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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pplications of unmanned robots are increasing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planet exploration and disaster relief. To perform their missions with success, the robots should be 
able to evaluate terrain's characteristics quantitatively and identify traversable regions to progress toward a goal 
using mounted sensors. Recently, the authors have proposed techniques that extract terrain information and analyze 
traversability for off-road navigation of an unmanned robo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 of 3D world 
models(terrain maps) to classify obstacle and safe terrain for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the proposed techniques. 
A world model is divided into several patches and each patch is classified as belonging either to an obstacle or a 
non-obstacle using three types of metric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on real terrain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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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로 의 개발

과 사용 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로 이 기치 않

은 지형환경에 직면하더라도 목 지까지 가장 안 하

고 빠른 경로를 찾아 임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주행

성 분석(Traversability Analysis)과 장애물 탐지(Obstacle 
Detection)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주행성 분석은 크게 역 주행성 분석(GTA : Global 
Traversability Analysis)과 지역 주행성 분석(LTA : Local 
Traversability Analysis)으로 구분된다. GTA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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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등으로부터 입수되는 계획된 지역의 역 스

일의 해상도 지형도로부터 로 이 통과하기 어려운 

산, 호수, 골짜기, 숲 등의 지역을 오 라인 으로 식

별하는 것이고, LTA는 반경 수 미터에서 수 십 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 스테 오 비  카메라나 이  

거리측정기 등으로 얻어진 고해상도 상정보를 기반

으로 해당 지형의 통과가능 여부를 온라인 으로 

단하는 것이다. 특히 LTA는 근거리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안 주행을 단하는 요한 요소이고 지형들

의 물리 , 기하학  성질에 좌우되게 되므로 기울기

(Slope)와 거칠기(Roughness)가 주 연구 상이었다.
  Langer 등

[1]은 최   최고 고도와 기울기를 얻고 

이를 지형 셀의 주행가능 여부를 단하는데 사용하

고, 3D 지형 데이터와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곡면으

로부터 기울기를 계산하는 해석 인 방법들은 Gennery 
[2], Huajun 등[3]에 의해 제안되었다. 한편 Hoffman 등[4]

은 로 의 주행에 향을 주는 크기, 주 수, 자기상

함수를 추정하는 벡터 거칠기를 제안하 고, 상 데

이터로부터 추출되는 장애물의 크기와 집 도를 입력

으로 퍼지추론하여 거칠기를 추정하는 법이 Seraji[5]에 

의해 제안되었다. Yokoya[6], Huajun 등[3]은 랙탈 이

론을 이용하 고, Tunstel 등
[7]은 신경회로망을 결합한 

Texture analysis approach를 검토하 다.
  장애물 탐지 한 자율로 이 가져야 할 핵심 기능

으로서 근  센서를 통해 주행과 안 에 방해가 되는 

사물과 지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센서의 한계, 
지형환경의 측불가능성으로 장애물 탐지는 결코 쉬

운 문제가 아니며 지난 수년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Procopio 등
[9]은 통 인 비  근법에 기계

학습기법(Machine Learning Technique)을 결합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고, Chang 등
[10]은 격자기반과 센서기

반의 장애탐지를 맵핑기법과 결합하는 것을 제안하

고, Rankin 등[11]은 음각(Negative) 장애물의 야간 탐지 

성능을 높이기 해 스테 오 비 과 열 외선 정보

를 융합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Dima 등
[12]은 다수의 

센서  장애물 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데이터의 융합

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 다. 이러한 방

법들 에는 특정 로 과 사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 연구가 다수이며, 각각 강 과 약 을 가지고 

있다.
  련 연구로 최근 자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민

학연 력으로 추진 인 ‘네트워크 기반 다목  견마

형 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3D 월드모델을 기반으

로 지형정보 추출
[13]과 주행성 분석  주행속도 추정

[14] 기법을 제안하 다. 지형의 월드모델(World Model)
은 같은 크기의 다수 패치(Patch)로 나뉘고, 지형정보 

추출 모듈은 패치 지형의 기울기와 거칠기를 추출하

고, 퍼지기반의 주행성분석  속도추정 모듈은 이를 

입력으로 하여 그 지역의 주행속도를 추정한다. 제안

한 기법은 로 의 심 이 패치의 앙에 정지해 있

다는 가정 하에 패치의 기울기와 거칠기를 추정해 사

용하 고, 패치 내에서 로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로 이 패치 내에서 가상주행

하는 동안 장애여부를 사 에 탐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3가지 형태의 Binary 장애지형을 정하

는 측도를 제안한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지형은 진행

방향 인  셀 간의 고도차를 측도로 탐지하며, 차체 

 장애지형은 로  좌우 앞바퀴 는 앞바퀴와 

간바퀴 사이에 치하는 지형의 기하학  형태로부터 

탐지한다. 한 Roll Over 장애지형은 바퀴가 직  닿

는 지표면의 고도와 최소자승법으로 추정된 평면 방

정식의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기울기로부터 단한

다. 특히 장애지형 여부는 해당지역 지형의 기하학  

성질뿐만 아니라 로 이 통과할 방향과도 한 

계를 가지므로 방향성을 고려하여 ‘주행가’ 는 ‘주
행불가’를 정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실제 월드모델을 이용

하여 확인된다.

2. 주행속도추정 서 시스템의 개요

  Fig. 1은 견마로 (이하 로 )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

다. 로 은 정 /동  장애물이 존재하는 야지에서 주

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자율 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하고, 센서로부터 지형 정보를 획득해 안

하면서도 짧은 경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계

획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으로나 소 트웨어 으로 많은 서

시스템들이 결합된 단히 복잡하고 첨단화된 시스

템이다.
  이  주행속도추정 서 시스템은 크게 4개의 모듈 

즉, 필터링, Binary 장애지형 정, 지형정보 추출과 

퍼지기반의 주행성분석  속도추정 모듈로 구성된다

(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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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견마로

Fig. 2. 로 을 한 주행속도추정 서 시스템

  필터링은 로 에 탑재된 센서로부터 신호를 계측하

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치 않은 임펄스형

(Spike-like)의 잡음을 제거해 주고, Binary 장애지형 

정은 필터링된 월드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진입이 안 한지 험한지를 정한다. 만약 ‘주행불

가’이면 그 지역의 속도는 0이 되고 장애 정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주행가능’이면 퍼지기반

의 주행성분석  속도추정 모듈은 지형정보 추출 모

듈로부터 기울기와 거칠기를 입력받아 주행속도를 추

정하게 된다. 여기서 작성된 속도맵은 로 의 경로계

획에 이용된다.

3. 월드모델의 분할과 필터링

가. 월드모델의 분할

  로 은 매 제어 사이클동안 탑재된 비  센서와 

이  센서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융합해 직교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의 3D 월드모델(지형 고도맵)을 

제공하므로 월드모델은 Fig. 3(a)와 같이 동일한 크기

의 여러 개의 사각형 즉, 패치(Patch)로 분할되고 패치

는 Fig. 3(b)와 같이 n×m 셀(Cell)로 구성된다. 각 셀은 

치 정보 (xi, yj)와 고도 정보 zij = z(xi,yj)를 가지며, 

n과 m은 로 의 방향과는 상 없이 패치가 로 을 완

히 덮을 수 있도록 히 선택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각 패치의 앙에 로 의 

심 (Robot Center Point)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

··· ··· ····· ··· ···
···
···
(a)

       
 
 

(b)
Fig. 3. 월드모델의 분할과 패치

나. 필터링

  센서로부터 지형의 상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치 않은 임펄스 잡음이 섞여 왜곡될 수 

있는데, 이를 그 로 사용하면 장애탐지에 향을  

수 있다.
  잡음을 제거하기 해 구 이 쉽고, 임펄스 잡음 제

거에 효과 인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를 사용한다. 
미디언 필터는 비선형 공간 필터로서 주  통과 필

터에 비해 경계선이 잘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미디언 필터는 도우의 형태에 따라 수평형, 수직

형, 교차형, 블록형, X자형 등으로 구분되며, 일례로 

도우 크기(Window Size)가 3인 2D 블록형 필터는 

Fig. 4와 같이 (i,j)셀 심으로 3×3 블록 안의 9개 셀

의 고도 값들을 오름 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앙값을 취해 (i,j) 셀의 고도 값으로 변경함으로써 

잡음을 제거한다. 데이터 정렬은 Quick sort나 Insertion 
sort 등을 써서 할 수 있고 그 수가 많을 때는 Quick 
sort가, 을 때는 Insertion sort가 빠르고 효과 이다. 
한편 도 크기는 홀수 값(3, 5, 9,...)을 취한다.

zi-1,j+1 zi,j+1 zi+1,j+1

zi-1,j zij zi+1,j

zi-1,j-1 zi,j-1 zi+1,j-1

Fig. 4. 고도 맵의 3×3 마스크



무인로 을 한 3D 월드모델에 기 한 Binary 장애지형의 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2권 제4호(2009년 8월) / 519

4. Binary 장애지형 정

  3D 월드모델에 기 한 Binary 장애지형 정은 Fig. 
3(a)의 모든 패치에 해 진행되며 패치 지형이 주행에 

장애가 되는 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의 유무 즉, 
‘주행가(Traversable)’ 는 ‘주행불가(Non-Traversable)’를 

단하게 된다. 이 정보는 지형정보 추출과 주행성분

석  속도추정 모듈의 동작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

된다. ‘주행가’이면 이후의 두 모듈에 의해 속도가 추

정되지만, ‘주행불가’이면 해당 패치에서의 속도는 0
이 되고 장애지형 정은 다음 패치로 넘어가게 된다.
  패치 지형의 장애 여부는 로 과 주변 지형간의 물

리 , 기하학  성질, 로 의 속도, 마찰계수 등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 단해야겠지만 이는 실

으로 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하면서도 

몇 가지 안 을 고려한 측도(Metrics)를 사용한다. 장

애 단을 한 측도는 Fig. 5와 같이 좌측 앞바퀴가 

해당 패치의 좌측 하단(상단)에서 시작하여 Y(X)방향

으로 상단(우측) 끝까지 진행하고, 다시 하단(좌측)의 

1셀 오른(아래)쪽에서 시작하여 상단(우측) 끝까지 진

행하는 순서로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측 앞바퀴가 

우측 상단(하단)에 도달할 때까지 로 이 가상주행을 

하는 동안 계량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로 이 Y방으

로 움직이는 경우만을 고려하 다. X방향은 이를 참

조하면 된다.

Fig. 5. 로 의 가상 움직임

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

  극복할 수 없는 장애지형 정은 Fig. 6과 같이 로

이 진할 때 바퀴가 방의 지형을 넘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단하는 것으로서 앞바퀴를 기 으로 

한다. 식 (1)과 같이 월드모델의 고도정보로부터 진행

방향의  치와 이  치 간의 고도차 값의 

최 값이 극복할 수 없는 높이인 경우 장애물로 간주

된다.

xL, zLj xR, zRj

Dt/2

Fig. 6. 극복할 수 없는 장애

zj max
≤ i≤m zij  zij (1a)

b    
zj Dt

 elsewhere (1≤j≤n) (1b)

  여기서 Dt는 바퀴의 직경을, zi0(1≤i≤m)는 이  패

치의 고도를 의미하고, b1 = 0는 Y 방향으로 주행이 

가능한 패치 지형임을, b1 = -1은 주행이 불가한 지형

임을 의미한다.

나. 차체  장애

  어떤 패치 지형은 진행방향으로의 고도차는 허용치

보다 작아 문제가 안 되지만, Fig. 7과 같이 두 바퀴 

사이의 지표면이 차체의 하부 바디에 닿는 경우가 발

생되면 심각한 손상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체 

 장애지형 정은 지면과의  여부를 단하는 

측도로서 Fig. 7과 같이 Roll 방향(로 의 측면방향)은 

좌우 앞바퀴를 기 으로, Pitch 방향(로 의 진행방향)
은 바퀴 사이의 간격이 상 으로 다소 큰 앞바퀴와 

간바퀴를 기 으로 한다.
  Fig. 7(a)의 경우 기울기 의 근사값은 다음 식으로 

쓸 수 있다.

  tanxiRxiL
ziRj  ziLj

  (2)

  여기서 L과 R은 각각 좌우측 바퀴의 치를 셀단

로 표시한 것이다. 양 바퀴 사이의 최고 고도값과 이

때의 X 방향의 치를 각각 z0j, x0라 하면, 바퀴 하단

의 연장선을 기 으로 한 높이 h'는 다음 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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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ll 방향

(b) Pitch 방향

Fig. 7. 차체  장애

d x xiL (3a)

h  dtan  (3b)

h  zj  ziLj h (3c)

h′  hcos  (3d)

  결국 h'가 허용치 hY를 넘게 되면 이 일어나므

로 이 지형은 식 (4)를 통해 Binary 장애지형으로 구분

되게 된다.

b    h′ hY elsewhere (1≤i≤m-W+1, 1≤j≤n) (4)

단,

hY Dt xiLWt  x  xiR WtDt elsewhere  (5)

  여기서 W는 차체의 폭을 셀단 로 표시한 값이고, 
Wt는 바퀴의 폭을 의미한다.
  Pitch 방향의 장애지형 정은 Roll 방향의 경우와 

유사하게 개될 수 있으며 다음 식을 얻는다.

b    h′ hX elsewhere (1≤i≤m-W+1, 1≤j≤n) (6)

단,

hX Dt yjMDt  y  yjF DtDt elsewhere  (7)

  여기서 F와 M은 각각 앞바퀴와 간바퀴의 치를 

셀단  로 표시한 것이다.

다. Roll over 장애

  지형의 기울기 한 로 의 안  주행에 향을 끼

치는 요한 요소로서, 한계치를 과한 지역을 주행

하다 복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앞의 경우와 

같이 로 이 가상 주행을 하는 동안 Fig. 8과 같이 6
개의 바퀴가 지면과 닿는 지 의 (x,y,z) 데이터와 최

소자승법으로 Roll 방향과 Pitch 방향의 순시 기울기

(Instantaneous Slope)를 추출한다.

Fig. 8. 바퀴의 치와 고도

  바퀴가 닿는 지형은 3차원 공간에서 식 (8)의 근사 

평면 방정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zij  fxiyj  a axi ayj  (8)

  여기서 a0, a1, a2는 평면 방정식의 미지 계수이며, ε
는 통계 으로 각 셀마다 독립이며, 평균이 0이고 분

산이 같은 오차로 간주한다. 주어진 데이터를 식 (8)
에 입하고 행렬-벡터로 표 하면 식 (9)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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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zAx  (9)

단,

 z





zijFziW jFzijM
⋮ziW jB





∈R x
aaa




∈R 

 









⋮






∈  A










 xi yjF


⋮

xiWxi
⋮

yjFyjM
⋮

 xiW yjB

  B는 뒷바퀴의 치를 셀단 로 표시한 것이다.
  오차를 최소로 하는 계수 벡터 x를 추정하기 해 

평가함수 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J T  z AxTz Ax  (10)

  식 (10)에서 ∂J/∂x = 0을 만족하는 추정치 x는 다

음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ATAx ATz  (11)

  여기에 QR분해법을 용하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바퀴의 치가 서로 달라 A = 3이므로 6×3 
행렬 A는 6×3 직교행렬 Q와 3×3 상삼각행렬 R의 

곱으로 분해(AQR )될 수 있고  직교행렬의 성

질 QTQ I를 이용하면 식 (1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x QTz  (12)

  R이 상삼각행렬이기 때문에 후진 입법을 용하면 

x = [a0 a1 a2]T를 구할 수 있고, Roll 방향의 기울기 

와 Pitch 방향의 기울기 는 각각 a1과 a2가 된다.

xx
fxy

 a (13a)

yx
fxy

 a (13b)

  이 값들이 Sx와 Sy를 넘게 되면 장애지형으로 정

된다.

b    x  Sx and y  Sy elsewhere
(1≤i≤m-W+1, 1≤j≤n)   (14)

  여기서 Sx, Sy는 각각 로 이 Roll 방향과 Pitch 방향

으로 주행 가능한 지형의 최  기울기를 의미한다.
  한편 추정치의 오차제곱합(SSE)은 다음과 같다.

SSE zTzzTAx (15)

5. 모의실험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여러 

임의 실제 3D 월드모델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

시하 다. Fig. 9는 그  하나를 그린 것이다. 맵은 모

두 100×100 셀로 구성되어 있고, 셀의 크기는 0.25m× 
0.25m이며, 체 지역은 25m×25m이다.

Fig. 9. 필터링 이 의 지형

가. 필터링

  Fig. 10은 도우 크기 3으로 필터링한 후의 지형을 

보여 다. 기 할 수 있듯이 Isolated 잡음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도우 크기가 클수록 거친 모양이 

더 무뎌지지만 원래의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연

산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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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필터링 후의 지형( 도우 크기 = 3)

나. Binary 장애지형 정

  여러 다른 임의 월드모델로부터 11×11셀 크기

의 패치 4개를 임의로 선택하고 그린 것이 Fig. 11이
다. Table 1은 제안한 방법으로 Y방향과 X방향으로의 

Binary 장애지형을 정한 결과를 고도정보와 함께 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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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월드모델의 11×11 masks

  표에서 보면 Fig. 11(a)의 지형은 Y방향으로 b3 장애

와 X방향으로 b2 장애 요소가 공존하며, (b)는 X방향

으로의 b3가, (c)는 Roll over 장애물을 제외한 X, Y방

향으로 모든 장애요소가, (d)는 Y방향으로의 b1, b3, b4

와 X방향으로의 b1, b2 장애 요소가 있음을 보여 다. 
그림을 통해서도 (c), (d)가 (a), (b)보다 안 하지 못한 

지형임을 직 으로 느낄 수 있다.

Table 1. Binary 장애지형 정 결과

Fig.
Binary obstacles(Y/X) Elevation

b1 b2 b3 b4 zmin zmax zave

11(a) 0/0 0/-1 -1/0 0/0 0.000 0.312 0.112

11(b) 0/0 0/0 0/-1 0/0 0.154 0.368 0.271

11(c) -1/-1 -1/-1 -1/-1 0/0 0.000 0.358 0.198

11(d) -1/-1 0/-1 -1/0 1/0 0.000 0.358 0.198

  Fig. 12는 MATLAB GUI 기능을 이용하여 제안한 

Binary 장애지형 정 알고리즘을 구 한 것이다.

Fig. 12. MATLAB GUI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구

  1~5579 임의 지형 데이터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지형은 좌측 상단에 그려진다. 필터 도

우 크기를 조 하고 버튼을 르면 필터링된 지형이 

좌측 상단에 다시 그려진다. 패치의 행과 열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르면 우측 상단의 패치맵에는 ‘○’ 
는 ‘×’가 그려지고 좌측 하단에는 b1, b2, b3, b4 장애

가 출력된다.
  패치맵의 ‘○’와 ‘×’는 각각 ‘주행가’, ‘주행불가’를 

의미한다. 한편 하단의 첫째 행은 Pitch 방향, 둘째 행

은 Roll방향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들이 수행한 로 의 주행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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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주행속도 추정기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한 방

법으로 월드모델를 기반으로 3가지 Binary 장애지형을 

정하는 측도를 제안하 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지

형의 정에는 진행방향 인  셀 간의 고도차를 측도

로 사용하 고, 차체  장애지형 정에는 바퀴와 

지면의 기하학  형태로부터 단하 다. Roll over는 

지형의 곡면을 평면 방정식으로 표 한 다음 최소자

승법으로 방정식의 계수를 얻고 이로부터 단하 다. 
실제 월드모델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제안된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방 사업청/민군겸용기술센터와 정보통신

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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