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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인공표식 기반의 위치결정 시스템

A Landmark Based Localization System using a Kinect Sensor

박 귀 우*․채 정 근*․문 상 호**․박 찬 식† 

(Kwiwoo Park․JeongGeun Chae․Sang-Ho Moon․Chansik Park)

Abstract  -  In this paper, a landmark based localization system using a Kinect sensor is proposed and evaluated with the 

implemented system for precise and autonomous navigation of low cost robots. The proposed localization method finds 

the positions of landmark on the image plane and the depth value using color and depth images. The coordinates 

transforms are defined using the depth value. Using coordinate transformation, the position in the image plane is 

transformed to the position in the body frame. The ranges between the landmarks and the Kinect sensor are the norm of 

the landmark positions in body frame. The Kinect sensor position is computed using the tri-lateral whose inputs are the 

ranges and the known landmark positions. In addition, a new matching method using the pin hole model is proposed to 

reduce the mismatch between depth and color images. Furthermore, a height error compensation method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frame and real world coordinates is proposed to reduce the effect of wrong leveling. The 

error analysis are also given to find out the effect of focal length, principal point and depth value to the range. The 

experiments using 2D bar code with the implemented system show that the position with less than 3cm error is obtained 

in enclosed space(3,500mm×3,000mm×2,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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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항법은 자동차, 스마트폰에서 치정보 제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 , 자율이동자동차 등의 미래형 

시스템의 자율항법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특히 정확한 

자율항법을 해서는 정확한 치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1]. 표 인 치결정 방법으로 성을 활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GPS는 

실내 환경에 용되기 힘든 단 을 갖고 있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치결정 기

법이 연구되고 있다[2]. 성센서를 이용한 실내항법 기법은 

별도의 시설 구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오차가 발생하는 단 이 있

어 독립 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WiFi, Zibgee, RFID 등의 

RF(Radio Frequency)를 이용한 기법의 경우 정확도가 낮고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해 음 , 외선 등의 추가센

서, 비콘, 노드 등의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단 이 있다

[2-4]. 반면, 상을 기반으로 한 치결정 방법은 연산 량

이 많고 조도에 향으로 실내에 한정된다는 단 이 있지만 

상으로부터 많은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 으로 

가볍고 가이며  력 이라는 장 이 있어 실내 환경의 

치결정에 해결책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 으로 

상을 기반으로 한 치결정 기법의 치정확도는 10cm 내

외로 다른 방식에 비해 상 으로 정확하다[3-5].

상을 이용한 치결정 방법은 사용되는 카메라에 따라 

단일 상, 구조 을 활용한 상, 스테 오 상,  방향 

상 등으로 나뉜다[4-7]. 그  Microsoft의 키넥트 센서는 

구조 을 활용한 표 인 로 당 30 임의 컬러 상

과 깊이 상을 제공하여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다. 키넥트 

센서는 각을 이용하는 단일 상 보다 거리측정치의 정확도

가 높으며 스테 오,  방향 상 등에 비해 렴한 가격으

로 구성이 가능해 매우 실용 이다[4,5]. 키넥트 센서를 이용

해 구 된 치결정 시스템을 로 에 용하면 경제 이며 

정확한 자율항법을 수행하는 로 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 이며 정확한 자율항법을 수행하는 

로  구 을 한 치결정 방법으로 키넥트 센서와 인공표

식을 이용한 치결정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구 하여 

검증한다. 제안하는 치결정 방법은 먼  키넥트 센서로 

취득한 컬러 상과 깊이 상을 이용해 인공표식의 상 에

서 치와 그 깊이정보를 구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좌표

계간의 변환 행렬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좌표계의 

인공표식의 치를 항체 좌표계로 변환한다. 항체좌표계에

서의 치 벡터의 크기로부터 항체와 인공표식간의 거리를 

구하고, 최종 으로 삼각측량법을 용하여 실세계 좌표계에

서 항체의 치를 구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키

넥트 센서의 컬러 상과 깊이 상 부정합으로 발생하는 거

리측정오차를 핀홀(pinhole) 모델을 이용해 제거하는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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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키넥트 센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Kinect Sensor 

그림 2 컬러 상과 깊이 상의 부정합

Fig. 2 Mismatch between depth and color

제시한다. 한 삼각측량법에서 지면과의 수평 유지의 부정

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이 오차를 상에서 구한 높이

로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치결정기법을 검증

하기 하여 실제 환경에 2D 바코드를[8] 인공표식으로 구

축하고 치결정 실험을 수행한다. 키넥트 센서의 거리

(focal length), 주 (principal point)  깊이정보(depth) 오

차가 거리측정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2. 키넥트 센서와 인공표식을 이용한 치결정 

알고리즘

2.1 키넥트 센서와 인공표식을 이용한 치결정 기법

Microsoft의 키넥트 센서는 외선 방식의 구조 을 활용

한 표 인 3D 센서로 그림 1과 같이 외선 사기, 외

선 카메라, RGB 카메라로 구성된다. 깊이 상은 외선 

사기에서 조사한 외선 패턴을 외선 카메라로 읽어 패턴 

매칭 방식으로 생성한다[9-12]. 깊이 상만으로 물체를 분간

할 수 없어 RGB 카메라로부터 얻는 칼러 상을 동시에 이

용하여 특정 픽셀의 깊이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는 

모션인식, 얼굴추 , 3D 재구성 등의 분야에 극 활용되고 

있다[10-12]. 키넥트 센서의 두 상을 이용해 실세계 좌표

상의 치를 구하기 해서는 컬러 상의 픽셀 치와 그에 

해당하는 깊이정보가 정확히 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키넥

트 센서를 구성하는 RGB 카메라와 외선 카메라의 사양이 

달라 두 상이 정확히 응되지 않는다. 그림 2는 두 상

을 단순히 더하여 나타낸 것으로 두 상 픽셀의 불 일치도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체커보드 과 책상 다리를 

보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픽셀에 

응되는 정확한 깊이정보를 취득하기 해서 컬러 상과 

깊이 상의 정합(matching)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림 3 깊이 상의 기하정보

Fig. 3 Geometry of depth image 

그림 4 깊이 상 취득결과

Fig. 4 Mesh graph of depth image

키넥트 센서의 깊이정보는 그림 3과 같이 카메라 정면방

향에 해당하는 값으로 측정범 는 일반모드(800mm ~ 

4,000mm)와 근 모드(600mm ~ 3,000mm) 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깊이정보 오차는 측정 거리에 따라 증가하

며 최  ±25mm의 불규칙 오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9]. 실제로 키넥트 센서를 이용해 2,500mm떨어진 벽면에 

하여 구한 깊이 상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상의 외곽일수록 오차가 크며 불규칙 으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림 일부 구간에서는 200mm이상의 오차가 발생되며 

사양에서 제시한 ±25mm보다 큰 값을 보인다. 이는 키넥트 

센서가 지면과 정확히 수평을 이루지 못해 발생되는 오차이

며 이는 치결정시 높이( ) 오차를 발생시킨다. 실제 용

에서 틸트(tilt) 모터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키넥트 센서의 수

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높이 

보정기법을 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깊이 상과 컬러 상의 부정합과 높이 오차 보상을 고려

한 치결정기법의 흐름은 그림 5와 같다. 먼  키넥트 센

서를 이용해 컬러 상과 깊이 상을 USB로 취득한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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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넥트 센서와 인공표식을 이용한 치결정 기법의 

순서도

Fig. 5 Flow chart of localization system

그림 6 핀홀카메라 모델

Fig. 6 Pinhole camera model

한 깊이 상과 컬러 상을 핀홀 모델을 이용하여 정합하며 

이 과정은 2.2 에서 자세히 나타낸다. 다음 단계에서는 컬

러 상에서 2D 바코드 형태의 인공표식을 인식하고 인공표

식의 ID를 추출한다. 인공표식 인식  ID 취득을 한 많

은 방법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표 인 

방법인 2D 바코드와 인식 함수를 이용하여 구 한다[8]. 3개 

이상의 표식이 취득되면 삼각측량법으로 항체의 치를 구

하고 최종 으로 높이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한 치를 구한

다. 치결정은 2.2 , 높이 오차 보정 기법은 2.3장에서 자

세히 나타낸다.

 

2.2 컬러 상과 깊이 상 정합

키넥트 센서에서는 RGB 카메라 거리가 외선 카메

라의 거리보다 짧아 컬러 상이 깊이 상보다 더 넓은 

범 의 상을 취득한다. 두 상의 정확한 정합을 해서

는 두 상의 거리를 맞추어야 한다. 깊이 상의 범

를 넓  맞추기 해서는 보간 기법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컬러 상의 범 를 축소하여 깊이 상에 맞

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시한 정합방법은 두 카메라의 모

델을 핀홀 카메라 모델로 정의하고 두 모델의 사이의 계

를 유도함으로써 컬러 상을 깊이 상의 거리에 맞춘

다. 핀홀 카메라 모델[15]은 핀홀을 통해 들어온 상이 

상평면에 거꾸로 맺히는 원리를 이용해 카메라의 변수를 모

델링 하는 방법으로 3차원의 치가 2차원의 상에 투 되

는 것을 표 한다. 핀홀 카메라 모델은 식(1)과 같이 카메라

의 거리()와 주 ()으로 구성되며 실세계 좌표

계의     와 상평면 좌표계의   ′ ′ 는  
의 계를 갖는다. 그림 6에 이들 계를 자세히 나

타내었다.











  
  
  

                    (1)

키넥트 센서의 깊이 상과 컬러 상의 핀홀 카메라 모델

은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식(2)는 3차원 치 가 깊이

상 핀홀 모델의 와 컬러 상의 핀홀 모델의 에 의해 

깊이 상 의 치 와 컬러 상 의 치 로 투 됨을 

나타낸다. 식(2)로부터 두 모델의 계는 식(3)과 같다. 식

(3)에 의해 컬러 상이 깊이 상에 맞춰지는 과정은 그림 7

에 나타내었다.


 

                     (2)

  
                  (3)

그림 7 컬러 상 치()의 깊이 상 치( )로 변환

Fig. 7 Position in depth is converted in the position in color

여기서 
   는 식(4)와 같다. (   )은 깊이

상의 거리와 주 이며 (   )는 컬러 상의 

거리와 주 이다. 키넥트 센서에서 RGB카메라와 외

선 카메라는 실제 2.5cm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며 이로 인

해 두 상을 정합했을 때 컬러 상이 왼쪽으로 이동한 형

태의 오차로 나타난다. 이 오차는 에 오 셋 를 추가하

여 보상한다. 


    









   

  
  

 

   (4)

  식(3)을 이용하여 두 상을 정합하기 해서는 먼  교

정(calibration)을 통해 각 상의 거리와 주 를 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Bouguet의 체커보드를 이용한 방법[13]

을 이용하여 카메라 교정을 수행한다. 교정에서 구해진 각 

상의 거리와 주 을 식(4)에 입하고, 식(3)을 이용

하여 컬러 상의 모든 좌표를 깊이 상의 좌표로 변환한다. 

표 1에 20개의 체커패턴 상과 Bouguet의 기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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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한 정합  컬러 상과 깊이 상 거리와 주 과 

이 값을 이용하여 정합을 수행하여 구한 정합 후 컬러 상

의 거리와 주 을 나타내었다. 정합 후 컬러 상의 

거리 값과 깊이 상의 거리 값의 차이가 약 3픽셀 이

내로 허용 오차범 에 포함되는 결과를 얻었다. 정합 후 컬

러 상의 에 포함된 약 20픽셀가량의 오차는 오 셋(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난 값이다. 그림 8에 정합 후 컬러 상과 

깊이 상의 단순 합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2에서 맞지 않던 

체커보드와 책상다리가 일치함을 나타낸다.

정합  

컬러 상[pixel]
깊이 상

[pixel]
정합 후 

컬러 상[pixel]
 530.126±1.939 586.1±2.1 589.6±2.5

 532.569±2.388 589.4±2.7 591.6±2.5

 304.916±3.121 313.1±2.4 333.6±4.2

 230.5±2.6 246.7±2.7 235.1±3.7

표   1  교정 결과

Table 1 Result of calibration

그림 8 컬러 상과 깊이 상의 정합결과

Fig. 8 Result of color and depth matching

2.3 항체의 치결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좌표계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픽셀좌표계 {  }는 키넥트 센서로 부터 취득되는 

상의 좌표계로 좌측 상단이 원 이다. 취득된 상의 원

을 주 만큼 이동시켜 평면의 심을 원 으로 하는 상

평면 좌표계 {   }를 정의한다.  상 평면의 2차원 좌

표를 3차원 좌표로 변환하기 하여 키넥트 센서를 원 으

로 정면방향의 축이 추가된 키넥트 센서좌표계 

{   }를 정의한다. 키넥트 센서가 장착된 항체좌표계 

{   }는 항체의 정면을 , 좌우 방향을 , 상하 방향

을 로 정의한다. 항체의 실험 공간 내에서의 치 표 하

기 한 실세계좌표계 {     }를 정의한다. 본 논문에

서 구하고자 하는 항체의 치는 실세계 좌표계 상의 항체

좌표계 원 의 치를 의미한다. 항체의 자세는 축의 회

을 롤(Roll), 축의 회 을 피치(Pitch), 축의 회 을 요

(Yaw)로 정의한다.

그림 9 치결정 환경과 좌표계

Fig. 9 Setting the environment and coordinate

항체의 치 결정은 삼각측량법[1-2]을 사용하며, 이를 

해서 세 개 이상의 인공표식의 치와 인공표식과 키넥트 

센서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다. 인공표식의 치는 설치과정

에서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거리 측정치가 필요하다. 인공

표식과 키넥트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키넥트 

센서는 정합된 컬러 상으로부터 인공표식을 인식하여 픽셀

좌표계상 치     
와 ID를 추출한다[8]. 한 

깊이 상으로부터 치    
의 깊이정보 을 

취득할 수 있다. 깊이정보, 거리  주 을 이용하여 식

(5)의 좌표변환 행렬들을 구한다. 
는 픽셀좌표계에서 

상평면좌표로의 변환이며, 좌측 상단에 존재하는 원 을 

상의 앙으로 이동시킨다. 
은 상평면 좌표계에서 키넥

트 센서좌표계로의 변환으로 거리와 깊이정보의 비례

계(      )[15]를 이용하여 2차원의 상평면 좌표

를 3차원의 키넥트 센서좌표로 변환한다. 이때 깊이정보 

은 키넥트 센서좌표계의 축과 같다[10]. 
은 키넥트 센서

좌표계에서 항체좌표계로의 변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는 항체의 심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회 만 고려

한다.


 









  
   
   
   

 










   

   

   
   

 










   
   
   
   

  

(5)

 항체좌표계의 인공표식 치      
는 픽

셀좌표계의 인공표식의 치     
를 식(6)에 

입하여 얻을 수 있다.
































            (6)

식 (6)으로 구해진 인공표식의 항체좌표계상의 치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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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구하면 식(7)과 같이 키넥

트 센서와 인공표식 간의 거리 측정치를 구할 수 있다.

 

 

 
             (7)

식(7)의 측정치와 알고 있는 인공표식 n의 치 

     
를 이용하여 실세계 좌표계에서의 

키넥트 센서의 치      
를 구할 수 있다. 키

넥트 센서와 인공표식 n  사이의 거리는 식(8)로 나타낼 수 

있다. 식(8)을 선형화 기       
에서 선

형화하면 식(9)를 얻는다[2]. 여기서 은 인공표식 n과 선

형화 기  사이의 계산된 거리, 

 

 
  

 
  

 
는 

선형화 기 에서 인공표식 n으로의 시선(Line Of Sight)

벡터를 나타낸다. 선형화 기 은 처음 계산에는 실내 공

간의 심으로 그 이후는 항체의 직  치로 둔다. 

              (8)
                   (9)

치결정을 해 n(≥3)개의 인공표식에 하여 선형화된 

식을 정리하면 식(10)이 되고 식(11)로 간단히 표 할 수 있

다.









 
 
⋮

 











  
  
⋮ ⋮ ⋮
  













        (10)

                   (11)

(11)에 최소자승법을 용하면 (12)의 치오차를 구할 수 

있다[2]. 구해진 치오차 를 선형화 기

     
에 더하여 치를 구할 수 있으며 

치오차 의 크기가 문턱치 이하로 작아질 때 까지 이 과

정을 반복하여 최종 치를 구한다.

  
               (12)

2.4 높이오차 보정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치결정 과정에서 키넥트 센서가 

지면과 정확히 수평을 이루지 못해 발생되는 깊이정보 오차

로 인해 높이 오차가 발생한다. 삼각측량법을 이용한 시스

템에서 측정치의 배치에 따라 식 (12)의 행렬  가 불

량행렬(ill-conditioned)이 되어 특이문제(singular problem)

가 발생하여 오차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인공표식의 

높이가 모두 같은 경우 높이오차를 이기 한 테일러 

수 설계 방법으로 보상[14]하는 기법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높이오차 발생의 원인이 인공표식의 배치 문

제가 아니라 깊이정보 오차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항체

의 높이를 보정하기 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깊이정보 오차에 따른 고도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식(13)은 미리 알고 있는 실세계 좌표

상의 인공표식 치( )와 키넥트 센서를 이용해 취득한 

인공표식의 항체좌표계상의 치( ) 계를 나타낸다.

 



 


           (13)

여기서 
는 실세계 좌표계와 항체좌표계 간의 계를 나

타내며 식(14)와 같이 수평면의 회 ()과 실세계 좌표에서 

항체의 치     
만큼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cos sin  
sin cos  
   
   

           (14)

식(13)과 (14)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cos sin 
  sin cos 
  

 

(15)

식(15)에서   과 는 알고 있는 값이므로 

  를 이용하면 삼각측량법과 무 하게 높이

를 계산할 수 있다. 개의 인공표식에 따하여 각각 구해진 

높이의 평균을 구하면 최종 높이를 구할 수 있다.

  
  



             (16)

최종 으로는 식(17)과 같이 삼각측량법으로 구한 높이 

와 식(16)으로 구한 높이 의 가  합으로 최종 높이를 

결정한다. 이때 가 치 k는 실험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항체

가 롤(roll)과 피치(pitch) 방향으로 진동이 없다면 k=1로 두

는 것이 유리하다.

†               (17)

3. 거리측정치 오차요소와 향분석

키넥트 센서를 이용해 삼각측량법으로 치를 추정하기 

해 필요한 정보는 인공표식과의 거리측정치 과 인공표

식의 치      
이다. 이  인공표식의 

실제 치는 미리 알고 있는 참값이므로 치결정 정확도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소는 거리측정치 오차다. 거리측

정치는 인공표식의 픽셀좌표상의 치와 깊이정보, 카메라모

델의 매개변수로 계산되므로 거리측정치 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오차원인은 카메라 모델의 거리 오차, 주  오차와 

깊이정보 오차이다. 이 장에서는 거리측정치 오차 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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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해 거리, 주 , 깊이정보에 하여 인공표식의 

키넥트 좌표계상의 각 축의 치에 발생하는 오차 식을 유

도하여 그 향을 분석한다.

3.1 거리 오차의 향 분석

식(18)의 거리에 포함된 오차를 고려하여 거리가 

거리측정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는 참

값을   는 거리 오차를 나타낸다.

 
   

             (18)

식(6)의 변환행렬에 오차가 포함된 거리를 입하여 변

환행렬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픽셀좌표상의 인공표식의 

치(   )를 키넥트 센서 좌표계 상의 치(    )로 

변환하면 식(19)가 된다.

  


 


 
 


 


  


  


 

 


 


 


  

( 1 9

)

(19)

식(19)에서 는 거리 오차에 의해 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 
≫이므로 

 ≈
 ,  

 ≈
가 되며 이로부터 식(20)과 같이 오차(    )

를 구할 수 있다.

    



  




         (20)

식(20)에서 와 에 미치는 거리 오차 향은 인공표

식의 깊이 값 이 작을수록, 인공표식의 상평면 의 치

   가 원 에 가까울수록, 거리 값이 클수록 오차

향이 어든다. 즉 상의 심에 가까운 인공표식일수록, 

카메라의 거리가 길수록, 교정을 잘 할수록 거리 오

차에 의한 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2 주  오차의 향 분석

식(21)의 오차가 포함된 주 을 고려하여 이 오차가 거리

측정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21)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식(6)에 식(21)을 입하여 다음의 

식(22)를 얻는다.

 


 
  

 
 



  


 
  

 




 


( 2 2

) 

(22)

각 축의 오차를 계산하면 식(23)과 같다.

  


  


          (23)

식 (23)에서 주  오차는 거리 오차와 같이 에 향을 

주지 않는다. 각 축의 오차는 깊이정보 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며 상평면상의 인공표식 치   와는 

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카메라의 거리가 길수록, 

교정을 잘 할수록 주  오차에 의한 향이 감소한다. 

3.3 깊이정보 오차의 향 분석

깊이정보의 오차를 고려하면 식(24)와 같다.

                   (24)

오차가 추가된 깊이정보를 이용하여 카메라 좌표계의 치

로 변환하면 식(25)와 같다.

 


  


 


 


 


  


 


 


 


   

( 2 5

)

(25)

각 축의 오차를 계산하면 식(26)과 같다.

      


  


       (26)

 

식(26)에서 깊이정보 오차는 에 직  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반면 와 에는 거리와 상좌표의 비가 곱해

지며 이 값은 언제나 1보다 작아 보다 은 향을 받는

다. 상의 심에 가까울수록 깊이정보 오차의 향이 0에 

가까워진다.

4. 실험  검증

4.1 치결정 실험

제안한 시스템의 치결정 정확도를 검증하기 해 알고

리즘을 구 하고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 다. 그림 10과 같

이 3,500mm×3,000mm×2,500mm  공간의 벽에 총 72개의 인

공표식을 부착하 다. 인공표식은 그림 11의 2D 바코드를 

사용했으며 공개된 2D 바코드 인식 함수[8]를 사용하 다. 

2D 바코드는 각각 고유의 ID를 갖고 있으며 이미 장되어 

있는 실세계 좌표계상 치정보와 응되도록 하 다.

실험은 인공표식이 설치된 각각의 벽면을 바라보는 세 곳

의 치에서 항체가 정 인 상태일 때 치를 추정하 다. 

각 치에서 200 임의 상 획득하고 처리하 다. 각 

임으로부터 거리측정치는 항상 3개 이상 취득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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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내 치결정환경(좌), 인공표식 배치(우)

Fig. 10 Environment of Indoor localization(lett), the 

placement of landmark(right)  

그림 11 인공표식으로 사용된 2D바코드

Fig. 11 2D bar code that used as landmark

그림 12 치결정 결과(왼쪽부터 치 1, 2, 3)

Fig. 12 Localization result(from the left 1, 2, 3) 



[mm]
  
[mm]

  
[mm]

 
[mm]

치1
(오차평균/
표 편차)

7.991/
13.100

11.881/
2.235

44.679/
14.036

4.079/
0.394

치2 
(오차평균/
표 편차)

8.847/
6.578

14.124/
1.440

61.922/
8.342

8.035/
0.744

치3
(오차평균/
표 편차)

21.226/
2.306

8.052/
15.873

58.939/
9.901

9.489/
0.999

표   2  치결정 오차

Table 2 Error of localization

림 12에 세 곳에서 구한 치와 알고 있는 실제 치  인

식된 인공표식들의 치를 나타내었다. 논문에서 제시한 

치결정기법을 용하여 구한 치와 알고 있는 치의 차이

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 ,

 , )는 식(13)의 삼각측량법으로 구한 치이고, 

는 식(16)의 높이 오차 보정기법을 용한 결과이며, 보정기

법에 의하여 높이 오차가 확연히 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치에서 3cm 이내의 정확도로 치를 구할 수 있다.

4.2 오차해석의 타당성 검증

3장의 오차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오차해석 결

과와 실제 환경의 수치를 이용하여 거리측정치 오차 측치

를 계산하고 실험에서 실제 발생된 거리측정치의 오차와 비

교한다.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리 오차에 따

라 발생하는 거리측정치의 오차 범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거리는 표 1의 정합 후 컬러 상의 값으로부

터  
=589.6±2.5,  

=591.5±2.5으로 두었다. 

한 깊이정보 D는 4,000mm, 실험공간의 크기는 

3,500mm×3,000mm×2,500mm, 는 320, 는 240으로 두었

다. 이상의 조건에 하여 식(20)으로부터 는 ±9.21mm, 

는 ±6.86mm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거리 오차

에 의해 발생되는 거리측정치의 오차범 는 ±10.06mm이다.

주  오차에 따라 발생하는 거리측정치의 오차 범 를 같

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주 은 표 1의 정합 후 컬러 상의 값

으로부터  
=333.6±4.2,  

=235.1±3.7으로 두

었다. 이상의 조건에 하여 식(23)으로부터 는 ±28.49mm, 

는 ±25.02mm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주 오차에 의

한 거리측정치의 오차범 는 ±33.29mm이다. 

깊이정보 오차에 따라 발생하는 거리측정치의 오차 범

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25mm로 두면 식(26)으로

부터 는 ±10.85mm, 는 ±8.11mm, 는 ±25mm로 나

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깊이정보 오차에 의한 거리측정치의 

오차범 는 ±23.77mm이다. 

거리, 주 , 깊이정보의 오차의 합은 ±67.12mm이며 

이 값은 거리측정치 오차의 측 값 이다. 그림 13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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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표식별 거리측정치 오차

Fig. 13 Missmatch Color and Depth Image 

의 치에서 취득한 인공표식의 거리측정치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거리측정치 오차는 치 2에서 최 로 발생

했으며 그 값은 45mm이다. 이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오차해석과 실험이 일치함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와 인공표식을 이용한 치결

정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인공표식의 치와 인공표식까지

의 거리 측정치에 삼각측량법을 용하여 치를 결정한다. 

키넥트 센서의 컬러 상을 처리하여 인공표식을 인식하고, 

장된 인식된 인공표식의 치를 추출한다. 키넥트 센서의 

깊이 상을 처리하여 거리측정치를 구하 다. 이 과정에서 

깊이 상과 컬러 상의 부정합을 해결하기 한 핀홀 모델

을 이용한 정합기법을 제시하고 용하여 거리측정치 오차

를 다. 한 키넥트 센서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지 못하

여 발생하는 높이오차의 향을 이기 하여 상에서 실

세계좌표와 항체좌표계의 계로부터 새로운 높이 결정기법

을 제안하 다. 추가로 거리측정치에 거리, 주   깊

이정보오차가 미치는 향을 유도하고 분석하 다. 이로부

터 거리가 길수록, 상의 심에 가까울수록, 교정을 

잘 할수록 거리오차가 어듦을 확인하 다. 구 된 치결

정 시스템을 2D 바코드를 인공표식으로 구성한 실내 환경

에서 실시한 실험결과 3개 이상의 인공표식이 존재할 때 

3,500mm×3,000mm×2,500mm 공간에서 3cm 이내의 정확도

로 치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오차해석의 결

과가 실험과 일치함도 확인하 다. 이 결과로부터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치결정 시스템이 실내 환경에서 사용될 로

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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