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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비스 로봇이 물건배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인식된 물체의 위치기반 정보로부터 최적의 작업 목

적지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위치 추정 프로세스는 격자지도에 일반화된 보로노이 그래프를 적용하여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초기 위상학 지도 작성, RGB-D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인식과 위치정보 추출, 장애물의 형

상 및 거리정보를 수집한 후 ,무게중심법과 세선화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기법을 적용하여 서비스 로봇이 물건잡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이동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노드 위치선정 규칙에 따라 추정된 위치와 기존 

노드의 기하학적 거리비교를 통해 로봇의 작업 목적지에 대한 최적의 노드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optimal traversable destination from the location-based 
information of the object recognized by the mobile robot to perform the object delivery service. The location estimation 
process is to apply the generalized Voronoi graph to the grid map to create an initial topology map composed of nodes 
and links, recognize objects and extract location data using RGB-D sensors, and collect the shape and distance 
information of obstacles. Then, by applying the hybrid approach that combines the center of gravity and thinning method, 
the optimal moving position for the service robot to perform the task of grabbing is estimated. And then, the optimal 
node information for the robot's work destination is updated by comparing the geometric distance between the estimated 
position and the existing node according to the node updat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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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로봇 핵심기술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로봇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로

봇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능화 및 고도화되면서 

서비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복합 다양해졌

고,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비스 로봇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무엇보

다도, 이동 로봇이 쇼핑몰, 백화점, 스마트공장, 물류 회

사 등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환경 대부분의 경우에

는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반
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환경은 

명령 대상이 불특정하고 사용자의 위치가 쉽게 이동되

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작업 대상

의 위치는 사람의 개입으로 매번 지정해 주어야 하며 서

비스 로봇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위치를 지정해야 하

는 횟수도 늘어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3, 4].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로봇에 이미지와 거리 추출이 

가능한 센서 정보로부터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고 응

시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5]. 하지

만, 인식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복잡한 연산 과정

을 통해 위치추정을 수행하게 되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동로봇으로부터 원거리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IoT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6-8].
본 논문은 실내 환경에서 이동 로봇이 위치기반 서비

스와 태스크 수행에 필수적인 최적의 이동목표를 추정

하고 갱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Ⅱ. 최적위치 추정 프로세스

이동로봇이 소형 생활용품의 배달을 목적으로 이동 

가능한 최적의 목적지를 추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

음과 같다(그림 1 참조). 먼저, 이동로봇의 목적지 이동

에 필수적인 격자 지도(Grid map)로부터 장애물 회피 

정보를 가지는 위상학 지도(Topological map)를 생성한

다. 그런 다음, 위치기반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RGB-D 센서로부터 대상 물체의 인식 정보와 위치를 추

정하고,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장애물

의 위치를 감지하게 된다. 추정된 물체와 장애물의 정보

를 반영하여 로봇의 물체 인식 가능 범주 및 이동 목적

지 후보영역을 추출하고, 하이브리드 세선화 기법을 적

용하여 최적의 작업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이후, 규칙

에 기반한 노드와의 거리 관계를 연산하여 위상학 지도

를 생성 혹은 이동시킴으로써 기존 이동목적지를 최적

의 위치로 갱신하게 된다.

Fig. 1 Process for optimal estimation of robot’s moving 
position

2.1. 위상학 지도 생성

초기, 이동로봇의 목적지 설정에 사용되는 격자 지도

를 기반으로 일반화된 보로노이 그래프(GVG, Generalized 
Voronoi Graph)를 이용하여 비장애물 점유 격자를 세선

화로 주변 장애물로부터 균일하게 거리를 두는 격자들

을 탐색한다[9]. 찾아낸 격자 들 중 필터링을 통해 노드

(Node)를 구성하고 격자 지도에 적합하게 노드를 연결

하는 엣지(Edge)를 생성함으로써 로봇이 정적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이동 가능한 위치정보를 가지는 위상학 지

도를 생성하게 된다(그림2 참조).

Fig. 2 GVG node & Edge creation from grid map.



3차원 물체인식과 하이브리드 세선화 기법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최적위치 추정

787

2.2. 작업 영역 설정

격자 지도에 기반한 초기 위상학 지도의 경우에는 이

미 형성된 장애물로부터 안전한 영역에 노드를 위치시

키지만, 물건 운반과 같은 이동로봇의 목적성을 가지는 

업무 혹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의 목

적지 설정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로

봇의 목적지 설정을 위해 주변 접근 가능 지역과 장애물 

형상에 대한 고려는 지능형 이동 로봇 연구에서 필수적

이라고 볼 수 있다[10, 11].
이에,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물체 인식과 실시간 장애

물 검출, 그리고 로봇 조작부의 기하학적 구성에 기반하

여 위상학 지도를 갱신함으로써 위치기반 배달 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최적의 작업 위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물체가 존재하는 위치정보로부터 접근 가능한 

로봇의 상대적인 이동목적지 영역을 추정하기 위해 로

봇에 장착된 RGB-D 센서로부터 RGB와 Depth 데이터

를 추출하고, 추출된 RGB 데이터로부터 실시간 물체 인

식 모듈(YOLO)을 이용하여 물체정보를 수집하고, 검출

되는 물체의 경계(Bounding box) 정보와 Depth 데이터

로부터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추정과 물체의 크기 정보

를 그림 3과 같이 추출한다[12].

Fig. 3 Object recognition and position estimation using 
a RGB-D sensor

여기에서, 실내 공간 내 다양한 위치에서 접근가능한 

물체 인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물체의 크기 정보를 

기반으로 Depth 데이터와 연계하여 물체 인식이 가능한 

인식 영역으로 연산하고 이를 기하학적 좌표변환을 통

하여 격자 지도에 투영하게 된다(그림 4 참조). 

Fig. 4 Estimation of sensing area using object recognition

  ×



×

 (1)

      (2)

여기서  = 물체 인식 위치에서 Depth데이터, 

 = 위치 추정을 위한 최소거리 Depth 데이터,  

= 물체-카메라 상대거리, (x, y) = 인식 물체 경계 크기, 
B = 기준 물체 경계 크기, h = 물체-카메라 상대높이를 

나타낸다.
격자 지도에 투영된 물체 인식 영역은 크게 2가지 용

도로 쓰인다. 첫째, 로봇과 물체 사이의 충돌 거리를 계

산하여 충돌 영역을 생성하는 것이다. 둘째, 추정된 인

식 영역을 위상학 지도에 매핑하여 기존의 노드를 물체 

인식에 최적화된 위치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장애물 정보를 토대로 초기 위상학 지도가 생성되었

지만, 실제로는 정적 장애물의 위치변경 혹은 다양한 동

적 장애물의 정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로봇 베이스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의 거리정보로

부터 로봇에 근접하는 장애물 정보를 검출하고, 전역좌

표계로의 변환을 통하여 격자 지도 상에서의 장애물에 

대한 로봇 충돌 영역을 연산하게 된다. 장애물과의 충돌

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륜 차동 구동형의 기구적인 구성

에 따라 로봇 중심부에서 로봇 베이스의 가장자리 끝 지

점까지를 충돌 반경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로봇이 제자

리 회전 시 예상되는 충돌 회피에 필요한 최소 반경을 

나타낸다(그림 5 참조).

Fig. 5 Collision avoidance radius of a mobile robot

다음으로, 로봇의 조작부를 이용하여 인식된 물체를 

조작하기 위한 작업 영역(Working area)을 추가로 고려

하였다. 작업 영역은 물체 조작이 가능한 영역으로 로봇 

조작부의 제원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오픈매니퓰레이터의 기본 제

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격자 지도에 표시되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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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충돌 영역(), 작업 영역() 정보

로부터 최적의 작업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로봇의 이동 가능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은 

과 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종 작업 영역

(′)은 에 대한 의 차집합, 최종 인식 영

역(′)은 에 대한 의 차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림 6 참조).

  
 

∞

 (3)

′     (4)

′     (5)

Fig. 6 ′  and ′  considering collision area 


2.3. 최적위치 추정

′는 2차원으로 형성되는 격자 지도의 특성과 

실내 환경의 다양한 기하학적 구성요소에 따라 선정된

다. 특정 환경에서는 이동 가능한 작업 위치가 추정되지

만, 실제 로봇의 이동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3차원 좌표정보를 2차원으로 

투영하는 는 격자 지도에서 벽과 같은 장애물에 의

해 여러 영역으로 분리되면서 물체로부터 직선거리는 

최단이지만 이동로봇의 경로계획에는 최적의 위치를 

추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선정된 최종 작업 영역으로부터 목표 위치 추

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무게중심(COG, Center of 
Gravity) 법과 세선화(Thinning) 기법의 하이브리드 방

법론을 적용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게 중

심법은 작업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적의 작업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하학적 형태에 따

라 영역을 벗어난 범위에 작업 위치를 추정하게 되는 단

점을 가진다. 반면, 세선화 기법은 영역 내에서 보로노

이 세선화를 통하여 최적의 작업 위치를 추정할 수 있지

만, 일정 크기 이상의 인식 영역을 필요로 한다.

Fig. 7 The hybrid method of COG and Thinning

그리고, 최종 후보 영역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선정되

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적용하기 이전에 지

정된 일정 크기로 분할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수

의 최적 위치가 추정된다.

2.4. 규칙 기반 노드 위치 갱신

하이브리드 위치 최적화 방법론을 통하여 최종 후보

영역 내 최적 위치가 선정되면, 위상학 지도의 기존 노

드 위치와 거리 비교를 통하여 노드의 갱신 타입을 결정

하게 된다. 최적 위치가 인접한 노드와의 상대 거리가 

일정 기준(0.5m)을 만족하면, 해당 노드를 선정된 최적 

위치로 변경하면서 노드 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특히, 
격자 지도상에서 기존 노드 위치가 선정된 최적 위치보

다 물체에 근접하거나 충돌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인접

한 최적 위치로 노드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유용성을 가

지게 된다. 하지만, 상대 거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노드를 생성해야 하며, 여기서 노드 생

성을 위해 기존 노드의 말단 여부 체크와 상위노드를 선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8 참조).

Fig. 8 Rule-based node creation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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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3.1. 실험환경 구성

위상학 지도에서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 총 76.86 
(W9.15m×H8.40m)의 면적을 가지는 실내공간을 기반

으로 격자 지도를 작성한 후, 일반화된 보로노이 그래프

를 이용하여 비장애물 점유 격자에 대한 세선화를 우선

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9 Experimental setup of first Voronoi thinning of 
grid map

규칙 기반 노드 위치 갱신 실험을 위해 ROBOTIS사
의 터틀봇3 로봇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로봇 플랫폼 베

이스의 충돌 거리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로봇의 외접원

의 반지름인 0.22m이며, RGB-D 센서로 ASTRA S 
(Orbbec Inc)를 로봇 상단부에 장착하였다. 실시간 물체 

인식 모듈에 의한 최대 인식거리는 2.0m, 로봇의 조작부

에 의한 작업반경은 0.8m로 설정한다. 그림 9는 실험에 

사용한 로봇 플랫폼과 격자 지도에서 보로노이 세선화

를 수행한 초기 위상학 지도이다.

Fig. 10 Sensing area setting by object size

3.2. 최적위치 추정 실험

최적의 작업 위치 추정을 위한 실험은 크게 3단계 (격
자 지도 내 물체 인식 정보기반 작업 영역 설정, 하이브

리드 방법론에 의한 최적의 작업 위치 추정, 위상학 지

도 정보로부터 규칙 기반 노드 위치 갱신)로 구성된다. 
그림 10은 격자 지도 내 인식되는 물체의 위치와 크

기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인식 영역을 표시

한 결과이다. 이동로봇이 위치하여 인식된 물체 경계 정

보로부터 물체(Bottle)의 인식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최종 작업 위치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넓은 범위

의 이동 가능한 영역이 제공됨을 확인하였다.

Fig. 11 The result of creating all areas

그림 11은 추정된 인식 영역을 기준으로 장애물 검출

정보를 반영하여 생성되는 최종 작업 영역의 결과이다. 
실제 물체 인식의 정보, 라이다 센서에 의한 장애물 검

출 영역을 기반으로 실제 로봇이 이동 가능한 작업 영역

이 적절하게 선정됨을 확인하였다.

Fig. 12 Optimal position selction by T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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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은 영역 분할과 보로노이 세선화 기법을 통해 

물체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작업 위치를 추정한 결과

이다. 그림 12(a)는 물체(Bottle)에 의해 생성된 작업 영

역에서 장애물에 의한 분할과 로봇이 위치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작업 위치가 추정됨을 확인하였고, 12(b)는 작

업 영역에서 세선화를 통하여 물체조작에 최적화된 위

치에 작업 위치가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Fig. 13 Optimal position selction by COG

그림 13은 작업 영역의 분기 및 최소크기에 따라 무

게 중심법을 통하여 생성되는 최적의 작업 위치 추정의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장애물로 인식되는 테이블 위에 

존재하는 물체에 대해 복수의 작업 위치가 추정됨을 확

인하였고, 이를 통해 로봇이 이동 가능한 최적의 작업 

위치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짐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인
식되는 물체의 위치와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인식 영역 

과 장애물 형상에 기반한 충돌영역 이 기하학

적 구성변경에 따라 부분집합으로 형성되는 작업영역

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작업 위치 추정에 실패할 가

능성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4는 프로세스에 의해 추정된 작업 위치를 기존 

위상학 지도로부터 노드 위치를 갱신한 결과이다. 그림 

14(a)는 초기 위상학 지도에서 코너에 위치하거나 물체

에 근접하여 충돌 영역에 위치하는 기존 노드를 로봇이 

실제 이동 가능한 최적의 작업 위치로 갱신한 결과이고, 
그림 14(b)는 물체를 기반으로 추정된 작업 영역에 위상

학 지도의 노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새롭게 노드를 

생성하여 최적의 작업 위치를 갱신한 결과이다. 

Fig. 14 Topological map update by node creation and 
movement

이 실험을 통하여 기존 무의미한 노드를 기반으로 물

체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로봇이 이동 가능한 최적의 작

업 위치를 추정하고 기존 노드를 갱신하는 프로세스가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도 격자지

도에 기반한 평면정보에 의존하다 보니 장애물의 높이

정보에 따라 다른 위치 정보가 최적위치로 추정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이동로봇의 위치기반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적의 작업 위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체인식 정

보를 기반으로 이동 가능한 작업 영역을 설정한 후 무게

중심법과 세선화 기법의 하이브리드 방법론으로 격자

지도 내 최적의 작업 위치를 추정하였다. 여기에 위상학 

지도를 기반으로 노드 위치를 갱신함으로써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의 이동목적지가 프로세스화 되

었고, 언급한 3단계 실험결과로부터 제안하는 방법론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그렇지만, 제안하는 방법론이 모든 위치기반 서비스

에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는다. 첫 물체를 인식

함으로써 작업 위치가 추정되기에 물체이동에 대한 실

시간 작업 위치를 추정하거나, 간섭 혹은 가려짐 등 물

체인식에서의 기하학적 요인들에 대한 인식 영역의 대

응 방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강

구하여 위상학 지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연구

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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