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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 생성을 위한 장애물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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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extract accurate plane of an object in unstructured environment for a humanoid robot by 

using a laser scanner. By panning and tilting 2D laser scanner installed on the head of a humanoid robot, 3D depth map of 

unstructured environment is generated. After generating the 3D depth map around a robot, the proposed plane extraction method is 

applied to the 3D depth map. By using the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points on the same plane are extracted from the point cloud 

in the 3D depth map. After segmenting the plane from the point cloud, dimensions of the planes are calculated. The accuracy of the 

extracted plane is evaluated with experimental results, which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to extract planes around 

a humanoid robot in unstructur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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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두 팔과 두 다리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

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며 그 성능 또한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음에도,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업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정확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환경에서 로봇의 이동 움직임을 

생성하는 연구는 구현이 가능하지만[1] 알려지지 않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로봇의 안정적 움직임을 구현하

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임의의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동 및 상체 움직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 주변의 3차원 지도 작성 및 주변 

장애물이나 물체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 stereo vision을 활용하여 장애물

의 위치 및 크기를 고려한 로봇의 이동 경로를 생성하도록 

하는 연구가 있지만 제안된 추출 방법상 동시에 여러 개의 

장애물 표면을 추출할 수 없거나[2], 계산량이 너무 많아 효

율적이지 못하거나[3] outlier를 충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존재한다[4]. Stereo vision은 거리 추출방법, 센서 종류, 

조도, 측정물체 표면무늬의 적절한 조합에 따라 정량적으로 

가장 정밀한 거리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5], 

이동하는 로봇에 장착할 경우에 이미지의 motion blurring 현

상 및 조도 변화에 따라서 측정 오차가 증가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고 단일 색상의 무늬가 없는 표면까지의 거리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로봇이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6]. 모바일 로봇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3차원 깊이 지도 작성방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

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기에 아직 정확도가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7,13]. 

본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주변의 다양한 물체를 인

식할 수 있도록 3차원 깊이지도를 작성 후 이로부터 로봇 주

변 물체의 표면과 크기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거리측정 센서로 레이저 스캐너를 선택하여 로봇 주변의 3

차원 지도를 추출하고 hierarchical clustering을 활용하여 point 

cloud 내의 점들이 어느 물체의 표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

악한 후 해당 표면에 위치한 점들을 추출한다. 제안된 방법

은 KIST의 인간형 로봇 마루에 적용하여 로봇 주변의 물체 

표면을 추출해보고 측정되는 크기의 정확도를 파악해 보았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로봇 주변의 장애물 표면을 

추출할 때 outlier의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며 높은 표면 추

출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 또한 물체의 여러 표면 중 원하는 

표면만을 선택하여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을 추

출함으로서 발생하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2차원 레이저 

스캐너에 pan/tilt 움직임을 추가하여 로봇 주변의 3차원 깊이 

지도를 획득하였으며 로봇과 원격 네트웍으로 접속한 로봇 

외부의 PC에서 구동되는 Matlab의 Statistics 툴박스와 실시간

으로 연동시켜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구현된 시

스템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조명이 없는 환

경에서도 로봇 주변 물체의 위치 및 표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3차원 깊이 지도 생성 

1. 휴머노이드 로봇 마루-1 

본 연구를 위해 KIST에서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 마루-1

이 사용되었다. 마루-1은 150 cm의 키와 67 kg의 몸무게로 최

대 1.2 km/h의 속도로 보행이 가능하며 양 팔과 다리에 각각 

6개의 자유도가 있고 손, 목, 허리 등에 각각 4개, 2개 1개의 

자유도가 있으며 총 35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4 

개의 Force/Torque 센서가 양 손목과 발목에 위치해 있다. 레

이저 스캐너는 목 부위의 yaw-pitch 움직임을 활용하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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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3차원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2. 3차원 깊이 지도 생성 

로봇과 물체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 스캐너를 휴

머노이드 로봇의 머리에 설치하였다. 사용된 레이저 스캐너

는 Hokuyo 사의 UBG-04LX-F01로 구체적인 사양은 표 1에서 

나타내었다. Hokuyo 사의 레이저 스캐너는 타사의 레이저 스

캐너보다 작고 가벼우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36 Hz의 

높은 스캔 주파수를 갖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작은 크기

의 모바일 로봇에 설치가 적합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2]. 

로봇 주변의 3차원 깊이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봇의 좌표계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스캐너를 통

해 측정된 로봇 주위의 3차원 깊이 지도는 절대좌표의 원점 

O와 동일한 위치에 원점을 갖는 좌표계 {O}와, 좌표계 {O}

를 기준으로 원점 S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센서좌표계 

{S}의 두 좌표계로 표현되며, 좌표계 {S}에서 측정된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지점 좌표를 좌표계 {O}로 이동시킴으로서 로

봇 주변의 3차원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참고로 좌표계 {O}

의 원점 O는 로봇 두 발 중심부에 위치하고 좌표계 {S}의 

원점 S는 레이저 스캐너의 설치지점에 해당하며, H.는 로봇

의 목 관절위치에 해당된다. ��는 목 관절의 i번째 회전각이

고, l 은 목 관절에서 센서까지의 거리, h 는 지면에서 목 관

절까지의 높이이다. 따라서 좌표계 {O}에서 바라보는 측정지

점의 벡터 OP�����������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8]. 

 OP����������� � R�� · SP���������� � P��������    (1) 

 

이 때, P�������� 는 좌표축 {O}를 기준으로 한 좌표축 {S}원

점의 벡터를 의미하고, R�� 은 좌표축 {O}를 기준으로 한 좌

표축 {S}의 rotation matrix이며, OP�����������  와 SP���������� 는 각각 좌표축 

{O}와 {S}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OP����������와 SP���������의 벡터값이

다. 참고로 P�	는 i번째 tilt angle에서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j번

째에 측정된 지점의 위치를 뜻한다. 따라서 SP����������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P���������� � �d�	, θ�	, 0� � �d�	 · cos�θ�	� , d�	 · sin�θ�	� , 0�
  (2) 

 

여기서는 Cylindrical coordinate 상에서 표현되는 SP���������� 를 

Cartesian coordinate 상의 점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d�	와 θ�	는 각각 i번째 tilt angle에서 j번째로 측

정된 거리와 이 때 레이저의 발사각이다. 

그리고 (1)의 P�������� 와 R�� 은 각각 다음의 식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P�������� �  � � · sin���� , 0, � · cos���� � h�
        (3) 
 

R�� � � cos �� 0 sin ��0 1 0 sin �� 0 cos ��

!   (4) 

 

좌표계 {O}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P�	  의 좌표는 (1)~(4)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P�	 � OP����������� � R�� · SP���������� � P��������  

� � cos �� 0 sin ��0 1 0 sin �� 0 cos ��

! · "d�	 · cos�θ�	�d�	 · sin�θ�	�0 # � P��������    (5) 

 � $ cos �� · d�	 · cos�θ�	� �  � · sin����d�	 · sin�θ�	� sin �� · d�	 · cos�θ�	� �  � · cos���� � h%   

 

그리고 P는 모든 point cloud의 좌표를 포함하는 집합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P��, P��, ' , P�	, ' , P��                (6) 

                i � 1, ' , m,     j � 1, ' , n.  
 

결국, (5)와 (6)을 사용하면 레이저 스캐너에서 측정되는 3

차원 깊이 지도상에 존재하는 모든 point cloud의 집합인 를 

얻을 수 있다. 

 

III. 물체 표면의 인식 

이 단원에서는 3차원 깊이지도의 point cloud로부터 동일한 

면에 속해있는 점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물 및 지면의 높낮이를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로봇

의 안정적 이동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평면의 높은 추

출 정확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출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은 수평면, 수직면, 그리고 수평면 및 수직면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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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봇의 좌표계. 

Fig.  1. Coordinate axis of a robot. 

 

표   1. 레이저 스캐너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laser scanner. 

Hokuyo UBG04LX-F01 

Measurable distance 20~5600 mm 

Measurable Angle 240 deg 

Distance Resolution 1 mm 

Angular Resolution 0.36 deg 

Measurement Error ±10 mm 

Scan frequency 36 Hz 

External Dimension 75*60*60 mm 

Weight 260g 

Interface RS-232, USB 

Power Source DC 12V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 생성을 위한 장애물 인식방법 

 

1117

않는 면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순

화하였다. 

1.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 

이 연구에서는 3차원 깊이지도상에 존재하는 point cloud들

이 속해 있는 면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9]. 참고로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은 dendrogram 이라 불리는 트리구조를 생성하여 방대한 

량의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룹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그림 2의 예제를 통해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림 2(a)에는 일곱 개의 점 [a, b, c, 

d, e, f, g]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일곱 개의 점들 중 두 개씩 

짝을 지어 각각의 거리를 계산한 이후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묶을 수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a)의 점선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2(a)에서 점선으로 묶여진 각각의 묶음

들은 클러스터라고 정의하며, 사각형 박스 안에 표시한 숫자

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묶여진 클러스

터들의 순서를 의미한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두 개의 점, 점

과 클러스터, 혹은 클러스터 두 개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두 개의 개체는 leaf cluster라고 부른다. 

그림 2(a)에서는 최종적으로 6번까지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후에 클러스터링 작업이 종료된다. 

두 번째로는 그림 2(a)에서 일곱 점이 클러스터로 묶여나

가는 순서는 dendrogram이라고 부르는 트리구조 형식으로 변

환하여 표현이 가능하며 이 결과는 그림 2(b)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그림 2(b)의 수직선은 사각박스 안에 표기된 해당 번

호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leaf cluster간의 최소 거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림 2(b)에서 3번 클러스터의 거리는 

클러스터 [c, d]와 점 e간의 최소 거리를 계산함으로서 얻어진

다. 이와 같이 그림 2(a)에 표시된 일곱 개의 점간 거리를 어

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트리구조를 갖는 

dendrogram을 만들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공간상의 점을 묶고 

싶은 방식에 알맞게 점간 거리계산 방법을 정의한다면 공간

상의 점을 원하는 조건에 맞게 트리구조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공간상에 놓인 점 중 동일한 평면에 놓여있

는 점을 추출할 때 점간 거리계산방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

지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소단

원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의 세 번째 단계는 컷오프 거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그림 

2(b)에 h 에 해당하는 컷오프 거리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2(b)의 h 를 컷오프 거리로 정의한다면 그림 2(b)의 

dendrogram은 [a, b], [c, d, e], [f, g]의 세 클러스터로 분할이 된

다. 따라서 동일한 평면위에 존재하는 점들은 dendrogram에

서 낮은 거리값을 가지며 서로 연결되도록 거리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동일 평면에 놓인 점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적절한 컷오프 거리를 정의함으로써 동일 평

면에 놓인 점들끼리 구분하는데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2. 물체의 표면 추출방법 

로봇 주위에 놓여진 임의의 물체 표면을 추출하기 위해서

는 3차원 깊이 지도상의 point cloud 중 물체 표면을 측정한 

점을 인식하여 추출한 이후, 그 점들의 좌표를 활용하여 제

곱 평균 제곱근 오차를 최소화하는 면 벡터를 추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3에서 나

타내었다. 우선 로봇 주변의 3차원 깊이지도를 생성하여 (6)

의 P 를 얻은 이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점 P�를 

구한다. 참고로 계통추출방법은 표본수가 많을 때 가장 간편

하게 표본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추출 방법이며, point cloud 

내의 점들에 일련번호를 붙인후 일정한 간격으로 n번째 점

을 샘플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후 P� 내에 속한 점간 모든 

거리를 다음의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 �  ��x� 	 x�
� � �y� 	 y�
�             (7) 

 

이 때, �x�, y�
과 �x�, y�
은 각각 P�에 속한 m번째 점과 n

번째 점의 xy방향 좌표값을 의미하며, l��은 P�에 속한 m번

째 점과 n번째 점의 거리를 의미한다. 점간 거리를 계산할 

경우 (7)과 같이 z축 방향의 거리는 무시된 채 xy축 방향의 

점간 거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수직면상에 위치한 점들은 

dendrogram 상에서 컷오프 거리 이하의 낮은 거리값을 가지

며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 컷오프 거리로 

dendrogram을 절단했을 때 동일 수직면 상에 위치한 점끼리 

모여있는 클러스터를 추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컷오프 거리 

이하를 갖는 클러스터가 전부 수직면에 해당하는 점을 포함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점의 

 

 

(a) Clustering method of seven points. 

 
(b) Dendrogram of clustering method. 

그림 2. 계층화 클러스터링 방법. 

Fig.  2.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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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계산 후 threshold 밀도값 δ� 보다 큰 밀도를 갖는 클

러스터의 점들만을 수직면에 해당하는 점으로 선택한다. 이 

때 클러스터의 밀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8) 

 

이 때, c
는 p번째 후보 클러스터에 포함된 점의 개수며 l
는 

p번째 후보 클러스터에 포함된 점들간의 거리 l��  중 최대

값이다. 

결론적으로 수직면에 포함된 점을 추출할 경우, (7)을 통해 

계산된 점간 거리를 활용하여 트리 구조의 dendrogram을 얻

고, 컷오프 거리를 기준으로 dendrogram을 분할하여 수직면

상의 점을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추출한 후, 각 클러스

터의 밀도를 (8)을 통해 계산 후 threshold 밀도값과 비교하여 

이보다 큰 밀도를 갖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점을 수직면상에 

위치한 점으로 판단하게 된다. 

P�에서 수직면상에 위치한 점을 제거한 점의 집합은 P� 로 

표현한다. P� 에 속한 점 중에 수평면상에 위치한 점을 구하

는 방법도 수직면상에 위치한 점을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P� 에 속한 점들간 거리를 구할 때 (7) 대신 다음의 식

을 사용한다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 
 

��� �  |z� 	 z�|                    (9) 
 

여기서 z� 과 z�은 각각 P�에 속한 m번째 점과 n번째 점의 

z방향 좌표값을 의미한다. 점간 거리를 (9)와 같이 구할 때 

xy평면상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z축 방향의 거리만으로 점

간 거리를 계산하면 동일 수평면상에 모여있는 점끼리 낮은 

거리값을 갖게 되고 동일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컷오

프 거리를 통해 동일 면 위의 점을 추출할 수가 있다. 이렇

게 추출된 클러스터들은 (8)을 통해 밀도를 계산하고 

threshould 밀도값 δ�  보다 큰 밀도를 갖는 클러스터에 포함

된 점들에 한해 수평면에 위치하는 점으로 선택한다. 

그림 4에서는 그림 3을 통해 설명한 흐름도의 순서대로 

세 계단과 벽을 포함하고 있는 point cloud를 예로 사용하여 

수직면상의 점과 수평면상의 점을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

고 있다. 그림 4(a)에는 3차원 깊이 지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 P�가 나타나 있으며, 이 점을 활용하여 그림 4(b)와 같

이 수직면상에 위치한 점을 먼저 추출한다. 그림 4(c)에서는 

수직면상의 점으로 결정된 점을 제거한 나머지 점을 활용하

여 수평면상에 포함된 점들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수직면

상의 점으로 인식한 결과와 수평면상의 점으로 인식한 결과

를 그림 4(d)에 함께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point cloud로부터 로봇 주변 물체의 표면에 해당하는 점들을 

추출할 수가 있다. 

 

IV. 실험 결과 

3차원 깊이 지도상의 point cloud 로부터 물체의 표면을 추

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활용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이번 단원에서 논의하고

자 한다. 

그림 5는 측정대상으로 삼은 두 종류 계단면의 본래 형태 

및 이를 측정하여 면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a)는 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계단면은 서로 다른 

높이를 갖고 있다. 그림 5(c)는 두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계

단면의 모양은 사각형이 아닌 임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b)와 5(d)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을 활용하면 계단 형상의 물체 표면을 올바로 추출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은 계단면의 개수에 제한 없이 표면을 추출할 수 있으며 

계단면의 형태나 높낮이에 무관하게 정밀한 표면의 추출이 

가능하다. 그림 5의 실험에서는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점

의 개수를 줄였으며, 이를 통해 5천여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v

i

v
δδ > h

j

h δδ >

s
P fP

그림 3. 표면 추출 방법의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the plane extraction method. 

 

(a) Point cloud. (b) Vertical plane extraction. 

 
(c) Horizontal plane extraction. (d) Final result.

그림 4. 표면 추출 방법의 순서. 

Fig.  4. Procedure of the plan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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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loud로부터 장애물의 표면에 해당하는 점을 1초 이내에 

추출할 수가 있었다. 참고로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림 5의 계단 추출에 10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모든 점간 거리를 계산하여 면을 추

출하기 때문에 표면 위의 점이라 하더라도 노이즈 등의 이유

로 면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위치한 점은 outlier로 간주되

어 면 위의 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제거가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outlier 제거를 위한 별도의 연산과정이 

없어 계산시간이 절약되고, 구현이 간편하며, 정확한 추출이 

가능하다. 

그림 6의 실험은 책장과 책상 위에 올려진 두 책의 표면

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대상으로 삼은 책장의 형태

는 그림 6(a)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책상과 그 위에 

올려진 두 권의 책은 그림 6(c)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6(b)에 나타난 책장의 경우 책을 올려놓는 수평한 면 

부분이 온전히 추출되었으며 수직한 방향으로 놓여있는 뒷

부분의 가림막 역시 시야가 가려진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온

전히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또한 있다. 그림 6(d)에서는 책

상과 그 위에 올려진 두 권의 책 표면이 추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6(d)에서 추출된 두 권의 책 중에 노란색으

로 표현된 얇은 책의 두께는 2.4 cm 이다. 참고로 레이저 스

캐너의 측정오차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면의 높낮이를 구분하

기 위해서는 면간 높이 차이가 최소 2 cm 이상이 되어야 두 

면을 온전히 구분하여 추출하며, 면간 높이 차이가 2 cm 미

만일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는 그림 5와 그림 6에서 추출한 면의 실제 높이와 측

정된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추출면의 높이오차는 거의 대부

분 1 cm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을 사용하면 매우 정밀하게 물체의 표면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이 장애물 표면과 

접촉하며 이동할 때 균형 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한 계단 및 장애물의 오차범위는 1~1.5 cm 이내로 알려져 있

는데[2],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장애물 표면의 추출오차는 대부

분 균형 제어기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위치의 면을 추출하는 일부 실험결과에 한해 측정오차가 

2~3 cm 전후에서 관찰되고 있다. 측정하는 면의 위치가 높아

질 경우 레이저 광선의 입사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측정오

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한 측정 

오차의 증가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출 오차가 증가하는 높은 

위치의 면들은 로봇의 발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오차는 팔과 손의 움직

임을 생성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d)의 실험 결

과에서 보듯 얇은 책의 두께도 작은 오차범위 안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체 움직임을 활용하여 책을 쥐고 옮기는 

등의 움직임의 생성에 있어서도 제안된 알고리즘이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센서의 측정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79 mm, 256 

mm의 두 가지 높이값을 갖는 계단 표면을 레이저 스캐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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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e. (b) Extraction resul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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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ructure. (d) Extraction result [mm].

그림 5. 계단의 표면 추출 결과. 

Fig.  5. Plane extraction of the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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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책장 및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책의 표면 추출. 

Fig.  6. Plane extraction of a bookshelf and two books on the table. 

 

표   2. 추출된 면의 실제 높이와 측정된 높이 (cm). 

Table 2. Desired height and measured height of extracted plane (cm).

그림 Cases 
No. of plane 

h� h� h� h� 

5(b) 
실제값 8.4 24.4 38.0  

측정값 8.3 22.9 37.0  

5(d) 
실제값 8.4 29.6   

측정값 8.2 28.8   

6(b) 
실제값 15 28.5 28.5 30 

측정값 14.5 27.5 27.0 28 

6(d) 
실제값 2.4 5.1 78.5  

측정값 2.6 5.9 81.7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600-400-20002004006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박 찬 수, 김 도 익 

 

1120 

Kinect로 측정하고 표면을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7에서 도시하였다. 이 때, 물체 표면의 밝기에 

따른 측정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흰색과 검정색의 색종이를 

계단표면 전 영역에 번갈아가며 부착한 이후 표면높이 측정

오차의 절대값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8에서 나타내

었다. 참고로 레이저 스캐너는 0~4.5 m의 측정영역에서 최대 

2 cm 전후의 측정오차가 관찰되는 반면 [10], Kinect는 측정거

리가 3~5 m 구간일 경우 최대 측정오차가 5~13 cm 정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11], Kinect의 측정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1~2.5 m 측정거리 구간에 계단을 위치시킨 

후 두 센서의 정확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8(a)에서 

레이저 스캐너의 표면 높이 측정오차는 검정색의 낮은 계단

일 경우 큰 오차값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에는 7 mm 이내의 

측정 오차가 관찰되었다. 참고로 계단의 높낮이는 광원이 물

체에 도달하는 입사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 물체의 표면 밝기가 어두울 경우 광원의 입사각 차이가 

측정 오차에 영향을 주었지만 표면 밝기가 밝은 경우는 광원

의 입사각 변화가 측정오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림 8(b)에서 Kinect의 경우 계단 표면이 검정일 경우보다 흰

색인 경우에 오차가 증가하였고, 낮은 계단보다는 높은 계단

에서 큰 측정오차가 관찰되었다. Kinect의 경우 물체의 표면 

밝기변화가 4~5 mm 가량의 측정오차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

며, 광원이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입사각의 변화가 측정오차

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스캐너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

하여 로봇 주변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 표면을 정확히 인식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동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로봇 주변에 위치한 물체의 정확한 표면 

추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측정 센서로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였으며, stereo vision을 사용할 경우 조명변화나 이미지

의 blurring이 측정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 

물체의 표면에 해당하는 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적용하였고, 추출정확도를 유지하며 계산량

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통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초기 측

정데이터를 샘플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체 표면추

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계단면을 

설계한 후 이를 추출하는 실험과, 책장 및 테이블 위에 올려

진 책의 표면을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구한 물체의 표면 높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알려지지 않은 

장애물을 안정적으로 회피하거나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

법은 팔과 손의 움직임을 통해 물체를 잡고 옮기는 동작 생

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

해 거리 측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Kinect와 동일한 계단

면을 추출하여 오차를 비교하였다. 이 때, 계단면의 밝기는 

검정과 흰색 두 가지로 설정하여 표면 밝기에 따른 각 센서

의 오차 경향도 비교하였다. 측정 대상 물체의 표면이 밝은 

색일 경우는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 오차가 좀 더 일관된 값

을 보여주지만, 검정색 계단 표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경우

는 높이가 낮은 계단면에 한해 Kinect가 더 작은 측정 오차

를 보여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고로 Kinect의 경우 

측정거리에 비례하여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는 Kinect가 가장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영역에 한정하여 레

이저 스캐너와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a) The result of laser scanner [mm]. 

 
(b) The result of Kinect [mm]. 

그림 7. 두 계단면의 3차원 깊이지도. 

Fig.  7. The 3D depth map of two stairs. 

 

(a) Laser scanner [mm].            (b) Kinect [mm]. 

그림 8. 레이저 스캐너와 Kinect로 측정된 계단면의 평균 오차.

Fig.  8. Mean error of measured stair heights using laser scanner and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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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과제로는 로봇이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서 간단

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변 지도의 상황에 적합한 로봇의 움

직임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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