Ⅱ. 선체 청소로봇 구조 및 동작

선체 청소로봇은 그림 1-(a)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곡면을 주행할 수 있도록 좌측과 우측 프레임

(frame)이 관절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선체 청소로봇은 

크게 로봇 프레임(robot frame), 흡착 패드(adhesive 
pad), 선체 청소장치(hull cleaning tool) 그리고 구동을 

위한 서보모터(servo motor)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은 

하부에 설치된 유연한 재질의 흡착 패드 내에 진공압력

을 형성하여 선체 벽면에 부착된다.  
주행에 있어서는 로봇의 좌측과 우측 차륜이 각각 

체인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2대의 서보모터

만을 사용하여 주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행 구조는 

좌측과 우측 차륜의 회전속도차를 이용하여 방향을 전

환하는 미끄럼 조향(skid steering)을 사용하며[3], 조향

을 위한 별도의 장치(차륜 각도변경을 위한 전동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로봇을 경량화 할 수 있다[7, 8]. 

(a)

(b)

Fig. 1 Structure of the hull cleaning robot and the hull 
cleaning tool (a) Structure of the hull cleaning robot (b) 
hull clean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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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청소를 위한 장치는 그림 1-(b)와 같이 외부에

서 공급되는 연마재를 분사하고, 이를 다시 흡착 패드 

내부에서 진공압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연마재 분사는 특수 노즐(nozzle)에 의해 이루

어지며, 선체 표면의 좁은 영역만을 청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왕복운동을 하는 별도의 장치를 적

용하여 넓은 영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체 청소로봇이 주행하면서 벽면을 청소하는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Fig. 2 Photograph of the hull cleaning robot in operation 

Ⅲ. 광 변위센서

광 변위센서(ODS, Optical Displacement Sensor)는 

비접촉방식으로 센서의 관점에서 지면(대상물체)과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그림 3-(a)와 같

이 일반적인 광마우스 센서에 구동을 위한 PCB를 결합

한 형태로 구성된다. 광 변위센서로부터 측정된 상대적

인 움직임은 그림 3-(b)에 나타난 2축(XO,YO축) 방향의 

변위로 표현된다. 광 변위센서의 핵심부품인 광마우스 

센서는 마우스가 구동되는 표면과의 상대적인 움직임

을 인식하여 모니터에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종

의 위치추정 장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체 청

소로봇의 위치추정을 위해 광 변위센서에 이러한 광마

우스 센서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a)

(b)

Fig. 3 Optical displacement sensor module (a) Photograph 
of the ODS (b) Relative coordinate of the ODS

Fig. 4 Structure and principle of an optical mouse sensor 
(courtesy of Avago Technologies)

일반적인 레이저 기반의 광마우스 센서는 그림 4와 

같이 광원, 렌즈 그리고 이미지를 취득하여 주행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서는 IAS 
(Image Acquisition System)와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포함한다. 광마우스 센서의 광원으로부터 

생성된 빛은 렌즈를 거쳐 물체의 표면으로 전달되며, 
표면에서 반사된 빛은 렌즈를 통해 모아져 센서로 전달

된다. 센서에 전달된 빛은 IAS를 통해 촬영되어 연속적

인 이미지(image)로 취득되며, DSP의 연산을 통해 연속

적으로 취득된 이미지 상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대상물

체와 광마우스 센서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측정한다

[9-12]. 본 논문에서 광 변위센서에 사용한 광마우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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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ADNS-9500)는 832nm-835nm 파장영역의 적외선 

레이저를 생성하는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을 광원(lighting source)으로 사용하며, 
최대 11,750fps(frame per second)의 촬영속도로 연속적

으로 이미지를 촬영하여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측정된 

움직임은 최대 5,670cpi(counts per inch)의 해상도

(resolution)로 표현 가능하며,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통신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 광 변위센서는 보다 정확하게 

이동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헌[13]과 동일

한 방식으로 교정(calibration)되어 적용되었다.  

Ⅳ. 위치추정 알고리즘

선체 청소로봇은 대부분 대형선박의 평면부분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위치를 정확

히 추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면위치를 정확

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직선방향 움직임과 주행 방향변

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높은 정확도

로 이동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주행거리 센서를 사용해

야 하며 측정된 이동변위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위치

를 계산할 수 있는 위치추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륜의 미끄러짐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광 변위센서로부터 측정된 이동변위를 추측항법에 

적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만약, 비접촉식 광 변위센서가 선체 청소로봇의 회전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광 변위센서를 

사용하여 선체 청소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차보정을 위해 

2개의 광 변위센서를 사용하였다. 그림 5는 로봇의 위

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구학 모델을 나타내며, 로봇의 

위치는 순간회전중심(ICR,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을 이용하여 계산된다[14, 15]. 여기서, xy는 

평면상의 로봇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절대좌표계

(absolute coordinate system)을 의미하며 XiYi, Xi+1Yi+1

는 각각 로봇의 움직임 전·후의 상대좌표계(relative 
coordinate system)를 의미한다. 

선체 청소로봇이 Ci(xi,yi) 위치에서 Ci+1(xi+1,yi+1)로 

이동할 때의 움직임은 순간회전중심에 대하여 회전반

경 Ri를 가지고 미소 회전각도() 만큼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므로 로봇의 위치는 식 (1)-식 (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식 (1)~(3)으로부터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회전중심에 대

한 회전반경과 미소 회전각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정

보는 광 변위센서로 부터 측정한 상대변위를 사용하여 

계산가능하다.

Fig. 5 Kinematic model of the hull cleaning robot for 
position estimation on the 2-D plane

   cos cos cos 
sin sin        (1)

   sin cos sin 
sin cos        (2)

                                    (3)

Fig. 6 Relative position of the ODS with respect to the 
center of the hull cleaning robot 

그림 6은 광 변위센서가 선체 청소로봇에 설치된 모

습을 나타낸 것이며, 설치위치는 로봇의 회전중심(C)을 

기준점으로 하는 좌표계(XRYR)상의 위치(AX,AY)로 표

현된다. 광 변위센서가 로봇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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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면 광 변위센서로부터 측

정된 상대변위는 지면에 대한 선체 청소로봇의 상대적

인 움직임라고 할 수 있다.
광 변위센서는 선체 청소로봇의 회전중심에 위치하

지 않으므로, 로봇 방향의 변화량()은 광 변위센서에

서 측정한 2축 방향 상대변위(XO,YO)와 광 변위센서

의 설치위치를 사용하여 식 (4),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로봇 방향의 변화량은 기구학적 관계에 

의해 순간회전중심에 대한 로봇의 미소 회전각도()

와 동일하다. 또한, 순간회전중심에 대한 회전반경은 

상대변위를 사용하여 식 (6)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으로 광 변위센서로 측정된 상대변위를 사용

하여 순간회전중심에 대한 회전반경과 미소각도를 연

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면상의 선체 

청소로봇 위치와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AX AY
XOsinYOcos                (4)

  tanAX
AY
                              (5)

  




i

YO i XO YOAY iAY       (6)

Ⅴ. 위치추정 실험

5.1. 위치추정 실험장치 및 방법

제안한 광 변위센서를 사용한 위치추정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선체 청소로봇과 동일한 주

행 방법(미끄럼 조향)을 사용하는 소형로봇을 사용하여 

실내 위치추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체 청소로봇과 소

형로봇의 크기 및 광 변위센서 설치위치는 그림 6과 같

다. 위치추정 실험에서는 평평한 실내에서 소형로봇이 

정사각형 경로(1.0m×1.0m)를 주행할 때 광 변위센서를 

통해 추정한 경로, 회전 엔코더를 통해 추정경로, 실제

경로와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위치추정방법의 적용가능

성을 판단하였다. 소형로봇을 사용한 실내 위치추정 실

험에서 정사각형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경로 자체가 단

순하고 명확하므로 위치추정 성능을 직관적으로 판단

하기 쉽고, 직선경로가 대부분인 실제 선체 청소로봇의 

이동경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위치추정 실험에서 소

형로봇은 정사각형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를 

설치하여 정해진 경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b)

Fig. 7 Comparison of the hull cleaning robot(a) and the 
small scale robot(b) for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proposed position estimation method 

Table. 1 Experiment conditions for position estimation 
of the small scale robot 

Experiment condition Description
Starting point (0.0m, 0.0m)

Starting heading angle 0 [°]
Driving path 1.0m×1.0m square path

Driving speed 50mm/s–100mm/s
Driving acceleration Minimize, close to 0 mm/s2

Driving method 2-wheel skid steering
Driving surface type PVC type floor

5.2. 위치추정 실험결과

위치추정 실험은 표 1의 실험 조건에 따라 총 5회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그림 8에서 그림 

13과 같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그래프로 표현하

였다. 그림 8의 첫 번째 실험결과(Case-1)는 광 변위센

서를 사용한 위치추정 결과가 실제 이동경로와 매우 유

사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회전 엔코더를 사용한 위치

추정 결과는 소형로봇의 실제경로와는 다소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실험에서 추정한 소형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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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위치도 광 변위센서를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0.033m, -0.028m)인 반면에, 회전엔코더를 사용한 경

우에는 (-0.154m, -0.147m)로 최종 위치인 (0m,0m)와
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형로봇의 주행경로와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으로 추정된 경로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위치추정 실험결과를 거리오차(error)
에 대한 빈도수(frequency) 히스토그램(histogram)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그림 9와 같다. 

Fig. 8 Experimental result of the position estimation at 
Case-1 

(a)

(b)

Fig. 9 Histogram of the position estimation error at Case-1 
(a) using the ODS (b) using the rotary encoder

그림 9-(a)는 광 변위센서를 사용하여 위치추정을 수

행한 경우의 오차분포를 표현한 것으로, 오차가 약 

35mm 이내에 대부분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조적

으로, 그림 9-(b)의 회전 엔코더를 사용한 경우 오차가 

약 190mm까지 넓게 분포하고 오차가 큰 영역에서의 빈

도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회전 엔코더보다 광 변

위센서를 사용한 위치추정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치추정 과정에서 소형로봇의 위치좌

표 뿐만 아니라 주행방향(heading angle)도 추정가능하

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광 변위센서를 사용한 주행방향이 회전 엔코더를 사용

한 것보다 더 정확함을 알 수 있다. 

Fig. 10 Estimation result of the heading angle at Case-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은 추측항법을 사

용하므로 위치추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는 점차 축적

되어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8에 나타나듯이 위치

추정 과정에서 초기에 발생한 오차(즉, 시작점(0m,0m)
에서 (0m,1m)로 이동할 때의 오차)가 점차 축적되어 전

체 위치추정 결과가 실제 경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과 같이 추측항법

을 사용한 위치추정에서는 오차를 최소화 하여 이동변

위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두 번째 위치추정 실험결과는 그림 11과 같으며, 오

차에 대한 빈도수 히스토그램과 주행방향 추정결과는 

각각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첫 번째 실험결과와 마찬

가지로 두 번째 위치추정 실험에서도 광 변위센서를 사

용한 결과가 회전 엔코더를 사용한 결과보다 더 정확하

게 실제 이동경로를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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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case number

End point coordinate [m] End heading angle [°]
ODS Rotary encoder ODS Rotary encoder

1 (-0.033,-0.028) (-0.154,-0.147) 263.90 255.00
2 (-0.024,-0.040) (-0.236,-0.155) 262.80 243.70
3 (-0.100,-0.056) (-0.368,-0.198) 264.90 247.80
4 (-0.028,-0.031) (-0.277,-0.162) 263.40 252.10
5 (-0.027,-0.033) (-0.268,-0.174) 263.10 248.20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osition estimation for the five test cases

Fig. 11 Experimental result of the position estimation at 
Case-2

(a)

(b)

Fig. 12 Histogram of the position estimation error at 
Case-2 (a) using the ODS (b) using the rotary encoder

전체 위치추정 실험결과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소형로봇을 사용

한 위치추정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광 변위센서를 사

용한 위치추정 방법이 비교적 정확하게 평면상의 위치

를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청소로봇

은 소형로봇 실험결과 보다 넓은 범위(수십m)를 주행하

므로,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만으로는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치추정 중에 오차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Fig. 13 Estimation result of the heading angle at Case-2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체 청소로봇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광 변위센서 기반의 위치추정 방법을 제안하였

고, 실제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광 변위센서를 

소형로봇에 적용하여 실내 위치추정 실험을 수행하였

다. 소형로봇 위치추정 실험을 통해 광 변위센서를 사

용한 위치추정 방법이 회전 엔코더 기반의 위치추정보

다 더 정확하게 실제경로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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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교적 정확하게 평면위치를 추정함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제안한 위치추정 알고리즘은 추측항법을 

사용하므로 연속적인 위치추정 연산과정에서 광 변위

센서에서 측정한 상대변위 오차가 축적되어 주행거리

가 길어질수록 점차 오차가 증가하는 단점을 나타냈

다. 즉, 이러한 위치추정 방법에서는 오차가 한번이라

도 발생하면 이후의 위치추정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추정을 위해서는 전체 위치

추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광 변위센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위치추정 과정에서 광 변위센서에 의한 측정오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제안한 위치추정 방법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광 변위센서 이외에 추가적인 센서(전자

석으로 선박의 용접선 탐지 등)를 적용하여 위치추정 

중에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위치추정 방법은 이후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 실제 선체 청소로봇에 직접 설치한 이후에 

위치추정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며, 개발된 위치추정 알

고리즘을 선체 청소로봇 뿐만 아니라 미끄러짐에 영향

을 많이 받는 다른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

치정보를 얻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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