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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명 환경에서 센서공간을 활용한 이동로봇의 

위치인식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or Moving 

Robot in the Sensor Space under KS Illumination Intensity 

Environment)

강 철 웅, 고 석 준*

(Chul U. Kang, Seok J. Ko)

Abstract : When a mobile robot performs in unknown environments, a location identification is an 

essential task. In this paper, we propose a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that uses a sensor 

space without additional devices on the robot. Also the sensor space consists of a matrix of CDS 

sensor; when a robot was positioned on the CDS sensor, we can estimate the coordinate of the 

location by sensing a light. Based on KS illumination standard, experiments are performed in 

various environments. By evaluat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e can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be applicable to the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of a mov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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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동로봇의 위치인식 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부

분이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주변 환경에 대한 위치인식 능력이 있어야 한다

[1]. 이러한 위치인식 기술에는 엔코더 및 자이로센

서를 장착하여 상대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적외선센

서, 비전센서,  GPS를 이용한 절대 위치추정 등이 

있다 [2-5]. 최근 ‘지능공간’ 혹은 ‘센서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RFID 태

그 또는 바코드를 랜드마크로 사용하여 이동로봇의 

위치인식을 구현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6-11].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로봇에 여러 장비를 추가하

여야 하며, 추가된 장치들에 의하여 로봇은 많은 계

산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센서공간을 

생성하여 로봇에 장비의 추가 없이 위치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2]. 센서 공간은  

CDS(cadmium sulfide sensor)의 매트릭스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빛을 감지하는  CDS센서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동로봇의 위치인식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였다. 센서공간이 커질수록 센서의 개수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고가이면서 고성능

인 센서보다 저가격이면서 성능이 조금 낮은 CDS 

센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DS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선적

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CDS 센서의 특성을 정확하

게 파악하여야 한다 [13]. 궁극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센서공간에서 CDS 센서를 활용한 환경적응형 

필터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위치인식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Ⅱ장에서는 

위치인식 시스템의 센서공간에 대한 구성을 소개하

며, CDS 센서의 출력 특성을 검토한다. 제 Ⅲ장에

서는 구성된 센서공간의 환경적응형 필터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그룹별 CDS 센서의 출력 특성을 제시

한다. 제 Ⅳ장에서는 개발된 위치인식 시스템에 대

한 실험결과를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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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DS 센서의 회로도

Fig. 1 Circuit of CDS sensor

그림 2. 다양한 조도에 따른 저항에 대한 출력전압

Fig. 2 Output voltage vs. resistance value for 40 

and 400lux

Ⅱ. 센서공간의 구성

본 논문의 위치인식 시스템은 CDS센서로 구성

된 센서 공간에 로봇이 위치하면 CDS센서의 신호

를 분석하여 로봇의 위치를 판단한다. CDS센서는 

조도에 따라 저항 값이 변하는 가변저항으로 위치

인식 모듈에 배치된 다수개의 센서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회로를 설계하였다. 센서공간

을 구성하는 다수의 CDS는 그림 1과 같이 병렬구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선에 순차적으로 5V의 

Vin 전압을 입력하면 전압 분배법칙에 의하여 신호 

선에 Vout 전압이 출력된다. 이 때 CDS센서는 조

도에 의해 저항이 변하는 가변 저항이므로, 고정 저

항인 R에 의해 CDS 센서 신호 값이 변할 수 있다.

CDS센서의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

로 다른 조도환경에서 조도변화가 센서 출력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40 lux와 400 lux 조도환경에서 고정 저항 값 

그림 3. 센서공간의 구성

Fig. 3 Construction of sensor space

R을 0부터 100kΩ까지 변경하면서 측정하였다. 그

림 2는 CDS센서의 출력 값을 측정한 결과이며, 

10kΩ 부분에서 CDS 센서 출력변화가 가장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센서의 특성분석 결

과를 적용하여, 확장성 및 이동성을 고려한 8×8의 

매트릭스 구조의 센서공간을 그림 3과 같이 구성하

였다.

8개의 동일한 입력 행 단자에는 1개의 전원 신

호선(P)이 연결되며, 동일한 출력 열 단자에는 1개

의 출력 신호선(S)에 연결되어 있다. 8개의 전원 신

호선(P1, P2,…, P8)은 위치인식모듈에 탑재한 컨트

롤러의 디지털포트에 의해 제어되며, 8개의 출력 신

호선(S1, S2,…, S8)은 컨트롤러의 A/D 컨버터 포

트와 디지털포트에 의해 입력된다. 정보 수집을 위

한 회로구동은 센서구동전압을 컨트롤러의 디지털

포트를 통해 1개의 전원 신호선에 인가해 주면, 8

개의 출력 신호선(S1, S2,…, S8)을 통하여 같은 열

에 배치된 8개의 센서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신호선을 P1에서 

P8까지 변경하면, 총 64개의 CDS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Ⅲ. 센서공간의 환경적응형 필터 알고리즘

CDS의 센서공간은 빛을 감지하는 CDS의 특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정확한 로봇의 위치인식을 위해서는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구성된 CDS

센서 공간은 그림 4와 같이 2열씩 그룹화 하는 과

정을 수행하게 되면, 동일한 센서공간을 면적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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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룹화 된 센서공간

Fig. 4 Grouped sensor space

로 분리하게 되므로 각 영역에 대해 유연하게 조도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

그룹화 된 센서공간을 350lux의 조도 환경에서 

각 그룹의 센서들을 평균하여 시간에 따라 나타내

면 그림 5와 같다.

위치인식모듈 위에 아무 물체가 없을 경우, 동일

한 조도환경이더라도 그룹별로 1.72 ~ 1.73V 사이

에서 서로 다른 센서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역마다 다른 디지털 비

그림 5. 그룹별 CDS센서 출력전압

Fig. 5 Average output voltage of the grouped 

sensor space

교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센서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보편적인 센싱 방법은 A/D 변환 값을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수백 개의 센서로부터 입력된 

A/D 변환 값을 얻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각의 

A/D 변환시간 및 전원공급 지연을 고려하여야 하므

로 로봇의 이동속도를 추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센서공간의 그룹화 된 아

날로그 신호를 2진화로 표현된 디지털 센서정보로 

변환하여 조도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

는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림 6.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

Fig. 6 Sensor algorithm adapted to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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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디지털 비교기

Fig. 7 Digital Comparator

구분 Comparator 입력값(v) Reference(v)

group1 1.725 0.8625

group2 1.730 0.8650

group3 1.724 0.8620

group4 1.727 0.8635

표 1. 그룹별 기준 값

Table 1. Reference value of each sensor group

그림 8. 위치인식 모듈의 정보흐름 구조

Fig 8. Flow diagram of the location identification 

module

그림 6에 제시된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의 작동

은 최초 1회에 한해 공연장소의 조도환경을 점검하

기 위하여 컨트롤러는 초기 모드(Initial Mode)가 

되어 구동된다. 이 과정에서 컨트롤러는 A/D 변환

기를 이용하여 출력 신호선(S1, S2,…, S8)로부터 

1회에 8개 센서의 정보를 8회 반복하여 총 64개의 

센서정보를 획득한다. 초기 모드에서는 64개의 센

서정보들에 대한 평균값의 50%에 해당하는 값을 

각 그룹의 디지털 비교기에 필요한 기준 값

(Reference value)으로 결정한다. 다음 과정으로,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이 결정 모드(Decision 

Mode)로 전환되면, 초기 모드에서 결정된 기준 값

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디지털 비교기의 (-)단자 입

력으로 사용된다. 표 1은 350Lux의 조도환경에서 

그림 9. 센서공간을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의 위치인식 시스템의 출력

Fig. 9 Output of the location identification 

module for open environment

그림 10 센서공간의 광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의 위치인식 시스템의 출력

Fig. 10 Output of the location identification 

module for da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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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기준 값을 나타낸다.

전원 신호선이 초기 모드에서 결정 모드로 변환

되면서 비교기의 출력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된

다. 즉, CDS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값(S1, S

2,…, S8)이 비교기에 인가된 기준 값보다 높으면 

비교기의 출력은 ‘1’이 되며, 반대로 낮으면 ‘0’의 

값을 출력한다. 결과적으로, 비교기의 출력값이 ‘1’

이면 로봇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하면 로봇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Ⅱ 장에서 구현한 센서공간의 위치인식의 정보

흐름은 그림 8과 같다.

위치인식 모듈은 그림 8과 같이 로봇과 완전히 

독립적인 장치로, 컨트롤러(Main controller)에 의

하여 센서 정보 수집 및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림 9과 10은 위치인식모듈의 1개의 센

서에 대한 실제 센서정보의 전압 값(Analog Data)

과 디지털 비교기를 통해 2진화된 센서 정보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9는 센서모듈을 환경에 노출한 

경우로 로봇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그

림 10은 빛을 차단한 경우로 로봇이 존재하는 경우

에 대한 결과이다. 관측한 전구간(Sampling Time)

에 대해, 환경에 노출한 경우는 CDS 센서정보 값

이 디지털 비교기의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나며 디

지털 비교기의 출력이 “1”로 변환된다. 반대로, 빛

을 차단한 경우는 전구간에 대해 디지털 비교기의 

기준값 이하로 나타나며 디지털 비교기의 출력은 

“0”으로 변환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로봇에 

의하여 CDS센서가 가려지는 경우 로봇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KS조도 기준에 의하여 환경을 설정하였고, 각 

환경에서 위치인식모듈의 센서신호를 판단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11과 같

다.

KS조도 등급에 따라 교실, 사무실, 강당, 체육

관, 회의실 등의 환경을 지정하였다. 실험 결과로부

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면 CDS센서 값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비교기의 기준 값은 그룹별 평균의 중간값

(50%)을 채택하여 기준 값보다 큰 경우는 로봇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조명에 의

한 그림자가 위치인식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조도
센서데이터

평균
KS조도

기준
설정환경

0 0v A 로봇 인식
40 0.4409v

D 그림자로 인식
60 0.7019v

80 0.8961v

E 복도, 회의실100 0.9619v

150 1.1156v

170 1.2617v

F 강당, 체육관, 회의실
210 1.3781v

250 1.5417v

300 1.6811v

350 1.7166v

G 교실, 사무실400 1.7899v

450 1.8810v
500 1.8999v

표 2. KS조도 기준에 따른 환경설정

Table 2. Environment setting for various 

illuminations in KS standard

그림 11. 조도등급에 따른 위치인식 센서 모듈의 

출력 전압

Fig. 11 Outputs of the location identification 

module for various illuminations in KS 

standard

 

그림 12. 위치인식 시스템의 통신방식

Fig. 12 Communication method of the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고려하면, 그룹별 평균의 중간값보다 D등급의 값을 

디지털 비교기의 기준 값으로 설정하여야 더욱더 

정확한 로봇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치인식 시스템이 초기 모드에서 공연환경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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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그룹별 평균에 대한 각각의 조도등급을 판

단하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적응형 알고리

즘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의 위치인식 모듈을 결합하여 2m × 2m 크기로 제

작하여 위치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위치인식 

모듈에서 수집되는 센서정보를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하여 1대 n 통신이 가능한 RS485 통신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위치인식 시스템의 통신

방식을 설정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위치인식 방법과는 달리 

로봇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장치로 구성하여 위치인

식에 대한 불필요한 계산량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센서공간을 갖는 위치인식 모듈을 제작하였으며, 

다수의 위치인식 모듈을 연결하여 위치인식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CDS 센서로 구성된 센서공간은 환경변화에 따

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정확한 위치인식을 위한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을 포함하였다. 제안된 환경 

적응형 알고리즘은 동일한 센서공간을 면적영역으

로 분리함으로서 각 영역에서 유연하게 조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인식 방법이다. 디지털 비교기

에 의하여 아날로그 센서 신호를 디지털로 2진화로 

변환하여 처리 속도 및 위치인식의 정확성을 향상 

시켰다. 위치인식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로봇의 위

치정보는 로봇의 이동에 영향을 주며, 추후에는 로

봇과 위치인식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로봇 위치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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