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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조명등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위치 추정

Localization of a Mobile Robot Using Multiple Ceiling Lights

한 연 주, 박 태 형*

(Yeon-Ju Han1 and Tae-Hyoung Park1)
1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e propose a new global positioning method for the indoor mobile robots. The multiple indoor lights fixed in ceiling 
are used as the landmarks of positioning system. The ceiling images are acquired by the fisheye lens camera mounted on the 
moving robot.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lights are extracted by binarization and labeling techniques. Also the 
boundary lines between ceiling and walls are extracted to identify the order of each light. The robot position is then calculated 
from the extracted position and known position of the lights. The proposed system can increase the accuracy and reduce the 
computation time comparing with the other positioning methods using natural landmark.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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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서비스 이동 로봇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동 로봇

이 실내에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 위치를 추정하는지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하다. 과거에는 초음파 센서[1,2]나 레이저

센서[3]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효율적인 비전 센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전 센서를 활용한 방법에는 크게 인공 표식 방법과 자연

표식 방법이 있다. 
인공표식 방법의 경우, 천장, 벽 등의 미리 알려진 위치

에 특정 표식을 부착하고, 이동 중인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

가 마크의 영상을 획득하여, 영상좌표계에서의 마크의 위치

로부터 로봇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4-7]. 여러

개의 표식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각 표식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가 마크에 포함된다. 이는 표식을 따로 제작하거나 천

장이나 벽 등에 부착하여 자연 표식 방법에 비해 번거롭다. 
자연표식 방법은 인공표식의 부착 및 관리에 따른 불편

을 문, 창문, 바닥선 등의 물체를 표식물체로 하여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8-10]. 이들 표식물체들

은 경계선이 뚜렷하여,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복잡한 경우 표식물

체의 영상분리가 어려워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장애

물이 나타나는 경우 영상획득이 실패할 수 있다.
자연표식 기반의 연구 중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적고 장

애물이 없는 천장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천장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11]를 통하여 특징 점들을 추출하고, 로봇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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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따른 특징 점들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로봇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2-14]. 이 방법은 특

정 표식이 없어도 특징 점이 있는 어느 영상에서나 적용될

수 있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나는데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에서 찾은 다수의 특징 점을 비

교 영상에서 일일이 찾아 비교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계

산 시간이 소요되어, 이동 속도가 빠른 로봇에 적용되기 어

렵다. 천장에 보이는 사각 패턴[15] 또는 조명등 [16]을 표

식으로 사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

다. 조명등을 표식으로 사용하는 기존 방법은, 천장에 있는

여러 개의 조명등 중 하나만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한 구성으로 계산 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으

나, 로봇이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위치오차가 크게

발생하며, 기준 조명등에 대한 영상이 획득되지 않는 위치

에 로봇이 있는 경우, 위치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여러 개의 실내 조명등을 사용하여 이동로봇

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안한다. 먼저, 어안렌

즈를 사용하여 천장 전체의 영상을 획득하고, 각 조명등의

위치를 추출한다. 조명등은 각각의 아이디가 있어 절대 위

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조명등의 아이디를 식별하기 위

해서 천장과 벽 사이의 경계선 정보를 추출한다. 마지막으

로, 로봇의 이동 중 가장 가까운 조명등을 기준점으로 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한다. 제안된 방법은 천장 조명등 영상획

득이 양호한 환경에서, 기존 방법 대비 상대적으로 정확하

고 빠른 위치추정이 가능하다. 

II. 시스템 구성

천장 영상으로부터 이동 로봇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은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조명등 위치를 추출하는 단

계, 천장과 벽 사이의 천장 경계선을 추출하는 단계, 조명

등 중심 위치와 천장 경계선으로부터 각 조명등의 아이디

식별하는 단계, 로봇의 위치를 추출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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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구성도.
Fig. 1. System diagram.

(a) Original image. (b) Calibrated image.

그림 2. 왜곡영상보정.
Fig. 2. Calibration of distorted image.

(a) Binarization. (b) Segmentation of areas.

(c) Segmentation of lights. (d) Extraction of centroids.

그림 3. 조명등추출과정.
Fig. 3. Steps for extracting ceiling lights.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치 추정 시스템의 구

성을 보여준다. 

III. 조명등 추출

1. 렌즈 왜곡 보정

제안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다수의 천장 조명등 및

천장 경계선을 영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카메라에 어안렌

즈를 부착하여 천장 및 벽면의 영상을 획득한다. 어안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위치 측정을 위하여 왜곡보정이 필요하다.
카메라 보정은 영상에서 실제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인

데, 핀홀 카메라 모델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픽셀 좌표계

로 변환하였다[17]. 카메라 행렬을 핀홀 카메라 모델에 투

영 변환하여 월드 좌표계의 3D 포인트를 2D 영상 평면으

로 투영하고, 2D 영상 평면은 다시 픽셀 좌표계로 변환하

는 방식이다. OpenCV의 함수를 사용하여 체스보드 형태의

보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방사 왜곡 계수와 접선 왜곡 계수

값을 획득하여 영상을 보정하였다. 그림 2는 어안렌즈를 통

해 받은 왜곡된 영상과 그 영상을 보정한 영상이다.
2. 위치 추출

왜곡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조명등의 중심위치를 구하

는 단계이다. 우선 조명등과 배경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

진화를 수행한다. 그레이영상을 이진영상으로 변환하기 위

하여 많이 사용되는 Otsu 이진화 방법 [18]을 적용하였다. 
Otsu 이진화는 영상 히스토그램이 두 개의 정규분포를 갖

는 경우 잘 적용될 수 있다. 조명등이 있는 천장영상의 경

우, 밝은 조명등 영역과 어두운 배경영역으로 구분되므로

방법의 적용이 용이하다. 
이진화를 통하여, 조명등은 흰색, 조명등 이외의 영역은

검은색으로 식별된다. 이때 조명등에서 빛이 반사된 일부

영역도 흰색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들 영역을 조명등으로

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분리단계가 필요하다. 흰
색으로 식별된 영역들에 대하여 픽셀 수와 가로 세로 비율

등 기하학적 특성치를 구하여, 기준 값을 만족하는 영역을

조명등 영역으로 판정한다. 각 조명등 영역에 대한 경계선

추적을 통하여 조명등의 중심 위치와 각도를 추출한다. 
그림 3은 조명등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a)는 이진화 영

상, (b)는 식별된 조명등 후보영역, (c)는 식별된 조명등 영

역, (d)는 각 조명등의 중심위치 및 각도를 보여준다. 

IV. 천장 경계선 검출

1. 영상 엣지 검출

천장경계선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영상의 엣지를 검

출한다. 왜곡 보정된 그레이영상에 대하여 엣지 검출을 수

행하며, 캐니(Canny) 엣지 검출법 [18]을 적용하였다. 캐니
엣지 검출법은 영상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단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엣지 검출이 용이하도록, 입력된 컬러영상의 HSV 성분

중 V 성분의 영상을 그레이영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엣

지 검출 후, 가우시안 필터 [18]를 사용한 필터링을 통하여

잡음성 엣지를 제거하였다. 
2. 경계선 검출

검출된 엣지 데이터로부터 직선 데이터를 추출한다. 직
선 파라메터의 추출을 위하여 허프 변환(hough transforma- 
tion) [18]을 사용하였다. 허프 변환은 영상 엣지 좌표로부

터 빈도수를 카운트하여 직선 파라메터 (거리 및 각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이다. 천장과 벽의 경계선 부근에 빈도수가

많은 직선들이 존재하므로, 일정 임계값 이상의 빈도수를

갖는 직선들을 추출한다.
천장 경계선이 아닌 직선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명등

의 각도 정보를 활용한다. 조명등 각도의 평행 또는 수직

방향의 직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선들은 모두 제거한다.
그림 4는 천장 경계선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a)

는 입력된 그레이 영상 (b)는 엣지 검출 결과, (c)는 직선

변환 결과, (d)는 천장 경계선 추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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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y image. (b) Edge detection.

(c) Hough transformation. (d) Boundary detection.

그림 4. 천장경계선추출과정.
Fig. 4. Steps for extraction of the boundary lines between ceiling 

and wall.

V. 조명등 아이디 식별

각 조명등에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하여, 앞서 추출한 조

명등의 위치와 천장 경계선 정보를 이용한다. 로봇의 위치

에 따라 일부 조명등만 보이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
명등의 아이디를 식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X값 기준으로 임의로 조명등 아이디 지정

획득한 영상에서 나타난 각각의 조명등을 X값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조명등의 아이디를 1로 지정한다.
Step 2: 좌측 경계선 유무 파악

영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조명등의 중심점에서 Y값은

고정, X값을 감소시키면서 좌측에 경계선이 있는지 찾는다.
Step 3: 우측의 경계선 유무 파악

Step 2와 반대로, 영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명등의

중심점에서 Y값은 고정, X값을 증가시키면서 우측에 경계

선이 있는지 찾는다.
Step 4: 첫 번째 조명등 아이디 지정

Step2와 Step3 과정에서 좌측 경계선, 우측 경계선이 둘

다 보일 경우, 가장 왼쪽에 있는 조명등의 아이디를 1로 지

정한다. 좌측에 경계선이 없고, 우측에만 경계선이 있을 경

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조명등의 아이디를 2로 지정한다. 
Step 5: 나머지 조명등 아이디 지정하기

영상에서 첫 번째 조명등을 지정한 후에, 나머지 조명등

은 X값에 따라 첫 번째 조명등의 다음 절대 값으로 조명

등의 절대 값과 아이디를 지정한다. 좌, 우 경계선이 둘 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 하 경계선으로 대체한다. Y값
대신 X값을 고정시키고, Y값을 변화시켜 천장 경계선을

찾는다. 

VI. 로봇의 위치 추정

위 실험에서는 획득한 영상의 중심을 로봇의 위치라 가

정한다.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영상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조명등 찾기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획득한 영상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조명등을 찾는다. 

(a) Input image. (b) Detection of left boundary.

(c) Detection of right boundary. (d) ID detection.

 

그림 5. 조명등의아이디식별과정.
Fig. 5. Steps for identification of ceiling lights.

Step 2: 영상 중심과 조명등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함

영상의 중심 좌표와 조명등의 중심 좌표의 X값, Y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거리를 구한다. 
Step 3: 실제 거리의 차이를 구함

영상에서 픽셀 간 거리와 실제 거리와는 차이가 있어 그

비율을 X, Y값 차이에 곱해, 실제 거리의 차이를 구한다.
Step 4: 조명등 절대 값에 X값, Y값 차이를 계산

조명등의 실제 값은 조명등의 아이디에 따라 부여받은

절대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조명등의 위치와 영상의 중심

위치를 비교하여 조명등의 실제 값에 앞서 구한 X, Y값 차

이를 더하거나 빼서 실제 이동 로봇의 위치를 계산한다.
Step 5: 실내 이동 로봇의 위치 획득

VII.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CCD 카메라는 하이비젼 시스템 사의

HVR- 2300R이고, 화각이 170°인 어안렌즈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VS 2008과 OpenCV 2.1 버전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은 8개의 조명등이 있는 공간에서 실험 환경이다. 
실내 바닥에 각각의 샘플을 표시하고 실제 거리를 계산하

였다. 제안 방법은 SIFT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해 30개의

샘플 위에서 천장 영상을 2회 반복해 영상을 획득하였다. 
SIFT 알고리즘은 하나의 물체가 다른 영역에 있을 때 특징

점의 변화를 찾아 영상의 위치 변화를 찾는 방법이다.

그림 6. 실험환경.
Fig. 6.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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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환경비교.
Table 1. Experimental setups.

조명등

개수

천장의 크기

(cm2)
단위 픽셀 당

거리(cm)
A 3 300*558 0.7
B 8 657*558 0.8

(a) Setup A. (b) Setup B.

그림 7. 제안방법실험결과.
Fig. 7. Example images resulted from the proposed algorithm.

(a) Setup A. (b) Setup B.

그림 8. SIFT 알고리즘실험결과.
Fig. 8. Example images resulted from the SIFT algorithm.
 

위의 표 1은 각각의 실험 환경을 비교한 표이다. 조명등

개수에 따라 조명등 3개인 환경을 A, 조명등이 8개인 환경

을 B로 나누었다. 각각의 환경에서 천장의 크기와 단위 픽

셀 당 거리, 카메라를 통해 입력받은 픽셀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7은 제안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천장 영상을 테스

트한 실험 결과이다. 결과 영상은 실제 위치에서 가장 가까

운 조명등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8은
SIFT 알고리즘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각도가 유사한 두 영

상을 이용하여 비교한다. 위에 있는 기준 영상에서 아래에

있는 비교하려는 영상에서 같은 특징 점을 찾고, 특징 점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파악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조
명등이 많을수록 특징 점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
1. 위치 오차 비교

그림 9는 A, B 환경에서 제안 방법과 SIFT 알고리즘의 위

치 오차를 비교한 그래프이고, 표 2는 위치 오차의 평균을

기록한 표이다. 그래프에서 X축은 위치 샘플 번호이며, 실
내 바닥에서 좌측 하단을 X=0, Y=0으로 지정하였다. 이 지

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샘플을 1로 정해 원점에서 멀어질

수록 각각의 샘플 번호의 값이 크도록 지정하였다. 위치 오

차는 실제 거리와 추정된 거리와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위치오차
추정값실제값추정값실제값 (1)

 

(a) Setup A.

(b) Setup B.

그림 9. 제안방법과SIFT 알고리즘과위치오차비교.
Fig. 9. Position errors for the setup A and setup B.

표 2. 제안방법과SIFT 알고리즘의위치오차평균.
Table 2. Average position error.

위치 오차 (cm)
A B 평균

제안 방법 22.4 29.2 23.6
SIFT 36.1 47.5 45.9

제안 방법의 평균 위치 오차는 23.6 cm, SIFT 알고리즘의

평균은 45.9 cm이다. 제안 방법이 SIFT 알고리즘에 비해 약

23 cm 위치 오차가 더 적다.
제안 방법에서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안 렌즈

의 사용으로 인해 각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같은 위

치에서 측정 횟수를 늘려 더 정확한 값을 갖는 샘플을 이

용한다. 
SIFT 알고리즘에서는 몇 개의 샘플의 오차가 평균에 비

해 상당히 크게 발생한다. 그림 8에서 각각의 특징 점의 변

화를 나타낸 직선의 길이와 각도가 서로 유사해야 오차가

작은데, 비교하는 영상의 각도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오
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최대한 유사 각도에서 영상을 비

교하고, 특징 점을 찾는 방법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인다.
2. 수행 시간 비교

그림 10은 A, B환경에서 제안 방법과 SIFT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고, 표 3은 수행 시간의 평균

을 기록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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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up A.

(b) Setup B.

그림10. SIFT 알고리즘과수행시간비교.
Fig. 10. Computational time for the setup A and setup B.

표 3. 제안방법과SIFT 알고리즘의 수행시간평균.
Table 3. Average computational time.

수행 시간 (ms)
A B 평균

제안 방법 1.3 1.3 1.3
SIFT 3.6 4.5 4.1

제안 방법의 평균 수행 시간은 약 1.3ms, SIFT 알고리즘

의 평균은 4.1ms이다. 제안 방법의 수행 시간이 SIFT 알고

리즘의 수행 시간이 약 1/3 소요된다.
제안 방법의 수행 시간은 조명등의 개수에 따른 차이가

없다. 조명등을 찾을 때 n x m 1채널 영상에서 영역 분리

를 1회 실행하여 흰색 영역을 분리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다. SIFT 알고리즘은 조명등의 개수가 많아지면 특징 점이

더 많아져 매칭 시간이 길어진다. n*m 1채널 영상에서 특

징 점의 개수만큼 더 반복 수행하여 수행 시간이 증가한다.
3. 각도 비교

그림 11은 A, B 환경에서 실제 각도와 제안 방법에서의

측정한 각도 간의 각도 오차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각도는

획득한 영상의 수평면에서 실내등 간의 각도의 평균을 나

타낸 것이다. 표 4는 A 환경과 B 환경에서 각도 오차의 평

균을 기록한 표이다. 각도 오차는 측정 각도와 실제 각도의

차의 절대 값이다. 

오차각도 측정각도실제각도 (2)

A 환경 평균 각도 오차는 4.2°, B 환경은 1.4°, 두 환경

에서 평균은 2.8°이다. A 환경에서 B 환경보다 평균 오차가

(a) Setup A.

(b) Setup B.

그림11. 실제각도와측정각도의각도오차.
Fig. 11. Angular errors for the setup A and setup B.

표 4. 실제각도와측정각도의평균각도오차 (degree).
Table 4. Average angular error.

A B 평균

제안 방법 4.2 1.4 2.8

약 3°가 더 발생한다. A 환경은 B 환경에 비해 조명등의

개수가 적어 각도의 평균 오차를 내는데 표본이 적어 오차

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VIII. 결론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다수의 천장 조명등과 천장 경

계선을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실내용 이동 로봇이 자

신의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

은 기존의 인공 표식과 비교하여 따로 표식을 부착하지 않

으므로 더 편리하고, SIFT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정확도와

수행 시간이 향상되었다.
제안 방법은 SIFT 알고리즘에 비해 위치 오차는 약 23 

cm 감소하고, 수행 시간은 SIFT 알고리즘의 1/3로 감소하였

다. 실제 각도와 측정 각도의 오차는 3° 미만으로 각도의

변화에 우수하였다. 
위 실험에서는 SIFT 알고리즘과 비교를 위해 고정된 영

상으로 비교하였지만,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면 실시간으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고정된 영상에서는, 실내

바닥과 카메라를 수평을 유지하여 영상을 획득하였지만, 실
시간은, 카메라가 실내 바닥과 수평이 되지 않을 경우 보정

된 영상이 실제 영상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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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안 방법은 다양한 조명등 형태에서는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천장과 벽의 색깔이 비슷하면 천장의 경계선

을 찾는 방법을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명등이 꺼졌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동 로봇이 사각 지

대에 있으면 천장 조명등과 천장의 경계선을 확보하지 못

하므로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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