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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 개발 

Development of Ranging Sensor Based on Laser Structured Ligh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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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embedded ranging system based on a laser structured light image is developed. The distance measurement 
by the structured light image processing has efficient computation because the burdensome correspondence problem is avoidable. In 
order to achieve robustness against environmental illumination noise and real-time laser structured light image processing, a band-
pass optical filter is adopted in this study. The proposed ranging system has an embedded image processor performing the whole 
image processing and distance measurement, and so reduces the computational burden in the main control system. A system 
calibration algorithm is presented to compensate for the lens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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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로봇의 자율주행은 여러 센서로부터 자기위치를 추정
하는 것에 기반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로봇으로부터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거
리측정을 위해 스테레오 영상방식[1]이나 체공시간 측정 방
식[2-4]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스테레오 영상 방식은 한 
번의 촬영으로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므로 시스템 구축에 고비용이 소요되
며 두 대의 카메라가 각각 다른 내재 매개변수(Intrinsic 
parameters)를 갖고, 영상처리에 의한 대응점 계산량이 많아 
거리측정 주파수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주변 조명잡음
에 취약하다. 체공시간 측정 방식은 특정 매개신호를 송신부
에서 출력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수신부에 되돌아오는 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개신
호의 특성이나 센서내부의 전자회로 특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초음파 거리측정 센서와 레이저 거리측정 센서가 대
표적인 체공시간 측정 방식이다. 초음파 거리측정 센서는 신
호처리 회로가 간단하여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매개
신호로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반사 문제를 피할 수 없
고, 여러 개의 초음파 거리측정 센서를 사용할 경우 초음파 
간의 간섭 때문에 순차적으로 초음파를 발사해야 하며, 따라
서 거리측정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측정 정밀도와 측
정 주파수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체공시간 측정 방식의 레
이저 거리측정 센서의 경우 높은 측정 정밀도와 높은 측정 

주파수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특히 널리 알려
진 레이저 스캔센서의 경우 광원을 회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계장치가 들어가므로 매우 고가이다. 
근래에 들어 구조광을 이용한 거리측정 방식이 많이 연구
되었다[5,6]. 구조광 영상방식은 주변 조명과 구별이 되는 구
조광을 조사하고 구조광이 왜곡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
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레이저를 구조광으로 
사용하는 거리측정센서는 외부 잡음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갖
는다. 또한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므로 스테레오 영상 방
식의 문제점이었던 카메라 사이의 내재변수가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레이저 발생장치가 매우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근래 들어 저가형 레이저 발생 다이
오드의 등장으로 저렴한 레이저 발생장치가 보급되고 영상
카메라의 가격 역시 저렴해지면서 구조광 영상기반의 저가
형인 거리측정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7]에서는 선형레이저를 구조광으로 사용하고 임베디드 카
메라로 영상처리를 한 뒤 거리 정보만을 상위 프로세서로 전
송할 수 있는 구조광 영상 기반 거리측정 센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왜곡과 접선왜곡을 고려
하지 않았다. 또한, 측정성능을 높이기 위해 크기를 매우 크
게 하였기 때문에 소형 이동로봇에 장착하기에는 부적절 하
다. 본 논문에서는 [7]의 영상센서를 분석하여 더 작은 크기
임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별도의 카메라 영
상보정과정 없이 렌즈왜곡을 고려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광의 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산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상처리 과정을 추가하는 대
신 일정주파수 영역만 투과시키는 대역통과필터를 채용하여 
동적인 상황에서도 잡음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 구조광 영상기반 임베
디드 거리측정 센서의 거리측정 모델을 간단한 소개와 함께 
분석하고 III 장에서 렌즈왜곡을 고려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설명한다. IV 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이며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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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모델 
본 논문의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는 구조광으로 
선형으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사용한다. 선형 레이저는 일반
적인 점형 레이저 발생장치에 실린더형 렌즈를 부착함으로
서 간단히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거리가 멀어짐에 따
라 선형으로 펼쳐진 레이저 구조광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
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조광을 검
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따라서 구조광 검출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별도의 영
상처리를 통해 구조광을 검출하는 방법이나 특정 파장만 통
과시키는 광학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영상처리를 
통하여 구조광 검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별도의 부품을 
추가하지 않아 경제적일 수는 있으나 연산량이 많아져 실시
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동적 환경의 이동로봇
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조광 기반 
거리측정 센서의 경우 구조광으로 사용하는 적색 레이저의 
파장인 660nm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광학필터를 사용하여 구
조광 검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음 그림 1은 광학필터를 사
용하지 않은 영상과 광학필터를 사용하여 구조광을 검출한 
영상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a)는 실험상황을 보여준다. 그
림 1(b)는 광학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원본 영상이며 
그림 1(c)는 그림 1(b) 영상으로부터 구조광 픽셀을 검출한 결
과이다. 구조광 픽셀 검출은 단순히 구조광 영상의 각 열 마다 
최대값을 갖는 픽셀들을 찾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원본영상에
서 구조광 픽셀들이 배경 픽셀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검출 결과가 좋지 않다. 반면에 그림 1(d)는 광학필터
를 사용한 영상으로 가시 영역의 빛을 대부분 차단하기 때문
에 영상은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구조광은 확연하게 구분되
며 그림 1(e)에서와 같이 추출 영상에서의 질도 높다. 
그림 2는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 모델이다. 카메
라는 이상적인 핀홀 모델로 가정하였으며, 구조광으로는 선
형레이저를 사용한다. 구조광은 수평방향으로 조사되며 구조
광 발생장치와 영상면은 일정한 각도차를 갖게 설치되어 있
다. 그림 2에서 카메라 설치각을 θ 베이스라인을 b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λ 영상중심에서 구조광 영상픽셀까지의 거리를 p 
라고 할 때, 측정거리 l 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d 는 거리 
오프셋 성분을 나타낸다.  

 1cos tan pl b dq
l

-ì üæ ö= × - +í ýç ÷
è øî þ

 (1) 

식 (1)을 살펴보면 측정 거리 l 은 베이스라인 b 와 카메라설
치각 θ 에 의해서 결정 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조광 기반 거리측정 센서의 경우 영상센서에
서 구조광의 픽셀위치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한다. 영상센서
에서 픽셀위치는 이산화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검출된 구조
광 픽셀의 위치 오차에 따라 거리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광 픽셀 오차에 따른 거리 측정값 오차의 크기
를 픽셀오차 민감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1

1 1

sin tan 1

l bS
p p pl

q
l l

-

¶
= = × ×
¶ ì üæ ö æ ö- +í ýç ÷ ç ÷è øî þ è ø

 (2) 

 
(a) Experimental setup. 

 
(b) Original structured light image without optical filter. 

 
(c)  Extraction of structured light pixel from the image without optical 

filter. 

 
(d) Original structured light image with optical filter. 

 
(e)  Extraction of structured light pixel from the image with optical 

filter. 

그림 1. 구조광 픽셀 검출 영상 비교. 
Fig.  1. Comparison of structured light pixel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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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모델. 
Fig.  2. Distance measurement model of the ranging sensor based on 

structured light image. 
 

 
(a) Pixel distance to measured distance: p to l.  

 
(b) Pixel distance to sensitivity: p to S.  

그림 3. 베이스라인에 따른 거리측정 시뮬레이션. 
Fig.  3. Distance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baseline. 

 
그림 3과 그림 4는 베이스라인과 카메라 초점거리의 변화
에 따른 거리측정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시뮬레이션 한 것이
다.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매개변수들을 표 1과 표 2에 정
리하였다. 픽셀오차 민감도는 측정거리의 오차를 의미하며 
이는 센서로 측정한 거리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그림 3과 4
에서 동일한 픽셀오차 민감도(S = 100)를 갖는 픽셀거리에 대

한 측정 거리를 보조선으로 표시해 두었다. 그림 3(a)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스라인이 길수록 측정가능 거리가 길다. 마찬
가지로 그림 4(a)를 보면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측정
가능 거리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소형 이동로봇에 장착
하기 위해 센서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베이스라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측정 성능이 저하되는데, 성능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사용하면 된다. 
단, 일반적으로 초점거리가 긴 렌즈는 화각이 좁기 때문에 
영상센서에서 한번에 얻을 수 있는 거리 정보의 화각은 줄어
들 수 있다. 

 
(a) Pixel distance to measured distance: p to l.  

 
(b) Pixel distance to sensitivity: p to S.  

그림 4. 초점거리에 따른 거리측정 시뮬레이션.  
Fig.  4. Distance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focal length. 

 
표   1. 시뮬레이션 매개변수 (그림 3).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Fig. 3). 
매개변수 b (mm) θ (deg) λ (mm) 
값 20~80 20 700 

 
표   2. 시뮬레이션 매개변수 (그림 4).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Fig. 4). 
매개변수 b (mm) θ (deg) λ (mm) 
값 60 20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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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렌즈왜곡을 고려한 캘리브레이션 
일반적으로 카메라 영상은 렌즈에 의한 왜곡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의 경우 영상센서
의 전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렌즈에 의한 왜곡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과 4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의 거리측정 센
서는 측정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민감도가 증가한다. 이는 
측정거리가 멀어질수록 렌즈왜곡에 의한 픽셀오차가 측정거
리에 큰 영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렌즈왜곡
을 고려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카메라 자
체 보정 과정을 통해 렌즈의 왜곡을 보정하여 왜곡이 없는 
영상으로 복원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렌즈왜곡을 고려한 측정거리 캘리브레이션 방
법을 구현하였다. 
측정한 구조광의 픽셀위치로부터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식 (1)에서 기술된 매개변수인 베이스라인의 거리 b 영상
센서의 설치각 θ 카메라의 초점거리 λ 가 필요하다. 이들 매
개변수 값은 미리 알고 있는 실제거리 값과 식 (1)로 계산한 
측정 거리값의 오차가 가장 작도록 최소제곱법을 이용해 결
정할 수 있다.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최소제곱오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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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l$ 은 구조광의 픽셀거리인 pn 으로 계산한 거리 값
이고, ln 은 실제 거리 값이다. 추정하고자 하는 매개변수는 
식 (3)에서 정의한 최소제곱오차인 E 를 최소로 하는 값이므
로 그래디언트 탐색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구
한 매개변수는 단일 픽셀 열에 대해서 최소제곱오차를 최소
로 하는 매개변수이므로 이를 모든 픽셀 열에 대해서 수행 
해야 한다. 모든 픽셀 열에 대해서 최소제곱오차를 최소로 
하는 매개변수 셋을 구하여 각 픽셀 열에서 측정된 구조광 
픽셀위치로 측정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IV. 실험 결과 

그림 5는 본 논문의 거리측정센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개발한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 시스템이다. 상위 
제어기에 연산부담을 주지 않도록 임베디드 영상처리 카메
라 모듈을 사용하였다. 영상처리 카메라 모듈로는 위드로봇
사의 SMART_I를 사용하였다[8]. SMART_I 모듈의 재원은 다
음과 같다. 

- Micron사의 CMOS MT9M111 영상센서, 최대 1280x960 
해상도 

- Samsung S3C6410X ARM 1176JZF-S CPU, 128MB RAM, 
256MB Flash 

- 1280x960, 640x480 해상도일 때 각각 15fps, 30fps의 영상
획득 속도 

- USB 2.0 및 UART 직렬통신채널 

 
그림 5. 구조광 영상기반 임베디드 거리측정 센서. 
Fig.  5. Embedded ranging sensor based on structured light image. 

 
SMART_I 모듈은 임베디드 영상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와의 연결 없이 임베디드 보드 내에서 영상
처리가 가능하고 거리데이터만을 외부로 전송하여 작고 경
제적인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 개발이 가능하다. 
구조광 발생장치로는 660nm 파장을 갖는 10mW급의 적색 
가시광 레이저 다이오드와 60º 폭으로 선형 변환하기 위한 
렌즈를 장착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광학필터로는 660nm 파
장을 중심으로 ±20nm 의 대역폭을 갖는 대역통과 필터를 사
용하였다. 
렌즈왜곡을 보상하기 위해 모든 픽셀열에 대해 최소제곱
오차를 최소로 하는 매개변수를 추출하여 거리계산에 반영

 

 
(a) Baseline and camera setting angle. 

 
(b) Focal length and distance offset. 

그림 6. 거리측정 매개변수 값. 
Fig.  6. Distance measurement parameter values. 



레이저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 개발 

 

313

하였다. 그림 6은 추출한 매개변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베이스라인(b)은 약 70mm 
부근에, 카메라 설치각(θ )은 약 19.5º 부근에, 초점거리(λ)는 
약 500mm 부근에, 거리 오프셋은 약 100mm 부근에 일정오
차를 가지고 분포한다. 

 
표   3. 320번째 픽셀 열에서의 거리측정 매개변수. 
Table 3. Distance measurement parameters of 320th pixel column. 
매개변수 b (mm) θ (deg) λ (mm) d (mm) 
값 68.9277 19.6015 658.2773 23.4031 

 

 
(a) Extracted structured light pixels. 

 
(b) Distances computed by using 320th column parameters. 

 
(c) Distances computed by using all column parameters. 

그림 7. 거리측정 캘리브레이션 결과. 
Fig.  7. Result of calibration for distance measurement. 

표 3은 그림 6의 거리측정 매개변수 중 영상의 중앙인 320
번째 픽셀열 매개변수이다. [7]에서 제안한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의 베이스라인이 234.8mm인 것과 비교하여 매
우 짧은 베이스라인 길이를 갖는다.  
그림 7은 그림 6의 매개변수를 이용한 거리측정 결과이다. 
렌즈왜곡 보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0mm 거리에 위치한 
평평한 벽면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 7(a)는 측정한 구조광 영
상의 원본이며 그림 7(b)는 표 3의 매개변수로 모든 픽셀의 
거리를 계산한 것이고 그림 7(c)는 그림 6의 매개변수를 적
용하여 거리를 계산한 결과이다. 이상적인 핀 홀 카메라를 
사용하였다면 평평한 벽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검출된 구
조광이 수평한 선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림 7(a)에서는 검출
된 구조광 영상이 렌즈왜곡 때문에 곡선 형태를 갖는다. 모
든 픽셀 열에서 캘리브레이션 없이 동일한 매개변수를 이용
해 모든 픽셀 열의 거리계산을 수행 할 경우 그림 7(b)에서
와 같이 매우 큰 오차가 생기게 된다. 측정거리가 멀어질수
록 픽셀오차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렌즈에 의한 왜곡의 
영향으로 측정 픽셀이 조금 이동하더라도 측정 거리는 크게 
달라진다. 반면 모든 픽셀열에 대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그림 7(c)의 경우 2000mm의 일정한 거리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Result of actual distance measurement. 

 
(b) Distance measurement error. 

그림 8. 거리측정 실험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 of actual dist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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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_I 모듈에 장착된 영상센서는 최대 1280x960 해상
도로 촬영할 수 있지만 거리측정에는 640x480 해상도의 영
상을 촬영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8은 실제거리에 대한 측정 
실험 결과와 오차값이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측정
오차가 10cm 이하인 측정거리는 약 2.4m 이하이며, 이 때 픽
셀위치는 약 450 픽셀이다.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가 상하 방
향으로 480 픽셀의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2.4m 이상의 거리
도 측정 가능하지만 픽셀위치가 450 픽셀 이상인 경우 측정
오차 민감도가 커지게 되므로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
진다.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거리측정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방식은 물체거리에 따른 구조
광 변형의 크기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
테레오 영상기반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대응점 문제가 
없고 계산 부담이 적다. 또한 주변 조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광원을 구조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잡음에 비교적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과거에는 레이저 구조광 발생장치와 
영상센서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구현이 
어려웠으나 근래에 들어 저렴한 레이저 반도체와 영상센서
가 보급화 되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거리측정 센서 시
스템의 구현이 가능해 졌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레이저를 구조광으로 사용한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의 거리측정 모델을 분석하여 종전
의 구조광 영상기반 거리측정 센서에 비해 작은 크기를 가지
면서 보다 나은 거리측정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렌즈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캘리브레이
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동적 환경의 이동로봇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광 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학필터를 사용
하였으며, 따라서 시간지연이 없는 실시간 영상처리 및 거리
측정 계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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