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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가능한 로봇이 취득한 이진 평면도(binary floor map)의 필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로봇청소기와 같은 가사로봇은 실내를 이동이면서 위치를 0 과 1 의 이진 코드로 기록함으로써 이진 실내 

평면도를 생성하는데, 로봇의 위치센서 오류와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이진 영상에 왜곡이 발생한다. 먼저 

실내 평면도와 발생하는 왜곡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이진 패턴을 정의한다. 패턴에 

기반한 모폴로지 변환(morphological transform)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진 실내 평면도의 왜곡을 

줄이고 실제 평면도에 근사하도록 화질을 개선한다.  

 

1. 서론 

 
가정에서 가사로봇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1]. 가사로봇이란 일상생활에서 인간 대신 청소를 하거나 

빨래, 설거지와 같은 허드렛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을 말한다[2]. 

그 중에서 청소로봇과 같은 실내주행이 가능한 가사로봇은 

효과적인 주행을 위하여 실내 평면도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다[3]. 일반적으로 로봇이 실내를 주행하면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이진 영상으로 

만들어 실내 평면도(floor map)를 생성한다. 이 때, 로봇이 

취득한 이진 실내 평면도는 위치센서의 오류와 실내 장식물과 

같이 로봇이 지나갈 수 없는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실제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왜곡을 

나타낸다. 이러한 왜곡은 실내 평면도에 기반한 3 차원 실내 

모델링 및 다양한 사용자-로봇 인터페이스(human-robot 

interface)를 어렵게 한다.  

주변 픽셀의 값으로 노이즈를 검출하는 기존의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은 실내 평면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효과적이지 못하다[4]. 본 논문은 실내 평면도의 특징을 고려한 

모폴로지 변환(morphological transform)에 기반하여, 이진 

실내 평면도 영상을 필터링(filtering)하여 왜곡을 줄이고 실제 

실내 평면도와 유사항 영상으로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제안 알고리즘 

 
로봇이 실내를 주행할 때,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면서 1 과 

0 으로 지나간 영역과 지나갈 수 없는 영역을 기록한 데이터가 

이진 실내 평면도이다. 그림 1 은 로봇이 기록한 이진 실내 

평면도를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 일반적으로 실내 평면도는  

 

그림 1. 로봇이 취득한 이진 실내 평면도 영상 

 

방이나 거실과 같은 사각형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해당 공간 안에 로봇이 주행할 수 없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진 평면도는 반듯한 직선 형태의 

외곽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림 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왜곡이 발생한다. 그림 1(b)는 그림 1(a)의 붉은 상자 안의 

영역을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1(c)는 해당 영역의 

이진 값을 표시한다. 

이진 평면도 영상에서 왜곡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왜곡의 특징을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왜곡이 발생하는 

영역은 실내에서 장애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며, 이진 평면도 

영상에서 흰색 공간 내부로 침식된 검은색 영역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검은색으로 침식된 해당 영역의 픽셀 값을 흰색으로 

복원해주면, 원래의 평면도에 가깝게 이진 평면도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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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왜곡 검출을 위한 SE 

 

왜곡 영역의 필터링과 복원을 위하여 이진 영상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모폴로지 변환[4,5,6]을 이용한다. 필터링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를 왜곡 영역으로 정의하자. 그리고 

모폴로지 변환을 위해 9 개의 Structuring elements (SEs)를 

그림 2 와 같이      으로 정의한다. 그림 2 의 SE 들은 사각형 

형태의 실내 모양을 고려하여 왜곡을 검출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정의된 SE들이다.  

 

 

그림 3. Hit-or-miss 변환 

 

     와 동일한 SE 패턴을 이진 실내 평면도에서 검색하기 

위해 그림 3 과 같은 hit-or-miss 변환[4]을 적용한다. 이 

변환은 해당 패턴을 목적영상에서 찾고 그 위치를 1 로 

반환하는 변환이다. 목적영상  을 이진 실내 평면도로 

표시한다. 각각의 SE 를    라고 정의하면 이진 평면도에 hit-

or-miss 변환을 적용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여기서        는 픽셀의 위치      에 패턴   를 겹쳐놓고 

패턴과 동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을 반환한다.   는 왜곡을 

검출하기 위한 패턴이므로 변환 결과  는  에서의 왜곡 

영역의 집합이 된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 찾아진  를  과 

합집합을 취함으로써 이진 실내 평면도의 왜곡을 줄이고,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번의 적용으로 모든 

왜곡 영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수식과 같이     와 

    에서 찾아진 왜곡 영역을   로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hit-

or-miss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구현한다.  

                   

 

   

            (2)  

  는 초기 이진 평면도이다. 왜곡 영역이 더 이상 검출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수행한다.  

 

 

 
 

그림 4. 실험 결과 

 

3. 실험 결과 

 
널리 사용되는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여 이진 실내 

평면도를 취득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 는 (2)의  번째 

반복에 해당하는 이진 평면도 영상과 각 반복에 따른 왜곡 

영역을 보여준다. 반복이 진행 될수록 왜곡 영역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진 실내 평면도 영상은 점점 

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청소로봇과 같은 가사로봇이 실내를 

주행하며 취득한 이진 실내 평면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왜곡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내 

평면도의 특성을 고려한 이진 패턴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모폴로지 변환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반복적인 필터링을 

통하여 왜곡을 효과적으로 줄임을 확인하였다. 개선된 실내 

평면도는 3 차원 모델링,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가사로봇의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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