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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가 자율 주행하기 해서 주행 경로 상의 장애물을 회피해야 한다. 

이를 해서 렴하고 동 인 상황에서도 효과 인 장애물 탐지 비  센서를 구 하 다. 이 연구에서

는 Structured Light방식을 이용하 으며. Structured Light로는 라인 패턴의 외선 이 를 사용하

고 카메라에 외선 필터를 장착하여 빛의 효과에 둔감하게 하 다. 값과 시간에 따른 2차 

Thresholding으로 노이즈를 제거하 다. 실험 결과 센서 노드를 기 으로 한 2D 좌표계에서 최  

10mm의 오차로 장애물의 X, Y좌표를 찾을 수 있었으며 비  센서의 로그램은 객체화 하여 센서 

노드 로그램과 연동되어 장애물의 정보를 Localize와 Map building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1. 서론

   자율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는 정보의 수

집을 해서 자율 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율 주행과 정보의 수집을 해서 센서 노드는 주행 

경로 상의 장애물을 악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해서 사용되는 장비는 이  거리 센서 는 이

더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더의 경우 정보의 정확

성이 떨어지고 이  거리 센서의 경우 정확하지만  

고가의 장비이다. 한 시 되는 이  근거리

(0.03~0.50 m) 센서의 경우 거리 측정의 폭이 좁고 

(약 20 ~ 30 mm)이며 장거리(0.5m 이상) 센서의 경

우는 근거리(0.5 m 이하)에 해 측정이 힘들다. 이 

로젝트에서는 근거리 센서와 장거리 센서의 기능

을 동시에 충족하며 가격이 렴한 Vision Sensor를 

구 하 다. 카메라와 이 를 이용한 장애물 악 

센서를 통해서 센서 노드가 필요로 하는 장애물의 

정보를 센서 노드에게 제공한다.

2. 련 연구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리 정보를 찾는 연구는 새

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 [2], [3], [4], 그리고 [7]

에서 하나의 카메라와 Structured Light를 이용하여 

삼각 측량을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

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센서 네트워크상의 자율 센

서 노드가 자율 주행을 하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물의 정보를 공유하기 해서 필요한 장애물 탐

지 비  센서를 구  하고 이를 객체화 시킨 센서 

노드의 운용 로그램과 연동하여 카메라의 치, 

상태에 따라 가변 일 수 있게 하 다.

3. 장애물의 악

   Vision을 이용하여서 장애물을 악하고 그 거리

를 계산하기 해서 여러 방식이 있지만 크게 

Stereo 와 Structured light 방식을 비교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연산이 많이 필요한 스테 오 방식을 버

리고 일정한 패턴의 빛을 주사하여 그 빛의 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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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인패턴의 Structured Light

(그림 2) 비 센서의 도식

(그림 4) Logictech사의 QuickCam 4000 

Lanics사의 658nm 장의 Line Laser

(그림 3) 카메라를 통해 잡힌 장애물에 나타난 

라인 이  패턴

변화를 이용해 장애물을 악하는 Structured Light

방식을 이용하 다. 이 방식은 화면상에 있는 부

분의 물체의 거리를 악할 수 있는 스테 오 방식

과 달리 일정 패턴의 빛이 닿는 부분의 장애물만 

악할 수 있으나 연산이 가벼워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용이하다.

   캘리 이션과 Structured Light를 이용하여 

ImagePlane상의 2D좌표를 3D좌표로 옮기는 것은 

[1]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다. 이것을 통해 장

애물로 단되는 물체의 센서를 기 으로 한 좌표축

에서의 X,Y 좌표를 얻을 수 있으며 각 장애물의 폭

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게 얻어진 장애물의 정보는 

배열에 장되어 Map building과 자동 주행에 사용 

된다.

   그리고 삼각 측량에 이용된 인수들은 객체화된 

비  센서 모듈 안에 있고 수정이 가능해 카메라의 

치, 상태에 따라 변경 시킬 수 있다.

4. 비 센서 시스템

   처음 연구에서 Vision Sensor에 사용된 시스템은 

Structured Light로 658nm의 장을 가지는 20mW 

Line Laser를 이용하 고 카메라는 Logitech사의 

QuickCam 4000을 사용하 다. 그리고 상처리를 

해 OpenCV Library를 이용하 다.

   그러나 20mW의 Optical Power는 태양의 반사

만 있고 형 등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상처리를 통

해 이 의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거리는 약 

0.5m정도 다. 이 거리는 실제 센서 노드가 주행하

기 해서 장애물의 정보를 얻기에 충분한 거리가 

되지 못하 다. 그리고 출력이 높은 동 장

(658nm)의 이 를 사용할 경우 이 의 장이 

가시 선 역이므로 사람의 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658nm 장의 이 는 색

이고 이 패턴의 빛을 악하기 해서 Thresholding

과 색상값을 이용한 구분을 사용하 다. 하지만 주

변 과 카메라의 설정 값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져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기본 골격은 그

로 유지한 채 카메라에 외선 필터(Hoya - R72 )

를 추가하고 이 를 815nm 장의 라인패턴 이

를 사용하 으며 출력은 100mW로 원 거리

(3-4m)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351

(그림 5) 카메라에 외선 

필터를 장착한 모습

<표 1> 정지 상태에서의 장애물 측정값

<표 2> 이동 상태에서 장애물 거리 측정값

<표 3> 이동 상태에서 장애물 X좌표 측정값 

   상 처리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 다. 

외선 필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역의 빛이 제거된 

상이 카메라에 들어오게 된다. 해상도 320x240의 

상에서 RGB의 최 값과 평균값을 구해서 그 

간 값을 Threshold값으로 하여 노이즈를 제거하

다. 기존 색상값으로 이  패턴을 추출하는 방식

에 비하여 Thresholding만으로도 이  패턴을 

악 할 수 있어서 상처리를 한 연산이 어들게 

되었다. 한 이  패턴의 외곽선이 카메라에서 

일정하게 잡히지 않고 미세하게 멸하는 상을 발

견하여 이것이 장애물의 좌표를 계산하는데 불안요

소가 되기 때문에 Time window를 두어서 일정 주

기로 해당 픽셀에서의 값이 유효범 를 넘어설 때 

그 값을 장애물의 패턴이라고 단 하 고 이런 2차 

Thresholding을 통해서 노이즈의 제거를 하 다.

   완성된 비  센서는 센서 노드의 면에 치하

여 센서 노드 면 0.27m부터 1.28m까지 주시하게 

된다. 비  센서가 장착된 센서 노드를 정지 시킨 

상태에서 장애물의 거리를 조정하여서 실제 장애물

과의 거리와 측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표 1>이며 

최  10mm 최소 0.05mm의 오차로 작동 하 다.

   센서 노드를 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장애물과 충

돌 시켰을때의 데이터 이며 1.10m부터 0.27m까지의 

장애물의 거리 정보를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비  센서는 1.28m까지 주시하지만 

1.28m에서 1.10까지의 장애물 정보는 Time Window

를 통과 할 정도의 임계값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그리고 악한 장애물에 한 X좌표는 <표 3>에서 

보여지고 있다. <표 2>와 <표 3>에서 사용된 장애

물은 세워진 음료수 캔이 사용되었다.

5. 결론

   자율 주행 센서 네트워크의 각 센서 노드는 사람

의 에 보이지 않는 외선 이 와 웹캠으로 이

루어진 스트럭쳐 라이트 기반의 비  센서를 가진

다. 비  센서는 2번의 Thresholding을 통해서 신뢰

도 있는 장애물의 정보를 얻는다. 이 비  센서는 

기존 이  거리 측정 센서보다 가격이 렴하고 

음  센서보다 정확하다. 비  센서는 비교  단

거리인 0.3m부터 1.28m까지의 장애물을 악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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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거리는 카메라의 화각에 따른 것이기 때

문에 카메라의 치 는 주시 범 를 변경할 수 있

고 이 경우 로그램 내부의 변수 값을 조정하여 쉽

게 변경된 환경에서도 장애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 게 얻어진 정보는 자율 센서 노드의 자율 

주행을 한 장애물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센서 

노드와 네트워크의 Localization과 Map building에 

사용되어 이 장애물의 정보를 해당 센서 노드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센서 노드들과 공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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