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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격자 오차 데이터 기반의 선형 보정 함수들을 이용한 

적외선 레인지 파인더 PBS-03JN의 보정 

Calibration of Infra-red Range Finder PBS-03JN 

Using Piecewise Linear Function Based on 2-D Gri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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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icient calibration algorithm for mobile robot localization using infrared range finder is proposed. A calibration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other algorithms which use sensor data because it is pre-process. We experimentally found 
that the infrared range finder PBS-03JN has error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both distance and scan angle. After obtaining 2-D grid 
error characteristic data on distance and scan angle, we proposed a simple and efficient calibration algorithm with a 2-D piecewise 
linear function set.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calibration algorithm is verified by experiments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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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실내 서비스 이동 로봇은 그 특성상 로봇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임무를 한 장소가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해야만 하

며, 이를 위해 로봇의 위치 및 방향 판별, 즉 위치 추정

(localization)이 모든 임무들 중 선행조건이 된다. 이 과정은 

주변환경의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를 통해 얻은 환경 데이터

를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환경과 상대적인 관점(local 

coordinate)에서 얻은 후 이를 절대적인 관점(global coordinate)

으로 전환하여 주변환경 전체와 로봇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위치 추정은 현실의 3차원 환경과 다르게 정보량, 

계산의 복잡도 등의 한계로 인하여 높이 성분이 빠진 2차원 

위치 추정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1,2]. 

이동 로봇에 장착될 센서는 이동 로봇의 성능 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설계 시에 미리 고려

되어야 한다[3]. 특히, 로봇의 위치 추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하는 센서인 경우 그 성능이 최종 위치 추정의 정

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성능의 센서는 단연 2차원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이다. 2차

원 레인지 파인더는 넓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

여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특히 SICK사의 LMS200같은 Laser range finder 

(LRF)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여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

다[5-8].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의 성능은 우수하나, 가격이 고가라

는 단점이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먼저 레인지 파인더가 저렴한 단가를 가지도

록 해야 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PBS-03JN같은 적외

선 레인지 파인더도 있으나, 정확도가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에 비해 낮아서 위치 추정이 부정확해 지고 다른 물체들과의 

충돌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상대적으

로 저렴한 센서를 사용하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센서의 오차보정은 저렴한 센서로 최대한의 정확한 데이

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센서의 오차 보정은 센서라는 

물리적인 장치의 특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오차

를 감소시키는 목적은 같지만 센서의 특성에 따라 오차 보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센서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오차를 줄이는 보정을 추가하여 그 성

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8,10,11,12]. 

가장 간단한 오차 보정 방법으로써, SICK사의 LMS200이나 

Hokuyo사의 URG-04LX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여 1차 함수를 

적용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12,16-18]. 그러나 오

차가 1차 함수로만 간단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오차 보정 

성능은 높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보다 복잡한 오차 보상 방법

으로, 다항식 함수를 이동한 방법이 있다. 3차원 레이저 레인

지 시스템에 측정 거리와 측정 물체에 대한 빔의 입시각에 

따른 오차 특성을 분석하여 오차 보정 함수로 2차원 2차 다

항식을 적용한 방법이 있다[10]. 다만, 정밀 측정 기계인 4DI 

(4 Dimensional Imager)에 적용되는 것으로 측정 물체의 방향

을 알고 있어서 빔의 입사각에 따른 오차 분석이 가능할 때

만 적용 되는 방법이다. 적외선 레인지 파인더의 오차 특성

을 2차원으로 분석하여 거리와 방향각을 일정 구간으로 나

눈 후 각 구간마다 4차 다항식 함수를 부드럽게 연결 짓도록 

설정한 보정법이 있다[11]. 이 방법은 보정 전과 후의 데이터

를 이용한 위치 추정 결과의 비교는 되어 있으나 보정 전과 

후의 데이터 정확도에 대한 비교가 없고 오차 보정법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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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오차 보정에 6차 다항식 함

수를 이용하여 오차를 줄이고 위치 추정에 적용한 결과 위치 

추정 오차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방법이 있다[10]. 

이외에도 비선형 및 통계적 보상 방법을 이용한 보정법도 

연구되었다. 적외선 레인지 파인더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고 

오차 보정에 신경망 구조를 활용하여 지도 작성(map building)

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경망 구조의 설정값에 대한 논의와 

오차 보정 성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9]. 또한 오차 모델

을 적절히 만든 후 이에 대한 cost 함수를 설정하여 cost 함

수를 최소화하는 시키는 변수를 찾는 방식이 있다[19]. 이 방

법은 오차 모델의 정확도와 cost 함수의 적합성에 따라 오차 

보정 성능이 바뀌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오차 보

정법과 비교 평가가 없다. 또한, 센서의 시스템(systematic) 오

차가 아닌 불규칙(random) 오차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가 되

었는데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불규칙 오차의 확률을 통해 

이를 보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불규칙 오차가 상대히 큰 값을 

가질 때만 효과가 있고 시스템 오차는 처리할 수 없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오차 보정법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적외선 

레인지 파인더 PBS-03JN를 선정하였다. 제조사에서 제공하

는 사양에 따르면 PBS-03JN의 주된 목적은 장애물 감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측정 가능 범위가 일반적인 레

인지 파인더와 다르게 좁고 정확도 또한 낮다. 가격이 저렴

한 만큼 오차가 상당히 크다는 문제인데, 레인지 파인더의 

오차 보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레인지 파인더를 위한 효율

적인 보정법을 제시하고 성능을 평가하는데 좋은 적용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경제적인 적외선 레

인지 파인더 PBS-03JN의 유효 적절한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오차 보정법을 제시하고, 제안한 보정법을 다른 보정법들과 

비교 실험하여 전체적인 성능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보정법들이 놓치고 있는 주요한 오차 원

인을 찾아 내고 이를 반영하는 오차 함수를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정법은 적용 대상의 예로 PBS-03JN

를 선정한 것 일뿐 거리와 측정 방향각을 데이터로 출력하는 

모든 레인지 파인더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제

안할 보정법은 거리와 측정 방향각이라는 두 가지 입력을 활

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이나 Hokuyo사의 레

인지 파인더 스펙에서 주로 상대오차를 통해 정확도를 제시

하고 있어 오차 보정의 성능 평가를 위한 지표로 상대오차의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볼 것이다. 상대오차란 오차의 절

대값을 실제거리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오차가 실제

거리에 비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대오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측정거리가 커질 

수록 오차도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오차의 크기로 레인지 파

인더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면 특정 거리별로 정확도를 제시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총 V 장으로 구성되었다. II 장에서는 레인지 파

인더 센서의 특성과 다양한 오차 발생원인 그리고 적외선 레

인지 파인더 PBS-03JN의 특성과 오차에 대해 기술한다. III 

장에서는 PBS-03JN의 오차 보정 함수를 설정하기 위한 데이

터 측정과 2-D 선형 보정 함수를 제안하였다. IV 장에서는 

제안된 보정법과 기존의 보정법과의 상대오차의 변화를 통

한 보정법의 성능을 비교평가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레인지 파인더의 특성과 오차 분석 

1. 레인지 파인더의 다양한 오차 발생 원인 

다른 모든 센서와 마찬가지로, 레인지 파인더 또한 측정거

리에 오차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센서는 측정하

려는 물리량을 이에 상응하는 다른 물리량으로 검출하며, 센

서 신호처리에서는 물리량의 신호 변환(signal conditioning), 증

폭, 디지털 변환 등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 측정 물리량에 비

례하는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차가 추가되게 

된다. 레인지 파인더는 구현한 기술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나

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기존 1차원 레이저 거리 센서에 

회전 성분을 첨가하여 특정 각도에서의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4]. 다만, 높은 회전 속도를 보장하기 위

해서 빠른 속도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으

며, 이것이 단가를 높이게 된다. 

LRF의 오차에 대한 보정 대책은 해당 레인지 파인더의 분

석 및 실험을 통하여 가장 오차를 크게 유발하는 원인들을 

주로 보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다. 레인지 파인더

의 동작원리에 따라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레이저 

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빔 스폿의 크기 변화, 물체들에 

의한 간섭, 물체 표면의 종류, 물체와 빔 스폿의 입사각 발생

으로 인한 신호 강도 변화, 센서의 동작 온도, 날씨, 등과 같

은 주변환경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다[4]. 앞서 말한 

오차들 중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오차는 보정 가능한 요인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레인지 파인더가 어느 환경에 놓일지 센서

가 스스로 알 수가 없고 어떠한 종류의 물체를 측정하는 지

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들은 보정할 수 없다. 따

라서, 레인지 파인더의 오차 보정법은 레인지 파인더 자체만

을 사용해서 가장 오차를 크게 유발하는 원인들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2-D 레인지 파인더는 거리 측정 센

서이므로 물체와의 거리가 곧 입력이고 오차 변화 요인이 된

다. 다만, 2-D 레인지 파인더인 경우 특정 방향각에 대한 물

체와의 거리가 되므로 2차원 출력 정보가 되어 출력 정보인 

거리가 방향각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만 한다. 이상적인 레인지 파인더인 경우 동일한 거리에 있

는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회전 성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거리

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전이 추가되므로 인해 

여러 가지 방향각에 의한 오차가 추가되게 된다. 따라서, 레

인지 파인더의 오차 특성은 방향각에 따른 변화도 고려한 분

석을 해야만 한다. 

2. 적외선 레인지 파인더 PBS-03JN의 특성 

Hokuyo사의 적외선 레인지 파인더인 PBS-03JN은 SICK사

의 LMS200과 달리 소형, 경량의 경제적인 센서로 이동 로봇

에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PBS-03JN의 기본적인 사양은 

LMS와 비교하면 표 1과 그림 2와 같다[20]. 그림 2는 두 센

서의 측정 가능 영역을 나타내는데 PBS-03JN은 측정 보장영

역이 측정 가능영역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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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BS-03JN와 LMS200. 

Fig.  1. Hokuyo PBS-03JN & SICK LMS200. 

 

표   1. PBS-03JN과 LMS200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BS-03JN & LMS200. 

Model PBS-03JN LMS 200 

Power 24 V DC 24 V DC 

Weight 500 g 4.5 kg 

Size 75×70×60mm 155×156×185mm

Angle Resolution 1.8° 0.25°/0.5°/1° 

Dist. Resolution 1 mm 1 mm 

Angle 217.8°(178.2° usable) 180°(mm-mode)

Distance 0.2 m ~ 3 m Max 8 m 

Price $1100 $6500 

 

 

그림 2. PBS-03JN과 LMS200의 측정범위. 

Fig.  2. Scan Range of PBS-03JN & LMS200. 

 

 

그림 3. 역제곱법칙과 빔 확산 

Fig.  3. Inverse square law & Spread of beam. 

 

기본적으로 PBS-03JN은 적외선 빔을 물체로 방출하여 되

돌아 오는(반사된) 빔을 감지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총 왕복 시간을 이

용하거나 주파수 대역에서 간섭효과를 이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방식이 무엇이 되던간에 되돌아 오는 빔의 

강도에 따라 측정 거리 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측정해야 할 거리가 멀 수록 반사된 빔의 

강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물리학에서 많이 알려진 

역제곱 법칙(inverse square law)을 따르기 때문이다[21]. PBS-

03JN은 이 현상을 그림 3을 이용하여 센서 스펙에서 정확히 

언급해 놓고 있다[20]. 센서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어서 센서에 자체적인 증폭 장치를 가지고 있도록해서 이

를 방지한다. 신호의 증폭 장치를 통해 역제곱 법칙에 따른 

오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문제는 증폭으로 인해 부가적

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있다. 즉, 수신된 신호를 어느 정도로 

증폭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

한 증폭도에 의한 오차[6]와 증폭 과정을 통해 원하지 않았

던 노이즈도 같이 증폭 되므로 생기는 오차가 그것이다. 노

이즈 증폭에 의한 오차는 당연히 불규칙(random) 오차로 그 

값을 예측할 수 없고 보정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

나, 정확하지 못한 증폭도에 의한 오차는 센서의 내부 회로

에 의한 것으로 시스템(systematic)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성만 파악하면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PBS-03JN의 거리에 대한 시스템 오차는 

보정을 통하여 축소시킬 수 있다. 거리 오차는 센서의 종류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제조 시 의도한 현상이 아니

므로 오차의 성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물체와의 

실제(true) 거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측정을 통하

면 수 많은 측정 값을 통해 그 값에 통계적으로 근접할 수가 

있다. 즉, 반복 측정을 통한 측정 거리와 실제 거리의 차를 

평균하게 되면 불규칙 오차는 사라지고 시스템 오차만 남게 

된다. 이는 불규칙 오차는 평균을 취하면 결과값이 0이라는 

사실(white noise)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거리를 적당히 변화

시키며 반복 측정 실험으로 시스템 오차를 구하게 되면 거리

에 따른 시스템 오차의 성향을 파악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인지 파인더는 방향각에 따른 오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상적인 센서가 아니므로 회전 성분

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의해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회전 성분

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대부분 기계적으로 모터와 반사 거울 

등을, 전기적으로는 모터, 모터 구동 회로 등이다[20,22,23]. 

회전 성분은 이러한 기계적, 전기적인 요소로 발생하므로 각 

요소의 다양한 오차가 결국에는 방향각에 의한 오차로 이어

진다. 그림 2에서 PBS-03JN의 측정 보장영역을 보면 좌우 방

향의 유효 검출 거리가 앞 방향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좌우 방향에서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PBS-03JN은 방향각에 따라 오차가 달라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실험에서도 좌우 방향의 거리 오차

는 전방에 비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물체까지의 거리

가 1m 이내 일때, 좌우 방향의 거리 오차는 10cm 이상, 2m 

이상인 경우, 좌우 방향의 거리 오차는 10%이상 나타나고 

거리가 멀 수록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PBS-03JN의 오차는 거리와 방향각 모두 

고려하여야만 한다. 특정 방향각에서 실제 거리의 변화에 따

른 오차를 구하고 다른 방향각에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방향각과 거리에 대한 오차의 특성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결국 레인지 파인더의 출력이 거리와 방향각의 데이터인 것

처럼 거리와 방향각에 따라 변화는 오차 특성을 얻게 된다. 

 

III. PBS-03JN의 오차 보정  

1. PBS-03JN의 오차 보정을 위한 접근법 

오차 보정은 그림 4와 같이 off-line, on-line의 두 과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off-line으로 레인지 파인더의 거리와 방향각

에 따른 오차 분포도를 구하고 이 오차 분포도를 적절히 반

영할 수 있는 보정 함수를 정한다. 다음으로 on-line으로 레인

지 파인더가 측정할 때마다 보정 함수를 통해 오차값을 예측

하여 센서 출력값을 보정한다. 그림 4에서 ( , )d r θ 는 스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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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r 은 거리, θ 는 방향각), e� 는 추정 오차, ( , )c c

d r θ 는 

오차 보정된 스캔데이터, ( , )f r θ 는 오차 보정 함수를 나타

낸다. 

Off-line 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1단계로 측정 

거리와 방향각의 범위를 정하여 적절한 2차원 격자를 선정

한다. 2단계로 각 격자점에서 측정 실험을 진행한다. 3단계로 

각 격자점에서 측정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보정 함수를 결정하고 그 계수 설정을 한다. 

On-line 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1단계로 스캔

데이터를 방향각 성분을 포함해서 저장한다. 2단계로 스캔데

이터가 off-line에서 선정한 2차원 격자중 어디에 속하는지 결

정한다. 3단계로 off-line에서 결정된 격자의 보정 함수를 이용

하여 오차를 추정한다. 4단계로 추정된 오차를 스캔데이터 

측정 거리와 합산하여 최종 보정된 스캔데이터를 얻는다. 

2. PBS-03JN의 오차 보정을 위한 Off-line 과정 

측정 물체의 재질이나 표면 색깔에 따라 측정 오차가 표 

2처럼 달라지기 때문에 오차 특성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실험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14]. 

본 논문이 지향하는 목표는 향상된 위치 추정을 위한 보정

이므로 이동 로봇이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물체

가 무엇인지를 통해 실험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실내 이동 로봇을 목표로 하는데 실내 사무실 환경은 

흰색 페인트칠이 되어진 벽이 대다수이므로 이동 로봇의 주

된 측정 물체로 흰색 페인트칠이 되어진 벽으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흰색은 센서의 스펙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 색이므로 

보정 전과 후의 성능을 비교하기에 적절하다. 거리와 방향각

에 따른 오차를 측정해야 하므로 정확한 실제(true) 거리 값

과 실제 방향각의 각도 측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가지 

장치를 도입하였는데,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Bosch사의 

DLE50 [24]과 함께 눈금자를 이용하였다. DLE50은 최대 50m

의 거리까지 1.5 mm의 오차 이내로 측정 가능하다. 또한 정

확한 방향각 측정을 위해 Newport사의 rotation stage TR80BL 

[25]를 사용하였다. 

총 4단계로 이루어진 off-line 과정을 시작하는데 우선 1단

계로써 거리와 방향각에 대한 2차원적인 측정 범위 및 구간

을 설정해야 한다. 실제 거리와 방향각 각각에 대해 M개와 

N개의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이 (M+1) ×(N+1)개의 격자점

들을 이용해 2차원 격자 오차데이터를 나타내면 그림 5과 같

이 M×N개의 균일한 구역(region)들이 생성된다. 각 구역은 

거리 성분인 i값과 방향각 성분인 j값으로 구분한다. 편의상 

실제거리를 x축으로, 실제 방향각을 y축으로 선정하였다. 그

림 5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z축은 오차 값이 된다. 

PBS-03JN의 오차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절한 거리 구간의 

갯수 M과 방향각 구간의 갯수 N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실제 거리의 간격이나 방향각 간격 등의 크기 결정은 

보정 설계자가 하는 것으로 오차의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

할 만한 정도로 선정해야 한다. 거리와 방향각의 구간 갯수

를 증가시키면 오차 보정의 성능은 더욱 좋아질 것이지만 그

에 따른 실험양도 증가하고 오차 보정 함수의 정보를 저장하

는 메모리 양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한데 거리와 방향각 구간의 갯수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고 거리와 방향각 구간의 크기 또한 정수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거리의 구간은 20 cm ~ 400 cm까지 20 cm씩 

구분하여 M=20이 되도록 잡았다. 또, 전체 방향각의 범위는 

이동 로봇에 가장 많이 쓰이는 SICK사의 LMS200과 되도록 

비슷하게 되도록 -1° ~179°까지 설정하고 방향각의 구간은 9°

Range Finder

Error Characteristic

Analysis

Construct

Calibration  Function

Off Line Process On Line Process

+
+

Calibration

Measure

2-D Error Data

( , )d r θ

( , )f r θ
e�

( , )c c

d r θ

2-D Error Data

Data Analysis

( , )f r θCoefficients of

그림 4. 보정 과정. 

Fig.  4. Process of calibration. 

 

 

표   2. 측정물체의 표면에 따른 오차 변화. 

Table 2. Error change by surface of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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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균등한 격자 데이터. 

Fig.  5. Regular grid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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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구분하여 N=21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2단계로 오차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각 격자점에

서 여러 번씩 측정한다. 그림 6과 같이 PBS-03JN을 TR80BL

위에 고정시키고 벽과의 수직 평행이 이루도록 막대 프레임 

위에 위치시켰다. 각 실제 거리를 DLE50으로 먼저 측정하여 

설정한 측정 거리 범위 구간에 PBS03JN을 위치 시키고 

TR80BL을 회전시켜 설정한 측정 방향각 구간에 대해 PBS-

03JN으로 반복 측정 실험하였다. 각 구간 위치마다 약 총500

회의 측정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오차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오차 보정을 적용해

야 하는 데이터는 이동 로봇의 스캔 데이터이고 이는 스캔데

이터 거리(r)와 스캔데이터 방향각(θ)으로 구성된다. 실제 거

리는 거리 성분인 i로만 구분되고 측정 거리는 측정 방향각

에 따라서도 변화하므로 거리 성분 i와 방향각 성분 j로 구분

한다. 그러므로 실제 거리 ( )
i
s 와 측정 거리의 평균값

,

( )
i j
r 에 

따라 측정 오차 
,i j

e 는 식 (1)처럼 된다. 

 
, ,i j i i j

e s r= −  (1)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오차를 

평균한 값과 측정 거리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단계로써, 그 

결과는 그림 7, 그림 8과 같다.  

그림 7은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 거리에 대한 오차 값

의 변화를 방향각 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은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 거리의 표준편차 값의 변화를 방향각 별로 나

타낸 것이다.  

표준편차는 실제 거리가 멀어질 수록 커지는 형태를 보이

는데, 이는 실제 거리가 멀어질 수록 신호의 강도가 낮아지

고 그로인해 증폭도가 높아져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노이

즈도 같이 증가되어 표준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의 평균 오차를 살펴보면 방향각에 따라 일정

한 규칙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규칙한 형태만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실제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증폭율로 인해 약간의 주

기함수 형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불규칙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7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시피 PBS-03JN의 오차는 방향각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고 변

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상한 것과 같이 오차는 방

향각에도 의존하여 그 추이가 변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

화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차 특성이 거리와 방향각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값을 보정해야 하는

데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서 오차의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보정 함수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off-line과정 중 마지막인 4단계이다. 보정 함수는 방

향각도 입력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2차원 고차 다항 함수를 

적용해 볼 수도 있으나, 레인지 파인더의 오차 특성은 이상

적이지 않으니까 방향각에 따라 오차 변화 추이가 변한다는 

것이지 그 오차 특성이 방향각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즉, 2차원 보정 함수가 필요하지만 오차 특성이 

방향각에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차원 격자 오차데이터를 반영하도

록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사

용하는 함수의 형태에 따라 성능이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의 

계산량과 최대한의 보정 성능을 확보해야 적절한 보정법이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차 함수, 즉 선형함수를 2차로 확장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보정 함수이 될 

것이다. 다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

차원 구분적(piecewise) 선형 함수를 적용할 것이다. 구분적이 

된 이유는 1단계에서 설정된 구간에 따라 나뉘어진 구역별

로 독립적으로 2차원 선형 함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6. 오차특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Fig.  6. Data collection for error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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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BS-03JN의 오차. 

Fig.  7. Error of PBS-03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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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BS-03JN의 표준편차. 

Fig.  8. Standard Deviation of PBS-03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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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오차추정을 위한 4개의 선형함수. 

Fig.  9. 4 Piecewise linear functions for erro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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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계오차와 후보오차. 

Fig.  10. Boundary and candidate error. 

 

2차원 구분적 선형 함수의 예로 그림 9처럼 각 구역에는 4

개의 격자점이 존재하고 사용하는 선형함수들은 굵은 검은

색 실선과 점선, 얇은 검은색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최종 추정 오차는 사각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종 오차를 

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우선 입력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리 입력 우선과 방향각 입력 우선 각각 2개씩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각 입력 방법에 따라 최종결과는 달라지지 않

고 계산량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해든 상관

없는데 본 논문에서는 방향각 입력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구역 판별에 관련이 있는데 on-line 과정 2단계인 스

캔데이터가 속한 구역을 판별할 때 측정 방향각에 대한 판별

을 먼저하고 측정 거리에 대한 판별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 값을 계산하게 된다. 이 값을 최종 

오차 계산시 활용하면 계산량이 줄기 때문에 방향각 입력 우

선으로 선정하였다. 

보정 함수가 결정되었으므로 on-line 과정의 계산량을 줄이

기 위해 미리 계산이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off-line에서 

미리 구해 놓아야 한다. 이는 보정 함수를 계산할 때 스캔데

이터 각각에 적용해야 하므로 on-line 과정의 계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구역 판별시 사용할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

값은 식 (5)를 통해 on-line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이를 미리 계산해 놓으면 계산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식 (5)

의 입력 변수인 θ는 on-line 과정에서만 알 수 있는 값이지만, 

PBS-03JN 방향각의 해상도(resolution, )φ∆ 은 연속(continuous)

이 아니라 불연속(discrete)이다. 또, 설정한 방향각 구간 크기

( )θ∆ 는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각 구간에는 동일한 

( / )L θ φ= ∆ ∆ 개의 스캔데이터 방향각이 존재하므로 모든 스

캔데이터 방향각의 값은 미리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구역

의 측정 거리 경계값
,

ˆ( )
i j
r 은 off-line으로 미리 구해 놓을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 후보 오차

,
ˆ( )
i j
e 도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0이다. 이렇게 구한 모든 구역에서, 모든 방향각의 측정 거

리 경계값과 측정 거리 경계 후보 오차를 통해 식 (7) 선형함

수의 기울기 변수
,

( )
i j

α 도 또한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off-line에서 미리 계산해 놓을 파라미터들이 많아지지만 이를 

위한 저장공간은 수 킬로바이트면 해결된다. 

3. PBS-03JN의 오차 보정을 위한 On-line 과정 

오차 보정의 on-line 과정의 1단계는 PBS-03JN로 스캔데이

터를 얻는 과정이다. 다만, 모든 스캔데이터에 대해 거리와 

방향각 성분을 같이 저장한다. 2단계로 각 거리 및 방향각으

로 보정 구역을 판별해야 한다. 그러나 보정 구역을 판별하

는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2차원 보정 함수의 

입력 데이터 때문이다. 2차원 보정 함수의 입력 데이터는 실

제거리(si)가 아닌 측정거리와 측정 방향값이 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거리 입력값은 실제 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센서의 

입장에서 실제 거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PBS-03JN의 2차원 

격자 오차데이터를 측정 거리와 방향각의 두 축으로 설정하

면, 그림 5처럼 되지 않고 불규칙한 형태를 띄게 된다.  

불규칙한 형태가 되는 이유는 일정한 간격의 실제 거리는 

정비례 형태로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측정 거리는 불규칙하

게 증가하므로 구역의 모양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실

제 방향각과 측정 방향각의 오차는 거의 없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그림 5가 아니라 그림 11처럼 j성분은 등간격이고 i

성분은 불규칙한 간격 형태가 된다.  

따라서 보정 구역 판별은 먼저 방향각 구간 판별 후 거리 

구간 판별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규칙적인 방향각 구간 덕분

에 방향각 구간의 판별 결과인 j값은 식 (2)로 얻는다. 

 0j
θ θ

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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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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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균등 격자 데이터. 

Fig.  11. Irregular grid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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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역들의 비균등 거리. 

Fig.  12. Irregular distance of regions. 

 

거리 구간을 판별은 그림 11의 인접한 구역을 확대한 그림 

12를 참고로 진행한다. 스캔데이터의 거리를 실제 거리 간격 

크기로 나누는 식 (3)을 사용하면 i′을 얻게 되는데, 이 값은 

스캔데이터가 속한 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i성분을 나타내게 

된다. 

 0
r s

i
s

− 
′ =  ∆ 

 (3) 

여기서, r : 스캔데이터 거리, s0: 실제 거리 시작값, 

1
,

i i
s s s

−

∆ = −  1~ , 1 ~i M j N= =  

정확히 원하는 구역의 i성분이 아니므로 경계값과의 비교

를 통해 i값을 보정해야 한다. 여기에, 경계값은 구역의 측

정 거리 경계(boundary)값인 
1,î j

r
′−
과 

,î j
r

′

을 지칭한다. 이 후 

식 (4)를 통해 최종 i성분을 보정하여 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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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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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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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1, ,

ˆ ˆ,
i j i j
r r

′ ′−
는 ( , )i j′ 번째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값이

고 식 (5)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 , 1 , 1

ˆ ( )
i j i j j i j
r rλ θ θ

′ ′ ′− −
= − +  (5) 

,i j
λ 는 측정 방향각과 측정 거리에서 각 구역의 경계선을 나

타내는 1차함수의 기울기 계수이다. 

대부분의 오차는 실제 거리 구간 간격 크기에 비해 작아 

i′값은 정확한 구역의 i값의 이웃한 값이므로 식 (4)의 i′의 

계산을 위해 while 구문을 한 번만 수행하게 된다. 간혹 오차

가 너무 큰 부분에서는 while 구문이 반복수행 되는데, PBS-

03JN인 경우 그림 7에서 방향각 179°의 오차 추이처럼 오차

가 너무 큰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 그 때이다. 하지만, 최악

의 경우 4번의 반복 수행이 일어나므로 계산 부하는 높지 않

다. 게다가 off-line에서 모든 측정 거리 경계값을 구해 놓았

으므로 식 (5)는 계산 부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

규칙한 2차원 격차 오차데이터에서 구역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면 알고리즘 1과 같다. 구역이 선정되었으므로 

3단계인 최종 오차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향각 입력 

우선으로 오차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별된 구역에

서 방향각 입력 선형함수로 측정 거리 경계 후보 오차를 구

한 후, 거리 입력 선형함수로 최종 오차를 식 (6)으로 구한다. 

 
, 1 1

ˆ ˆ( )
i j i i

e r r eα
− −

= − +�  (6) 

여기서 
,i j

α 는 최종 오차 선형함수의 기울기 계수, 
î
r 는 구

역의 측정 거리 경계 값, 
,î j

e 는 후보 오차. 

 

알고리즘 1.  구역판별법. 

Algorithm 1.  Region selection method. 

1. 측정 방향각 구역 j  값 선정(식 (2) 사용) 

2. 구역의 임시 i′값 선정(식 (3) 사용) 

3. 구역의 i성분 값 보정(식 (4) 사용) 

 

모든 후보 오차는 off-line에서 구해 놓았으므로 on-line에서

는 측정 거리와 방향각에 맞는 후보 오차를 선택하면 된다. 

거리 입력 선형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

값이 필요한데 구역 판별에서 선택해 놓은 값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계산과정이 없다. 3단계까지의 과정

을 통해 구해진 오차 추정값을 스캔데이터에 합산하게 되면 

최종 보정된 스캔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를 나타내면 식 (7)

과 같고 이 식이 2차원 선형 오차 보정 함수를 사용한 오차 

보정 최종 식이 된다. 

 ( , ) ( , ) ( , )C C
d r d r e rθ θ θ= + �  (7) 

여기서 ( , )C C
d r θ 는 보정된 스캔데이터, ( , )d r θ 는 스캔데이

터, ( , )e r θ� 는 스캔 데이터의 예측 오차 

따라서 모든 on-line 과정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아래 알고리즘 2와 같다. 
 

알고리즘 2.  오차 보정 온라인 알고리즘. 

Algorithm 2.  On-line algorithm for error calibration. 

입력: r (스캔데이터 거리), θ (스캔데이터 방향각) 

Off-line에서 파라미터: 
,î j
r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값), 

,î j
e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에서 후보 오차), 

,i j
α ( 구역의 

거리 입력 함수의 기울기 계수), 
0
s (실제 거리 시작값), 

s∆ (실제 거리 간격), θ0 (방향각 시작값), θ∆ (방향각 간격)

1. 구역 판별 

1-1. 방향각 구간 판별(식 (2)) 

1-2. 거리 구간 판별(식 (3)~(4)) 

2. 구역의 측정 거리 경계 오차
,

ˆ( )
i j
e  선택 

3. 최종 오차값 e�계산(식 (6)) 

4. 오차 보정 (식 (7)) 

 

 

그림 13. 선형 보정함수. 

Fig.  13. Piecewise linear calibr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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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03JN의 2차원 오차 격자데이터와 보정 함수 계수 설

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한 2차원 선형 오차 보정 함수와 

오차 값을 등고선과 함께 나타내면 그림 13의 왼쪽과 같고 

평면도(top view)로 살펴보면 그림 13의 오른쪽과 같이 불규

칙한 구역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왼쪽에서 x축

과 y축은 각각 측정 거리와 측정 방향각을 나타내고 z축은 

오차를 나타낸다. 

 

IV. 성능평가 

제안한 2차원 오차 보정법의 성능을 다른 오차 보정법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2차원 격자 오차데이터에 

사용한 실험데이터는 오차 보정 함수를 결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정 성능 평가에 사용하면 안된다. 또, 레인지 파인

더를 위한 오차 보정법의 목적은 이동 로봇의 위치 추정에 

정확도를 높히기 위한 일종의 선행 과정(pre-process)이다. 따

라서, 실제 이동 로봇에 장착된 PBS-03JN으로부터 취득한 데

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실험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수행하

였다. Mobile Robots사의 Pioneer P3-DX를 사용하였다. 그림 14

처럼 SICK사의 LMS200을 위한 고정 프레임을 이용하여 

LMS200을 고정한 뒤 그 위에 PBS-03JN을 고정하였다. P3-

DX의 이동 자취는 그림 14에 나온 것처럼 복도를 포함한 한 

개의 방을 한바퀴 회전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동 

로봇이 주행함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오차 요인으로 인해 

순수한 보정에 대한 성능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특정 

위치에서 이동 로봇을 정지시키고 약 1000회의 데이터 수집

을 수행하였다. 각 위치에서의 로봇의 정확한 실제 위치는 

DLE50을 이용하여 각 벽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획득하였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벽과의 입사각이 0이 

되는 측정 방향각의 스캔 데이터만을 골라 보정법을 적용하

였다. 이는 이동 로봇이 주행하면서 벽을 스캔하게 되면 이

동 로봇의 방향각으로 인해 벽과의 입사각이 발생하게 되어 

오차 증가 요인이 되고 또, 2차원 격자 오차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입사각을 0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총 12개의 위치

에서 입사각이 0이 되는 방향각 중 유효한 측정이 나온 지점

은 총 19개이다. 

제안한 2차원 구분적 선형 오차 함수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정 전(raw) 데이터 

2. 측정 거리만을 오차 보정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1차 함수

를 적용[12,17] 

3. 측정 거리만을 오차 보정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6차 함수

를 적용[10] 

4. 측정 거리와 측정 방향각 각각에 2차원 6차 연속

(continuous) 함수를 적용 

5. 8개의 측정 방향각에서 측정 거리 cubic spline 함수를 적용

하여 가중치를 활용한 오차 보정법[11] 

6. 제안된 측정 거리와 측정 방향각에 대한 2차원 구분적 선

형 함수를 적용 
 

두 번째 보정법은 Borges의 논문[10]에 있는 방법으로 성

능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레인지 파인더를 활용한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 적용한 방법이므로 비교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또한, 2차원 보정법이 적용된 논문이 없어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2차원 선형 함수와 비교해 함수의 복잡도가 

높은 2차원 6차 연속 함수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ost 

함수를 설정하거나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파라미

터값에 따라 보정 성능이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

워 제외시켰다. 보정 전과 6개의 보정법을 사용한 보정 후의 

측정 횟수에 대한 평균 상대오차와 최대 상대오차를 그림 15, 

1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대오차는 식 (8)과 같고 각 위

치에서 측정 횟수에 대한 평균 상대오차는 식 (9)와 같다. 

 100%
c t

t

d d

d
η

−

= ×  (8) 

 
1

1
N

i

iN
η η

=

= ∑  (9) 

여기서, 
c

d :보정 전/후 거리, 
t

d :실제거리, N :측정횟수 

 

그림 15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위치에서 보정 전 데이터

의 측정 횟수에 대한 평균 상대오차는 보정 후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다는 것을 통해 모든 보정법이 오차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이 다른 보정법에 비해 거의 모

든 위치에서 가장 좋은 보정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각 보정법이 적용된 모든 측정 중에서 최대 상

대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안된 방법은 다른 보정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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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3-DX와 실험 경로. 

Fig.  14. P3-DX and path of P3-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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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평균 상대 오차. 

Fig.  15. Average rela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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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거나 가장 작은 최대 상대오차를 가짐을 나타낸다. 이는 

제안된 방법이 다른 보정법들 보다 안정한(robust) 방법임을 

나타낸다. 그림 15의 3번째 위치에서 평균 상대오차는 2%에 

머무르는데 비해 최대 상대오차는 40%에 가깝게 나오는데 

이는 측정 중에 알 수 없는 외란(disturbance)으로 오차가 급

격히 상승한 하나의 데이터로 인한 것으로 더 이상은 나타나

지 않았다. 

각 보정 방법의 오차 성능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 비교하

기 위해 각 위치에서 측정 횟수에 대한 평균 상대오차를 모

두 평균해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또한, 각 보정법에서 사용

하는 보정 함수의 수식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3과 표 4를 바탕으로 각 보정법의 성능에 대해 살펴보

면, 측정 거리만을 보정법 입력으로 사용한 경우인 1차 함수

와 6차 함수는 측정 방향각에 의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보정 

성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측정 방향각에 따라 달라지

는 오차 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

정 함수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보정 성능도 같이 좋아진다. 

하지만, 2차원 6차 함수가 가장 높은 복잡도를 가지지만 보정 

성능은 좋지 못하다. 이는 측정 방향각에 의한 오차 요인들

이 서로 연관(dependent)되도록 해서 불필요한 보정이 첨가 

되어 오히려 낮은 보정 성능을 보인 것이다. 가중치를 이용

한 이중 cubic spline의 경우 보정 성능이 앞선 방법들에 비해 

좋지만 적은 숫자의 cubic spline을 이용하여 방향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보다는 낮은 성능

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수식은 단순히 

1차 함수의 2차원 확장이지만 방향각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

어 있어서 다른 보정법이 놓치는 방향각에 의한 영향을 반영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보정법에 비해 계산량은 크지 않고 

보정 전에 비하면 PBS-03JN의 정확도 성능을 두 배에 가까

운 정확도 향상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추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오차 보정법과 다른 오차 보정법을 

제안하여 약 2배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 기존오차 보정법이 

간과한 측정 방향각에 따른 오차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낮은 

계산 부하를 가지도록 2차원 구분적(piecewise) 선형 함수를 

적용하였다. 보정된 데이터들의 상대오차를 비교 검토하여 

제안된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보였다. 아울러 

그림 17처럼 측정 영역이 스펙표에서 제시하는 사각형 영역

에서 더욱 증가한 반원 영역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PBS-03JN의 스펙에서 제시하는 1m 이상에서 

10% 이내 오차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게 되어 얻어

진 결과이다. 또한, 제안한 2차원 오차 보정법은 PBS-03JN뿐

만 아니라 모든 레인지 파인더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정하고자 하는 레인지 파인더의 오차데이터 수집

만 수행한다면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수정없이 적용하여 보

다 높은 정확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레인지 파인더의 보정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 중 추가

적으로 입사각에 의한 오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입사각을 0°로 설정하였지만 실제 이동로봇에 적용하

기 위해선 다양한 입사각에서도 적용이 되는 보정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또한 최종 목표인 이동 로봇의 위치 추정 시 

2차원 격자 오차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치 추정 정확도를 효

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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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최대 상대 오차. 

Fig.  16. Maximum relative error. 

 

표   3. 모든 위치에서 상대오차의 평균. 

Table 3. Average of relative error at all positions. 

Method Raw 1st poly 6th poly 2d poly 2 cubic proposed

 5.07% 3.7% 3.5% 4.54% 2.79% 2.17%

 

표   4. 보정 함수 식. 

Table 4. Function equations of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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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측정 범위의 확장. 

Fig.  17. Expansion of detect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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