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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최근 로봇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

다 특히 사람의 일을 돕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이동보조로봇 서비스로봇 협업로봇이 활발히 , , 

개발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로봇들은 사람들과의 협. 

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내외를 이동하면서 다

양한 환경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는 태스크 수행 시 추종 

대상인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거

리인 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기능이 추가30~45cm

될 필요가 있다 [1].

로봇이 대상인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

어 사람의 얼굴 표정 모션 등을 인식하는 컴퓨터 , , 

비전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컴퓨터 비전 기술. 

은 심층신경망 을 이(deep neural network, DNN)

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높은 인식 정확성을 가

진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이미지 데이터 용[2-4]. 

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만으로 사람의 위. 

치를 인식하기에는 조명의 변화나 시점의 변화 명, 

암 크고 작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데이터에 라이다 와 같은 센서의 (LiDAR) 2D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SBC (single board 

인 라즈베리 파이 computer) (Raspberry-Pi) 3 

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을 추종Model B

하는 로봇 시스템을 제안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 

사람을 인식하는 경우 낮과 밤 실내와 실외 같이 ,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명의 각도나 명암이 달라

지는 경우 인식률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상인식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카메라와 함께 2D 

코드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QR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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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 예1. QR

Fig. 1 QR code example

라이다 센서인 을 보조 센서로 이용하여 사LDS-01

람을 잘 인식하고 적절한 간격 를 유지하, 30~45cm

며 추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종로봇은 조명이 밝은 

상황일 경우 카메라로 코드를 식별하여 대상인의 QR

위치를 파악하고 이 위치값을 기반으로 라이다의 , 

강도 와 거리 센싱 값의 범위 (intensities) (ranges) 

설정을 통해 대상인의 정확한 상대적 거리와 방향

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상인을 추종한다 또한 . 

어두운 상황일 경우 라이다의 강도와 범위 값만을 

의존하여 정확한 거리와 방향을 파악하여 대상을 

추종한다 이를 위하여 카메라와 . Logitech C270 

라이다 라즈베리 파이 모바(LDS-01), 3 Model B, 

일로봇 을 사용했다(Turtlebot3)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본 논. 2

문에서 제안하는 사람 인식과 추종 기술에 대해 설

명하고 장에서는 시스템 구성과 알고리즘을 설명, 3

한다 장에서는 모바일 로봇의 사람 추종 실험결과. 4

를 제시하고 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5 .

사람 인식 및 추종. Ⅱ

본 시스템의 목표는 그림 과 같은 코드를 1 QR

부착한 대상인을 다양한 환경에서 모바일 로봇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추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영상 데이터에서는 코드의 값과 코드의 상QR QR

대적 위치 값 영상의 명도를 찾아야 하고 라이, , 2D 

다 센서 값으로부터 필요한 공간 내 각 포인트의 

거리와 강도 값을 추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로부터 바코드

를 읽는 데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인 패키지ZBar 

를 이용하여 코드를 인식한다 패키지QR [5]. ZBar 

는 카메라에서 전송된 토픽 Logitech C270 image 

값을 이용하여 코드 파인더를 인식하고 코드 QR QR

데이터와 위치 값을 찾는다 코드 파인더는 [6]. QR

그림 와 같이 포개진 정사각형의 테두리와 내부 2

그림 코드 파인더2. QR 

Fig. 2 QR code finder

비율이 의 고정 비율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1:1:3:1:1 .

이 특성을 이용하여 패키지는 카메라 영상ZBar 

에서 개의 코드 파인더의 위치를 찾고 내부의 3 QR

코드의 값을 읽어낸다QR . 

본 연구에서 조명이 어두운 경우를 인식하기 위

하여 코드의 각 픽셀의 명도를 다음 식으QR RGB 

로 계산했다.



  (1)

이 값은 토픽을 이용하여 사람 추종 값barcode 

을 계산하는 에게 전송된human follower package

다 각 픽셀의 명도 평균 값이 이하일 경우 어. 30 

두운 상태라고 판정하고 영상 대신 라이다 센서 값

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람 추종 알고리즘은 

값 은 밝음 은 어두움을 의미 과 코드 flag (0 , 1 ) QR

값의 인식 여부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경우를 고려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이 된 사람을 . 

로봇이 추종하기 위해 멀다 적절하다 가깝“ ”, “ ”, “

다 의 가지 경우와 왼쪽 오른쪽 중앙 의 ” 3 “ ”, “ ”, “ ” 3

가지 경우의 곱인 가지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또한 9 . 

가지의 위치를 가지고 가지 종류의 모션 전진9 7 ( , 

후진 왼쪽 전진 오른쪽 전진 왼쪽 후진 오른쪽 , , , , 

후진 정지 으로 움직이게 했다, ) .

사람 추종 알고리즘의 첫 번째 경우로서, flag 

값이 밝음 이지만 코드 값을 인식할 수 없는 0 ( ) QR

전방에 사람이 없음 상황인 경우 모바일로봇 바퀴( ) 

의 선속도와 각속도 값을 으로 전송한다0 .

두 번째 값이 이고 전방에 사람이 있어서 , flag 0

코드 값이 인식 가능한 상황인 경우 라이다 QR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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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irection

Distance

290°~360°

(left)

0°~30°

330°~360°

(middle)

30°~70°

(right)

0.2~0.3m

(close)

Right 

reverse
Reverse

Left 

reverse

0.3~0.45m

(suitable)
Stop Stop Stop

0.45~1.0m

(far)

Left 

forward
Forward

Right 

forward

표 거리 및 방향 1. DB

Table 1. Database of distance and direction

센서와 영상 데이터를 사용한다 즉 영상 데이터에. , 

서 영상 내에서의 좌표를 가지고 라이다 센서의 2D 

범위를 선택한 후 선택한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대

상인을 찾아 거리와 방향을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 

한 거리와 방향을 가지고 표 의 를 이용하여 1 DB

모바일로봇 바퀴의 선속도와 각속도를 전송한다.

표에서 는 전방 시 방향을 의미하며 각도12 , 

는 시계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 

거리는 대상인과 모바일로봇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

다 로봇은 대상인과의 거리가 이상일 경우 . 45cm 

속도를 높여서 거리를 좁히며 이하일 경우 , 30cm 

대상인의 반대 방향으로 길을 비켜줌으로써 사용자

의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로봇이 . 

추종 대상인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최소 거

리 이내 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추종 거(30~45cm )

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값이 어두움 이고 코드 값을 , flag 1 ( ) QR

인식 가능한 상황인 경우 두 번째와 동일한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네 번째 값이 이고 코드 값이 인식 불, flag 1 QR

가능한 경우 라이다 센서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2D

사람을 추종한다 실험 전에 제작된 장애물과 사람. 

의 샘플 및 행동을 저장해 놓은 를 기초하여 선DB

형 회귀를 이용한 예측을 통한 거리와 방향을 선택

하여 표 의 를 기반으로 선속도와 각속도를 전1 DB

송한다 [7].

실험 전에 제작된 장애물과 사람의 샘플 및 행

동을 저장해 놓은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DB

여 얻는다 먼저 라이다의 상대적인 위치에 서. 2D 

서 표본 값을 얻는다 표본 값에 대한 이름을 지정. 

하는 라벨링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본 논문에서 실험 전에 . 

제작된 장애물과 사람 샘플 및 행동을 저장해 놓은 

라고 부른다 DB [8].

Actuator

Sensing part

LiDAR Image

 Main Controller
[Raspberry pi 3
 Model B]

DBhuman follower package

Data filtering part

ZBar2D filter

그림 전체 시스템 구성3. 

Fig. 3 System Configuration

랜덤 포레스트 는 의사 결정 (Random Forest)

트리를 기반으로 다수결로 결과를 유도하는 머신러

닝 모델 중 하나이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테스. 

트하기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고 높은 정확성을 가졌을 때 실험 전에 제작된 

장애물과 사람 샘플 및 행동을 저장해 놓은 로 DB

사용된다. 

시스템 구성. Ⅲ

본 논문에서 구현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과 같이 크게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3 3 .

먼저 카메라 데이터와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2D 

취득하기 위한 시각부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프로세

스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부에서는 라즈베리파이 3 

를 기반으로 필터부와 Model B human follower 

를 구현하였다 또한 거리와 방향에 따른 package . 

모바일로봇 바퀴의 모션을 정리한 와 장애물과 DB , 

사람의 샘플 및 행동을 저장해 놓은 를 포함하DB

는 를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추종하기 DB . , 

위하여 바퀴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구동부를 구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대상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

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림 의 4 (a)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또한 어두운 Logitech C270 . 

상황에서의 영상 인식 카메라 보정 ,  (Camera 

을 통한 왜곡 개선을 이뤘지만 추가적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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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gitech C270 카메라 (b)라이다 센서 LDS-01

그림 4. 시각부

Fig. 4 Image sensor part

그림 5. 2D 라이다 센서 데이터

Fig. 5 2D LiDAR sensor data

start

sensor data acquisition

human follower package

send wheel velocity command

end

data filtering

그림 6. 제어부 알고리즘 흐름도

Fig. 6 Flowchart of control algorithm

그림 7. 바코드 데이터와 위치 및 플래그

Fig. 7 Barcode data, location, and flag

그림 8. OpenCR

Fig. 8 OpenCR

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조 센서인 2D 라이다 

센서를 그림 4 (b)와 같이 사용하였다.

영상 데이터는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ROS (Robot Operating System) 기반 

uvc_camera 패키지를 이용하여 해상도는 320x200

으로, fps는 5fps로 낮추었다 [9]. 그리고 영상 데

이터를 image 토픽으로 Zbar에게 전송하는 노드를 

만들었다.

2D 라이다 센서는 그림 5와 같이 전방 12시 방

향을 0°로 정해서 시계방향으로 각도를 증가시키며 

회전함으로써 근처의 물체 또는 사람의 거리와 강

도 값을 측정하여 전송한다. 이 측정값을 2D filter

에게 토픽으로 전송하기 위해 ROS의 hls_lfcd_lds 

패키지를 이용하여 하나의 노드로 만들었다 [10].

2. 제어부

그림 6은 제어부의 알고리즘 흐름도를 나타낸다.

데이터 필터부에서는 ZBar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여 시각 데이터로부터 QR코드의 값과 영상 내에서 

QR코드의 상대적 위치, 명도 플래그 (flag) 값을 추

출한다 [11]. 그리고 필터부에서 2D 라이다 데이터

를 받으면 2D filter 루틴을 통하여 전방의 센서의 

강도와 거리 값만을 human follower package에게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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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된 로봇 패키지의 전체 노드 구조9. ROS 

Fig. 9 Overall ROS node structure of the proposed robot pacakge

먼저 라이다 센서에서 전송된 토픽 값2D scan 

은 의 각도와 의 거리값을 0°~360° 120~3,500mm

포함하고 있다 실험에서는 전방의 값만이 필요하므. 

로 우전방 좌전방0°~90° ( ), 270°~360° ( ), 

의 거리 값만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200~1,000mm . 

필터부의 루틴에서 아래의 순서로 라2D filter 2D 

이다 센서 값을 신호처리 후 scan_filtered_front 

토픽으로 에게 전송한다human follower package .

의 모든 값을 제거1. 90°~270°

거리 값에서 이하 이상 제거2. 0.2m , 1.0m 

강도 값에서 이하 이상 제거3. 500 , 4000 

영상에서 코드 값과 개의 코드 파인더의 QR 3 QR

중심점을 좌표 값으로 변환 후 그림 과 같이 x, y 7

토픽으로 에게 barcode human follower package

전송한다 또한 는 이미지의 명도 평균이 이. flag 30 

하 일 경우 어두운 상황임을 인지하여 이 전송되1

고 이상일 경우 밝은 상황임을 인지하여 이 , 30 0

전송된다.

는 필터부에서 전송되human follower package

는 값을 활용하여 조명이 밝은 상황과 어두운 flag 

상황으로 구분하여 대응한다 조명이 밝은 상황일 . 

경우 영상 내 코드의 상대적 위치를 기초로 하QR 

여 라이다 센서의 세부적인 범위 오른쪽 전방2D ( , , 

왼쪽 를 선택한다 선택된 세부적인 위치 범위 내에) . 

서 정확한 상대적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여 표 의 1

거리 및 방향 기반으로 구동부에 바퀴의 회전 DB 

계산 값을 전송한다.

조명이 어두워서 코드의 값을 영상으로 인식QR

할 수 없는 경우 라이다 센서 데이터만을 사용2D 

하여 대상인의 방향과 거리를 측정한다 먼저 장애. 

물과 사람의 샘플 및 행동을 저장해 놓은 를 이DB

용하여 대상인의 상대적 거리 및 방향을 예측한다. 

예측한 상대적 거리 및 방향과 표 의 거리 및 방1

향 를 이용하여 바퀴의 회전 계산 값을 구동부DB

에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구동부는 그림 의 8

을 기반으로 아두이노 통신을 이용OpenCR Serial 

하여 제어한다 [12].

에서 전송받은 선속도 human follower package

와 각속도 는 식 를 통해 왼쪽 바퀴 선(2)

속도 과 오른쪽 바퀴 선속도  값으로 계산된다 .

   
(2)

   

식에서 는 두 바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된 양쪽 바퀴 속도 값은 식 을 통(3)

해 각 바퀴의 분당회전수 로 변환되고(RPM) , PID 

제어기와 엔코더 의 피드백을 통해 정해(encoder)

진 이 될 때까지 RPM PWM (pulse width 

의 를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modulation) duty . 


 



(3)


 



식에서 는 바퀴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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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및 밝은 상황(a) QR

밝은 상황(b) 

어두운 상황(c) 

그림 상황별 코드 관련 값10. QR

Fig. 10 Relevant values of QR code per 

situation

실험결과. Ⅳ

그림 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토픽의 동적 9 ROS 

이동과 노드를 보여주는 노드 이미지이rqt_graph 

다 먼저 노드와 노드. uvc_camera turtlebot3_lds 

를 이용하여 시각부 루틴을 구현하였다 또한 . 

노드와 노드를 barcode_reader laser_filter_front 

이용하여 제어부의 필터부 루틴을 구현하였으며, 

노드를 이용하여 follower human follower 

를 구현하였다 또한 를 이package . turtlebot3_core

용한 구동부를 구현하였다.

그림 은 영상을 이용한 코드의 데이터 값10 QR

과 영상 내의 상대적인 위치 값 를 보내는 , flag

토픽의 값과 영상 데이터 토픽의 barcode image 

값이다 그림 는 코드가 영상 내에 존재하. 10 (a) QR

고 밝은 상황이므로 코드 값과 상대적 위치 값QR , 

의 값이 전송되었다 그림 와 그림 0 flag . 10 (b) 10 

는 코드가 영상 내에 존재하지 않고 주변의 (c) QR

밝기를 변화시켜 준 상황이므로 코드 값과 상대QR

적 위치 값은 모두 이고 값이 에서 로 바0 flag 0 1

뀌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필터링 전후의 라이다 센서 값 비교11. 

Fig. 11 Comparison of 2D LiDAR sensor values 

before and after filtering

그림 은 라이다 센서의 측정값을 의 11 2D ROS

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의 rviz . 11

좌측 이미지는 필터부의 루틴에 입력되는 2D filter 

토픽을 시각화한 것이고 우측의 이미지는 scan , 2D 

루틴을 통과한 토픽을 시각filter scan_filter_front 

화한 것이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전방 . 

이외에 있거나 의 범위에 있0.2m~1.0m 90°~270°

는 모든 라이다 센서 값을 제거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패키지를 12

모바일로봇에 설치하여 적절한 거리를 Turtlebot3 

유지하면서 사용자를 추종하는 실험의 캡처 화면으

로서 안정적으로 잘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 론V. 

본 논문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인식 및 추종 시 

카메라 센서와 함께 라이다 센서를 보조적으로 2D 

이용함으로써 명암과 조도가 변화해도 대상인의 위

치와 거리를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 방법을 통해 로봇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를 추종할 수 있음을 에 적용하여 Turtlebot3

검증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추종 로봇은 어두운 환경에 

서 라이다 센서만을 이용하여 전방의 대상인을 2D 

적당한 거리 를 유지하며 추종할 수 있었30~45cm

다 하지만 지정된 대상인을 식별하는 것이 아닌 실. 

험 전에 제작된 장애물과 사람의 행동을 저장해 놓

은 를 활용하여 대상인을 추측하고 추종하였다DB . 

반면에 밝은 상황일 경우 코드를 이용하여 지정QR

된 대상인을 식별하고 라이다 센서를 보조 센서2D 

로 활용함으로 지정된 대상인만을 추종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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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QR코드를 붙인 대상인을 따라가는 실험

Fig. 12 Experiment to follow target person with QR code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단점은 QR코드가 다

른 사람에게 가려진 경우 대상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카메라가 흔들릴 경우 QR코드의 인식률이 낮

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가 가려진 것인지, 대상인이 사라진 것인지 

여부를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향후 추가

할 예정이다. 또한 카메라를 부착한 지지대가 흔들

려서 QR코드 인식률이 낮아지는 문제는 모바일 로

봇 몸체의 면적을 넓히거나, 높이를 높이거나, 흔들

림 보정장치 영상인식 모듈에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예정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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