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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외곽선 전체 검출에 의한 모바일 로봇의 위치 인식

Localization of Mobile Robots by Full Detection of Ceiling Outlines

김 영 규*․박 태 형†

(Young-Gyu Kim․Tae-Hyoung Park)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localization system using ceiling outlines. We acquire the entire ceiling image by 

using fisheye lens camera, and extract the lines by binarization and segmentation. The optical flow algorithm is then applied 

to identify the ceiling region from the segmented regions. Finally we obtain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robot by the 

center position and momentum of ceiling region. Since we use the fully detected outlines,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localization system is improved. The experimental result are finally presente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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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의 자가 위치인식(Self-Localization)은 실내․실외 환경에

서 로봇이 자율주행하기 위한 근본이 되는 기술이다. 특히 천장

은 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 환경에

서 위치인식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로봇의 위치 인식을 위하여 초기에는 레이저, 초음파 등의 센

서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저비용 고효율을 가진 카메라를 이

용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위치 인식 방법으로 초기에

는 천장이나 벽면에 부착된 인공 표식을 이용한 방법[1-4], 

SIFT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5]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천장은 

다른 환경에 비해 정적인 환경으로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천장 

외곽선과 같은 자연 표식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또한 많은 연구

가 되어왔다. 형광등, 문, 코너점을 결합한 방법[6]이 표적으로 

형광등과 같은 실내 천장에 부분 존재하는 자연 표식을 활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형광등이나 문등이 없는 환경에서 위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장과 복도의 외곽선 성분의 패턴을 

이용한 방법[7], 천장의 사각형 패턴을 이용한 방법[8], 벽면이나 

천장의 라인 검출을 이용한 방법 [9-10], 천장 외곽선을 이용한 

방법[11-12] 등 천장이나 벽면에 존재하는 외곽선 표식을 이용

한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경우 실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점

이 발생한다. 인공 표식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인공 표식이 없는 

환경에서 적용할 수 없으며, 인공 표식의 부착 및 관리에 따른 

불편함이 따른다. 자연 표식을 사용한 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내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를 자연표식에 활용함으로써 인공표식 

방법에 비해 환경제약에서 자유롭지만 환경제약에서 완전히 자유

로운 것은 아니며, 자연표식이더라도 형광등, 문 등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위치 인식 방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둥이나 기타 장애물이 없는 좁은  실

내 영역에서 어안렌즈를 이용하여 전체 천장영역을 획득한 후, 

천장 외곽선을 추출하여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로봇 

중심에 부착된 어안렌즈 카메라를 이용하여 천장 전체 영상을 획

득한 뒤 천장 외곽선 부분을 모두 추출한다. 추출한 외곽선에 

하여 영역 분할 과정을 통하여 천장이 될 수 있는 천장 후보 영

역들을 추출한다. 원점 영상과 이동한 영상에 하여 옵티컬 플

로우를 계산하여 옵티컬 플로우 평균값이 가장 작은 영역을 천장 

영역으로 판별한다. 판별된 천장 영역의 중심점 좌표와 이미지 

모멘트를 이용한 방향각을 계산하고, 이를 입력 영상의 중심점 

좌표와 방향각을 비교하여 로봇의 위치를 인식한다. 

제안된 방법은 별도의 인공 표식 없이 좁은 실내 환경에서 위

치 인식이 가능하며, 천장의 패턴이나 조명등이 없는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위치인식 시스템이다.

2. 로봇의 위치인식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안렌즈를 이용한 위치 인식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로봇 상단 중심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

하여 전체 천장 영상을 획득한 후, 적응 이진화 방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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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부 영상 (b) 전체 영상

그림 2 외곽선 포함 범위

Fig. 2 Outline contain range

(a) 원점 영상 (b) 외곽선 영상

그림 3 외곽선 추출

Fig. 3 Extration of outline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diagram

전체 천장 외곽선을 검출한다. 그리고 전체 천장 외곽선을 토

로 천장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각기 다른 두 지점에서 영상을 

이용하여 각 천장 후보 영역별 옵티컬 플로우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이 가장 작은 후보 영역을 천장 영역으로 판단한다. 이 후 천

장 영역의 중심점 좌표와 뱡향각을 원점에서 중심점 좌표와 방향

각과 비교하여 로봇의 위치를 추출하게 된다.

2.2 영상 획득

로봇 상단 중앙에 어안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체 

천장 영상을 획득하였다. 어안렌즈를 통하여 천장 영상을 획득하

게 되면 천장 외곽선 전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천장 외곽선 일

부를 사용한 방법보다 위치 인식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또한 영

역 전체를 얻을 수 있어, 영역의 중심점과 주 성분을 이용하여 

위치 인식이 용이하다.

그림 2는 천장 일부 영상과 전체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a)환경의 경우, 일부 외곽선만 위치인식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정보를 가진다.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기 

어렵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림 2의 (b)환경의 경우, 천

장 외곽선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상 적으로 많은 정보를 사용

하여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천장 외곽선을 사용

한 방법에 비해 위치 인식의 정확도이 올라간다.

2.3 외곽선 검출

외곽선은 벽면과 벽면이 맞닿는 지점 또는 벽면의 외곽에 위

치한 선분으로, 천장 외곽선의 경우 벽면과 벽면의 경계에 위치

하게 된다. 이 외곽선을 추출하기 위해서, 외곽선의 특성을 이용

한 적응 이진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 벽면의 경우 빛과 접촉하

는 면적이 넓고 빛이 균일하게 분포한다. 하지만 외곽선 부분의 

경우 일반 벽면에 비하여 빛과 접촉하는 면적이 적어, 일반 벽면

에 비하여 어둡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외곽선 성분을 손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외곽선 추출 단계는 다음과 

같다.

S1. 입력 영상에 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S2. 전처리가 끝난 영상에 매 ×  영역 마다 적응 이진화 

과정을 수행한다.

S3. 영역분할을 이용하여 영역의 크기가 가장 큰 두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영역은 배제시킨다.

S4. 미리 연결되지 않은 성분을 모폴로지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이미지를 보정한다.

S5. 최종적으로 잡음 성분이 제거된 전체 외곽선 영상을 획득

한다.

여기서  값은 실험을 통하여 가장 결과가 좋았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위의 단계를 이용하여 외곽선을 추출한 그

림이다. 그림 3의 (a)의 입력된 원본 영상에 하여 적응 이진화 

과정을 거치고 작은 잡음을 제거하면  그림 3의 (b)와 같이 최종

적으로 모든 천장 외곽선을 포함한 외곽선 영상을 얻을 수 있다.

2.4 천장 후보 영역 추출

천장 후보 영역이란 천장 영역이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 

후보군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실내에 위치한 벽면, 천장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지정한 

뒤, 후보군 내에서 천장 영역을 판별한다.



Trans. KIEE. Vol. 65, No. 7, JULY, 2016

천장 외곽선 체 검출에 의한 모바일 로 의 치 인식              1285

(a) 이동 후 영상 (b) 옵티컬 플로우 영상

그림 5 옵티컬 플로우

Fig. 5 Optical flow

(a) 외곽선 영상 (b) 후보 추출 영상

그림 4 천장 후보 영역

Fig. 4 Ceiling region candidates

그림 3(b)의 외곽선 영상과 영역분할을 이용하여 천장 될 수 

있는 천장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이 단계에서 크기가 이미지 전

체 크기의 1/6 보다 큰 영역을 천장 영역이 될 수 있는 후보 영

역으로 판별하고, 나머지 영역은 잡음 영역으로 구분하여 후보 

영역에서 제외한다. 

천장 후보 영역의 집합을  , 영역 분할을 통해 추출된 영역

의 개수를  , 이미지의 크기를  , 추출된 영역 중 번째 영역

을  , 를 영역 의 크기라 할 때, 천장 후보영역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lgorithm Find ceiling region candidate.

Input : All region found in ceiling outline image

Output : Ceiling region candidate set

for i ←  1 until  do

   if  

  then

         add   to 

   end if

end for

그림 4는 외곽선 영상을 바탕으로 천장 후보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b)에서 흰색으로 나타난 영역이 천장 후보 영역

으로 추출된 영역이다. 

2.5 옵티컬 플로우 계산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천장 후보 영역에서 천장 영역을 판별

하기 위해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였다. 옵티컬 플로우(Optical 

flow)는 물체나 표면, 선들의 움직임을 관찰자 시점에서 벡터 형

태로 나타낸 것이다. 

옵티컬 플로우 계산단계는 다음과 같다.

S1. 원점   에서의 영상을 획득한다.

S2. 원점   으로부터 ∆∆만큼 이동한 후 영상을 획

득한다.

S3. 각 영상에 하여 특징점을 추출한다[13].

S4. 각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을 Lucas-Kanade Feature 

Tracker[14]를 이용하여 특징점을 매칭한 다음, 특징점 매칭

쌍을 만든다.

S5. 특징점의 좌표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 ∆를 ∆  , ∆  으로 설

정하였다. 로봇은 제어신호 입력에 따른 주행계 데이터와 선형 

보간을 이용하여 주행하였다.

원점 영상과 이동 후 영상의 특징점을 매칭하여 특징점 매칭

쌍을 구성한다. 이 특징점 매칭쌍을 이용하여 각 영역별 옵티컬 

플로우 평균값을 계산한다. 

번째 후보 영역을  , 번째 후보 영역의 특징점 개수를  , 

번째 후보 영역 번째 특징점 벡터를 
 

 
  , 이에 응

되는 특징점 벡터를 


 





 , 특징점을 이용하여 계산된 옵

티컬 플로우 값을 
라 할 때, 번째 후보 영역에서 옵티컬 플로

우 평균값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1)

     

 
 






그림 5는 이동 후 영상과 이를 이용하여 옵티컬 플로우를 계

산한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의 (a)는 원점 영상인 

그림 4의 (a)에서 이동한 후의 영상이다. 그림 5의 (b)는 위의 두 

영상을 이용하여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한 결과이다.

2.6 천장 영역 판별

이 단계에서는 2.5에서 계산한 후보군별 옵티컬 플로우 값을 이

용하여 최종적으로 천장 영역을 판별한다. 옵티컬 플로우 값을 이

용하여 천장 영역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로부터 각 벽

면의 높이(거리)와 옵티컬 플로우 값 간의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천장을 향하게 부착된 카메라에서 각 벽면과의 높이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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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옵티컬 플로우 영상 (b) 천장 판별 영상

그림 6 천장 영역 판별

Fig. 6 Ceiling region detection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2)

여기서 는 초점거리, ∆∆는 로봇의 실제 이동량, 

∆∆는 이미지 좌표계 내에서 각 픽셀의 이동량을 의미한

다. 위 식을 픽셀 이동량에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3)

초점거리는 카메라의 고유값으로 상수값이다. 로봇의 이동거리

가 일정하다고 할 때, 픽셀 이동량은 각 벽면의 높이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옵티컬 플로우는 이 픽셀 이동량에 비례하기 때

문에, 옵티컬 플로우값이 클수록 카메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함

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스템 특성상, 카메라로부터 가장 멀

리 떨어진 것은 천장이므로, 옵티컬 플로우 값이 가장 작은 영역

은 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장 영역을 판별할 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영상 중

심점(=주점)과 영역 중심점간의 거리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영

상 중심점은 로봇의 중심이다. 영상 중심점은 실내 환경에서 천장 

영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이에 한 가중치 함수를 부여

하여 천장 판별의 정확성을 높였다.

번째 영역과 카메라 주점 간의 거리를 라 할 때, 천장 영

역 은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다.

    


 ×   ⋯

              (4)

실내 환경에 따라 옵티컬 플로우의 측정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천장에 형광등, 조명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은 특징점의 

검출이 어려워 옵티컬 플로우 측정이 쉽지 않다. 

이 경우, 본 논문의 시스템과 실내 환경의 특성을 이용하여 천

장 영역을 판단한다. 로봇의 중심에 카메라가 부착된 본 논문의 

시스템 특성상, 영상 중심점은 로봇의 중심이고, 이 중심점은 천

장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옵티컬 플로우의 측정이 어려

운 환경일 경우, 천장 영역 후보군 중에서 영상 중심점을 포함한 

영역을 천장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6은 위의 식 (4)을 이용하여 천장 영역을 판단한 그림이다.

2.7 로봇 자세 추출

판단된 천장 영역을 이용하여 위치인식을 하기위해서 현재 위

치에서 로봇의 자세   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로봇

의 자세를 추출하기 위하여 천장 영역의 중심 좌표  와 이

미지 모멘트를 이용한 방향각 를 사용한다.

로봇의 자세 중 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지 모멘트를 사용한다. 

이미지 모멘트란 이미지의 분산, 평균, 밀도 등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멘트 값이다. 이미지 모멘트 중 Central 

moment의 상수 모멘트 값을  , 1, 2차 모멘트 값을 각각 

라 하면 방향각 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  ′

′
                 (5)

2.8 로봇 위치 인식

2.7절에서 계산한 천장 영역의 중심점 좌표와 방향각을 이용하

여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 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동일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원점에서 

천장 영역을 판단한 뒤, 이 영역의 중심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

내의 임의의 점을 이용한다. 실시간 위치 인식의 관점에서 현재 

영상과 이전 영상은 연속적인 입력이라 가정할 때, 로봇의 위치 

인식 단계는 다음과 같다.

S1. 원점 영상에서 천장 영역판별 후 영역 중심점과 일정 거

리 이내의 점들을 개 추출한다. 이 점들의 집합을 

  ⋯ 이라 한다.

S2. 입력 영상에 하여 천장 후보 영역 추출까지 위와 동일

하게 진행한다.

S3. 후보 영역 중 집합 의 점 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영역

을 천장 영역으로 판단한다.

S4. 입력 영상의 천장 영역을 이용하여 위치를 인식한다.

위 단계를 거처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원점 위치

에서 천장 영상의 중심점과 현재 위치에서 천장 영상의 중심점을 

비교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카메라는 로봇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이

미지 좌표계 내에서 영상 중심점이 로봇의 위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의 회전 중심은 영상 중심점이다. 또한, 로봇의 회전

과 이미지 모멘트를 이용하여 계산된 천장 영역의 방향각은 서로 

반  방향이다. 따라서 카메라의 주점과 로봇의 회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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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환경 및 모바일 로봇

Fig. 8 Experiment environment and mobile robot

그림 9 실험 결과

Fig. 9 Experiment result

실험횟수
일부 천장선 전체 천장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80.91 44.41 17.69 6.91

2 64.05 34.55 15.1 8.26

3 72.61 40.56 12.32 6.02

평균 72.52 39.84 15.04 7.06

표    1 위치 오차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cm)

Table 1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ition error

(a) 원점 영상 (b) 이동 후 영상

그림 7 로봇 위치 변화

Fig. 7 Robot position transition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여야 한다. 

정확한 위치인식을 위하여, 어안렌즈의 왜곡 보정 과정이 필

요하다. 광학계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한 좌표값으로 로봇의 

위치를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핀홀 카메라 모델(Pinehole 

camera model)과 어안렌즈 왜곡모델(Fisheye distortion model)

을 적용하여 어안왜곡을 보정하였다[15]. 

왜곡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카메라와 렌즈의 내부, 외부 파

라미터 값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핀홀 좌표계 내 정규화 된 이미

지 좌표  에 한 어안렌즈 왜곡 계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왜곡 계수 를 이용하여 정규화 된 좌표계에서 왜곡 보정된 

좌표를 구한 뒤 이미지 좌표계 내로 재 투영 시키면 왜곡 보정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원점에서 왜곡 보정된 천장 영역 중

심 좌표와 방향각이  
   , 현재 위치에서 왜곡 보정된 천

장 영역 중심 좌표와 방향각을  
  이라 할 때 현재 위

치를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7)

             ×   

위의 식에서  는 카메라의 주점을 의미한다.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
  

           (8)

와 는 원점 위치   와 이동 후 위치 ∆  ∆  
각 영상에서 천장 영역 인식 후 식 (8)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한 후, 이에 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7의 (a)는 원점 영상이고, 그림 7의 (b)는 이동 후 영상

이다. 그림 7 (a) 원점 영상과 그림 7 (b)의 이동 후 영상의 천

장 중심점 좌표와 이미지 모멘트를 이용하여 계산된 방향각의 차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봇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실제 로봇 위치 측정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환경에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장애물이 없고, 어안렌즈를 통하여 천장 전체 영상이 습

득 가능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8은 가로 2.5m, 세로 5m의 환경과 실험에 사용된 모바

일 로봇이다. 천장 영상 획득을 위하여 화각 의 어안렌즈를 

사용하였다. 또한, 영상처리를 위하여 OpenCV와 Intel i5 CPU가 

장착된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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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횟수
일부 천장선 전체 천장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9 2.88 3.77 3.17

2 2.52 1.4 2.31 1.23

3 3.31 2.16 2.86 2.79

평균 3.24 2.15 2.98 2.40

표    2 각도 오차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orientation error

그림 10 위치 오차와 각도 오차 그래프

Fig. 10 Position error and orientation error

원점의 천장 영역과 현재 영상의 천장 영역을 비교하고 위치

를 추출하는 것을 한 주기라 정의할 때, 실험결과는 그림 9와 그

림 10과 같다. 그림 9는 로봇의 실제 경로와 위치 인식 결과이

고, 그림 10은 주기에 따른 위치 오차와 각도 오차를 나타낸 것

이다. 표 1와 표 2은 각 3회 실험에 한 위치, 각도 오차 평균

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각도 오차의 경우 거의 동일한 오차를 가지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위치 오차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상 적

으로 낮은 오차값을 보이고 있다. 각도 오차가 증가 추세를 보이

는데, 이는 이미지 모멘트에 의한 방향각 계산과 관련이 깊다. 이

미지 모멘트는 천장 영역에 의해 계산되는데, 천장 영역 추출이 

잡음이나 어안렌즈 왜곡으로 부정확할 경우 이미지 모멘트 계산

에 오차가 생긴다. 이 값이 방향각 계산에 사용되어 오차를 유발

할 수 있다. 각도 오차가 증가함에 따라 위치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식 (7)과 같이 로봇의 위치 계산에 추출된 

방향각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종의 자연 표식인 천장 외곽선을 추출한 후, 

옵티컬 플로우로 천장을 판별하여 로봇의 위치인식에 활용하였

다. 천장 영역의 중심점 좌표와 이미지 모멘트를 이용한 방향각

을 이용하여 실제로 실험한 결과, 원점에 한 로봇의 위치가 인

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거나, 넓은 장소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어안렌즈의 왜곡과 영

상 잡음으로 인해 위치 오차가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에

서, 기술의 범용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향후 EKF-SLAM에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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