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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Turtlebot burger3와 라즈베리파이의 OpenCV, OpenCR보드를 이용하여 ROS상에서 

SLAM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자율 주행 순찰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한다. 특히, 라즈베리파이 카메라에 

OpenCV를 이용하여 사람 얼굴 인식이 가능하게 하여 순찰 시 카메라로 순찰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로봇에 탑재된 LiDAR는 SLA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변의 환경을 매핑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 기술들을 통하여 사람 대신에 로봇이 경비 구역의 침입자 촬영을 

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분야에 로봇 제어 기술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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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 혁명에서 로봇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 모든 자율주

행 로봇의 핵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로봇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며 최단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로봇 운영체제상에서 맵을 생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관성 측정장치(IMU)와 같은 모션 

센서가 필요하다.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알고리즘은 로봇이 해당 환경 내 위치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환경 맵을 만들어 로봇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한다. 

LiDAR기반 SLAM시스템은 IMU와 쌍을 이루는 레이저 센서를 

사용하여 시각적 SLAM과 유사하지만  정확도가 더 높은 매핑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로봇이 주변 환경을 매핑하고 

그 맵을 토대로 자율 순찰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한다.

II. 본론

1. 자율주행 로봇 구성

그림 1과 같이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아래층에는 

주행을 위한 다이나믹셸과 배터리, 다음층엔 다이나믹셸 구동을 위한 

OpenCR보드, 다음층엔 사람 얼굴 인식과 ROS구동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3 B, 최상층에는 SLAM을 위한 LiDAR와 촬영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가 있다.

Fig. 1. 로봇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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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LAM을 이용한 Gmapping

임의의 공간에 현재 위치를 추정하여지도를 그릴 수있는 기술이다. 

SLAM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도록 로봇을 제어할 수 있으며 로봇이 

혼자 주행할 맵이니 되도록이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때 최소한의 경로로 통과할 수 있게 회전 

반경을 계속 수정해주어 최적의 맵을 구상할 수 있다.

3. 사람 얼굴 인식 기능

라즈베리파이에 OpenCV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기본적으로 얼

굴 인식을 하는 예제가 있는데 예제의 코드를 수정하여 라즈베리파이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4. 자율 주행 기능

ROS 의 패 키 지 중 에 서 'AutoRace '패 키 지를 RemotePC 

와 로 봇 의 보 드 에 설 치 를 해 주 고 내·외장카메라 보정, 인식을 

위한 설정, 차선감지등 여러가지 자율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해

주어 필요한 환경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한다.

장애물과의 거리 3.5m이내에서 LiDAR센서 초당 5.5hz주기로 

감지하며 SLAM알고리즘으로 실시간으로 주변을 맵핑하여 지도를 

업로드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며 장애물의 인지 범위를 점층적으로 

늘려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2의 왼쪽 노트북 화면에서 맵핑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맵 갱신 주기를 변경하면서 실험하여 로봇의 

주행 속도에 맞는 맵 갱신 주기를 찾아 적용하였다.

주기적으로 LiDAR센서를 이용하여 업로드된 맵을 이용하여 지도

상에서 원격지에서 제어를 하거나 로봇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 출발지

와 목적지를 설정하여 주행 경로를 설정하는 네비게이션(Navigation) 

튜닝에서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dius)을 0.1~1.0범위내에서 실험

을 통해 비교하여 맵 갱신 주기와 로봇 이동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장애물을 피해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값을 찾아 실험하였

다.

Fig. 2. SLAM을 이용한 장애물 회피 주행실험

이를 이용해서 그림 2와 같이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 코스에서 

주행 실험을 실시하여 지정한 주행 코스를 장애물과 충돌없이 안전하

게 지정된 경로를 주행하였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ROS기반 SLAM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며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순찰 로봇과 OpenCV를 이용한 사람얼

굴 인식기능을 구현하여 순찰시 만나는 사람들을 촬영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순찰을 위해 로봇의 이동 속도와 LiDAR센서의 

성능에 맞는 지도 갱신 주기, Navigation 튜닝기능을 실험하여 최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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