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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localization algorithm based on ego-motion which used Lucas-Kanade Optical Flow and 

warping image obtained through fish-eye lenses mounted on the robots. The omnidirectional image sensor is a desirable sensor for 

real-time view-based recognition of a robot because the all information around the robot can be obtained simultaneously. The 

preprocessing (distortion correction, image merge, etc.) of the omnidirectional image which obtained by camera using reflect in 

mirror or by connection of multiple camera images is essenti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from the original image. 

The core of the proposed algorithm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apture instantaneous 360° panoramic images around a 

robot through fish-eye lenses which are mounted in the bottom direction. Second, we extract motion vectors using Lucas-Kanade 

Optical Flow in preprocessed image. Third, we estimate the robot position and angle using ego-motion method which used direction 

of vector and vanishing point obtained by RANSAC. We confirmed the reliability of localization algorithm using ego-motion based 

on fisheye warping image through comparison between results (position and angle) of the experiment obtained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and results of the experiment measured from Global Vision Loc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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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능형 로봇에게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핵심 요소 기술로써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

하여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Localization과 주위 환경에 대한 

지도를 생성하는 Mapping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이다. 로봇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SLAM은 지도를 이용한 경로 

계획, 미지 영역에 대한 탐험 등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우선 기술이었다. 그 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EKF-SLAM, 

Fast SLAM 등의 이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알고리즘이 나왔

지만 다양한 센서 특성과 로봇의 성능에 따라 로봇에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SLAM을 위한 센서는 초음파, 레이저 스캐너, RFID, 

Encoder, 관성센서, 지자계 센서,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하게 있

다. 사람이 주변 환경 정보를 얻기 위해 오감 중에서 시각을 

70~80%를 사용하고 있듯이 로봇도 이미지 센서를 제일 보편

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즉, 로봇은 이미지 정보를 분석하여 

주변 특징점을 찾고 특징점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로봇의 

위치를 추정한다. 기존 VSLAM (Visual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스

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전방향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단일 카메라 방식

은 단일 방향을 60o 의 화각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지도 생

성이 오래 걸리지만 처리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 방식은 동일 특징점을 카메라를 2대에서 

측정하여 3차원 깊이 정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을 가지지만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방향 카메라 방식은 단일 

카메라로 360o 의 주변 정보를 한번에 얻기 때문에 처리 속

도가 빠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또한 로봇이 전진

이나 후진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경로를 생성하기 용의

하다. 

기존 전방향 이미지 SLAM는 포물면 반사경(parabol-oidal 

mirror)에 반사된 이미지를 얻거나[1-3] 천장을 향해 설치한 

어안 카메라로 전방향 이미지를 얻었다[4,5]. 그러나 이와 같

은 방법은 카메라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거나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상

단 부분에 부착된 유리관 말단에 카메라를 바닥 방향으로 설

치하여 조명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주변 정보를 획

득하도록 어안 렌즈를 사용하였다. 

기존 Ego-motion은 흔들린 이미지 보상, 카메라의 3차원 좌

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무인자동차의 

움직인 위치를 추정하는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알

Copyright© ICROS 2014 

* Corresponding Author 
Manuscript received June 21, 2013 / revised July 31, 2013 / accepted 
October 4, 2013 

최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IT플랫폼연구팀 

(yunwon.choi@etri.re.kr) 

최경식: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oneshei@hanmail.net) 

최정원: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choijw@ync.ac.kr) 

이석규: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sglee@ynu.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2R1A1B3 

002240). 



어안 워핑 이미지 기반의 Ego motion 을 이용한 위치 인식 알고리즘 

 

71

고리즘은 연속되는 이미지 정보에서 찾아낸 특징점의 변화

에 이용하여 카메라의 모션을 추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방향 이미지에 동일 선상에 있는 가로축 성분에 대하여 지

속적인 방향 벡터를 구하여 로봇이 움직이는 위치를 추정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전방향 이미지 SLAM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먼저 바닥을 향해 있는 어안 카메라를 통하여 얻은 

전방향 이미지를 워핑 처리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기 용이

한 이미지로 변형하고 이미지의 Edge와 가로축에 대한 특징

점 정보에 대하여 LKOF (Lucas-Kanade Optical Flow)를 적용하

였다. 이렇게 얻어진 방향 벡터 정보에 대하여 최적 수학적 

모델을 예측하는 RANSAC을 적용하여 소실점을 추출한다. 

이 소실점은 Ego-motion의 FOE (Focus of Expansion)로 이용하

여 자기 위치 인식에 사용된다. 이렇게 얻은 FOE에 대한 정

보와 방향 벡터의 크기를 기반으로 로봇의 각도와 이동 거리

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고 특정 경로를 움직이는 동안 위치를 추정한 

정보와 전역 위치 인식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로봇 좌표를 비

교하여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II. 제안한 시스템 

1. 전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봇 시스템은 어안 렌즈를 바닥 방

향으로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정보를 한번에 획득

하고 정보를 처리하여 자기 위치를 판단한다. 그림 1의 순서

도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첫 번째

로 로봇에 부착된 어안 카메라를 통하여 얻은 어안 이미지를 

역워핑 처리하게 된다. 전처리 된 이미지에서 에지를 검출하

고 Ego motion을 위한 가로축 특징점을 추가한다. 특징점에 

대해 LKOF를 적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추출한다. 추출한 움

직임 벡터의 정보를 비교하여 로봇의 각도를 추출하기 위한 

정보와 로봇의 거리를 추출하기 위한 정보로 분리한다. 로봇

의 각도를 추출하기 위해 Ego-motion 기법을 적용하여 구한 

로봇의 움직인 정도를 바탕으로 로봇의 각도를 추출한다. 로

봇의 거리를 추출하기 위해 움직임 벡터에 대하여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실점을 구하게 된다. 소실점을 향하

는 벡터들의 크기를 기반으로 로봇의 움직인 거리를 추출한

다. 이렇게 구한 각도와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의 위치

를 추정한다.  

2. 로봇 시스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로봇 시스템은 그림 2에서의 모델링

과 같이 2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엔코더를 통하

여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델링을 기반으로 그림 3(a)와 

같이 지름이 15cm이고 높이가 30cm인 원통형 소형 로봇을 

이용하였다. 이 로봇 가운데에 유리관을 세우고 어안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변 이미지를 얻게 된다. 어안 

이미지는 그림 3(b)와 같으며 1280x960 크기의 이미지며 어

안렌즈 화각이 185o이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이미지 정보가 

한번에 저장된다.  

3. 이미지 워핑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전처리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들어오는 어안 이미지는 외곽일

수록 물체당 픽셀 크기가 작아서 주변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다. 우주 망원경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왜곡을 해결하기 위

해 개발된 이미지 워핑은 원본 이미지의 픽셀 위치를 바꾸어

서 이미지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다. 보통 이미지 워핑을 구현하는 방법은 전방

향 이미지 워핑과 역방향 이미지 워핑이 있다. 전방향 방법

은 원본 이미지의 좌표를 기반으로 한 위치변환함수를 통하

여 출력 이미지의 좌표를 구해내는 방법으로 출력 이미지에 

매칭되는 점이 없는 홀이 생성되어 노이즈가 발생하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력 이미지의 좌표를 기반으로 

 

 

그림 1. 전체 시스템 블록도. 

Fig.  1. The system block diagram. 

 

 

그림 2. 로봇 모델링. 

Fig.  2. The robot modeling. 

 

(a) (b) 

그림 3. (a) 로봇 시스템 (b) 어안 이미지. 

Fig.  3. (a) The robot system (b) fisheye image. 

Localization using Ego Motion based on Fisheye Warp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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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의 좌표를 구하는 역방향 방법을 사용하며 블러

링이 발생하지만 홀이 발생하지 않아서 노이즈가 없는 이미

지를 획득할 수 있다. 식 (1)은 역방향 이미지 워핑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 � �����, ���
 

�� � �����, ���
 

(1)

여기서 ��, ��는 원본 이미지의 ��, ��좌표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 � 위치변환함수이다. ��, ��는 출력이미지의��, ��

좌표를 나타낸다. 역방향 이미지 워핑 방법으로 원본 이미지

의 위치를 얻으려면 먼저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 �를 

구하여야 한다. 그림 5는 화각이 185o 인 어안렌즈와 CCD 이

미지 센서의 크기가 1/3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미지 정보는 원형으로 표현이 된다. 출력 이미지에서 가로축

은 원본이미지의 각도, 세로축은 원본 이미지에서 중심점과

의 거리로 대응하여 식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력이미지

의 좌표를 이용하여 �, 
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원본 이미지의 좌표를 구하여 위치변환을 하게 된다. 

� � ��

2��

, 
 � ��2 � ��

��2��

 

(2)

�� � �� � 
 cos � �� � �� � 
 sin � 

(3)

여기서 �� , ��는 출력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내며 

그림 4와 같은 경우 2560과 480의 나타내게 된다. ��는 원본 

이미지의 세로 크기를 나타내며 ���, ���는 원본 이미지의 중

심좌표를 나타낸다. 그림 3(b) 어안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그림 4(a)처럼 출력된다 

4. LKOF을 이용한 Planar flow 

4.1 Planar flow를 위한 특징점 배치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크기가 크고 전방향

 

그림 5. 원본 이미지의 위치. 

Fig.  5. The position of original image. 

(a) 

(b) 

(c) 

그림 4. (a) 워핑 이미지, (b) 특징점, (c) Ego motion을 위한 움직임 벡터. 

Fig.  4. (a)Warping image, (b) Feature points, (c) Motion vectors for ego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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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전체 영역에 

대하여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여 이용하면 처리 시간이 길고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KOF을 적용하기 위해 특징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포하

여 움직임 벡터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추출한다. 

4.2 LKOF를 이용한 특징점 추출 

Optical Flow는 연속하는 두 프레임 간 차이를 통해 움직임

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이미지 프레임이 바뀌어도 픽

셀의 밝기는 변하지 않고 객체의 움직임에 비해 시간의 변화

가 더 빠르며 공간적으로 인접하는 점들은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속하는 두 프레임간

에 발생하는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벡터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연속하는 두 프레임간의 밝기의 변화가 없음을 통

하여 두 프레임간에 발생하는 Optical Flow는 아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6,7].  

 ���, �, �� � ���, �, �� 

                       � ��� � ��, � � ��, � � ��� 

(4)

여기서 dx, dy, dt 는 두 프레임간 변화량을 나타낸다. 이를 x축

과 y 축의 속도성분으로 표현하고 한 픽셀에 관하여 x, y에 

대하여 표현이 가능한 밝기 강도의 n차 행렬 A 에 최소자승

법을 적용하면 식 (5)처럼 각축에 대한 ��와 ��를 추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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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은 일반적인 Optical flow의 움직임 벡터를 나타내며 

LKOF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특징점 개수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필터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움직

임 추정의 엄청난 연산 부하를 개선하였다. 식 (5)에 가우시

안 함수 W, #�를 적용한 것이 LKOF의 속도 성분을 나타내

는 식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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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LKOF를 워핑한 이미지에 적용을 하면 그림 4(b)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b)는 움직임 전후의 특징점을 표현하고 

있으며 녹색 점은 움직임이 있기 전의 특징점을 파란색 점은 

움직임 후의 특징점을 나타낸다. 이 특징점을 기반으로 움직

임을 추정하여 로봇의 각도와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5. Ego-motion using RANSAC 

5.1 RANSAC을 이용한 FOE 도출 

기존 Ego-motion은 이미지 상에 뿌려진 특징점 RANSAC은 

1981년 발표되었으며 측정 노이즈가 심한 원본 데이터로부

터 모델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8]. 측정된 원본 데이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짓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학적 모

델을 지정하고 이 모델의 변수를 결정하는데 최소한의 데이

터를 이용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데이터

의 집합을 확장시켜 가면서 최적의 해를 찾는다. 일반적인 

통계 방식은 많은 데이터에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

하면서 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과 연산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만 RANSAC은 반복 횟

수만 적절하게 조절하면 최적의 해를 구하는데 일반적인 방

법보다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기본적인 RANSAC은 추정

(hypothesis)과 검사(verification)의 2단계를 가지고 있다. 추정 

단계는 원본 데이터에서 N개의 샘플 데이터를 선택하고 모

델 변수를 예측한다. 검사단계는 예측한 모델 변수가 맞는지 

검사하고 유효 여부에 따라서 유효 데이터 집합을 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4(c)에 보는 것과 같이 LKOF로 추출

한 방향 벡터들의 소실점을 RANSAC으로 구하여 FOE로 삼

아서 로봇의 이동정보를 얻었다. LKOF를 이용하면 전후의 

특징점을 얻을 수 있고 이 특징점을 연결하면 벡터가 된다. 

이 벡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식 (7)와 같다. 

$�� � ��� � %� 
&$ �' '$� ��

( )��* � &%'%�( 

Ax � C 

(7)

식 (7)에 $, �, %는 벡터를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변수

를 나타내고 x는 소실점을 나타낸다. A의 Moore-Penrose 

pseudo inverse 계산하여 정리하면 식 (8)과 같고 x를 구할 수

가 있다. 

�� � ������	�� x � ��C 

(8)

이렇게 구한 소실점 x와 직선의 방정식이 유효한 지를 판

단해야 한다.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실점에서 벡터를 

포함하는 직선에 수직인 선의 길이를 평가하여 소실점과 벡

터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선의 길이 r을 구하는 과정은 

식 (9)와 같다. 

� � .� � / 

� 0� %12�234�5 � � 6 
234�7 


 � �%12� � �234� 

(9)

 

 

그림 6. 소실점의 유효성 판단. 

Fig.  6. The validation of vanis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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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거리와 각도 추정을 위한 Ego-motion 

벡터들이 향하는 점 즉 소실점은 전방향 이미지에서 FOE

가 된다. 전방향 이미지는 x 축으로 2560의 픽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360o로 변환하면 0.14o/pixel을 얻을 수 있

다. 소실점의 x 좌표를 각도로 환산하면 로봇의 회전각도를 

얻을 수 있다. 

이전에 구한 유효한 벡터의 크기를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추정한다. 실제로 특징점이 이미지 상에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픽셀 값으로 출력이 되지만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리 값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하지 않은 벡터를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FOE와 동일 선상에 있는 

벡터의 크기를 분포를 판단하여 거리를 추정하였다. 

6. Localization 

로봇의 위치 인식은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EKF를 통하여 

진행한다. 로봇의 상태 벡터는 식 (10)과 같다.  

�8��� �  9�, �, θ;�, <=8��� �  9�>, �
;�
 (10)

여기서 x, y 는 로봇의 위치를 나타내고 θ 는 방위각을 나타낸

다. 입력 vl, vr 은 각 바퀴의 속도이며 이 속도는 512 펄스의 

엔코더 데이터를 4체배 하여 얻게 된다. 로봇의 상태 방정식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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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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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는 로봇의 모션 모델이며 이 함수는 이전 상태로부

터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식 (12)는 예측된 상태

로부터 로봇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f 와 h 는 

공분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대신 자코비안 행

렬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prediction)과 

보정(update)가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오차를 줄여가며 로봇

의 좌표를 추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 모델의 변수

를 Ego-motion을 통하여 얻은 거리와 각도로 하여 예측된 로

봇의 좌표를 추정하였다. 

 

III. 실험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번으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지 상태에서 특정 위치를 움

직여서 로봇의 위치를 판단하는 실험과 로봇이 이동하는 동안

에 추정한 위치와 GVLS (Global Vision Localization System) 상

에서 측정한 위치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로봇이 움

직이는 동안에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GVLS를 구축하였다.  

 

 
(a) 

 
(b) 

그림 7. (a) 실험 환경 (b) 전역 이미지를 이용한 위치 추적 

프로그램. 

Fig.  7. (a) The experiment environment (b) The position tracking 

program using global vision system. 

 

그림 7(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로봇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 패치를 붙이고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하였다. 이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로봇들의 위치를 추적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바닥은 특

징점이 없고 색깔 패치 인식이 용이한 실험을 위해 무광택으

로 도색이 되어 있는 220cm x 180cm 크기의 로봇축구 경기장

을 이용하였다. 그림 7(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역 이미지를 

이용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은 카메라를 통하여 들어온 색깔 

패치를 인식하여 로봇의 위치와 각도를 추정한다. 단위 시간

 

표   1. GVLS의 신뢰성 실험 결과. 

Table 1. The experimental results of reliability in GVLS(cm). 

no 
Real Data GVLS Error 

x y x y x y 

1 80 70 87.7 77.6 7.7 7.6 

2 45 80 45.6 79.3 0.6 -0.7

3 135 70 130.4 66.3 -4.6 -3.7

4 170 90 174.7 92.2 4.7 2.2 

5 120 85 116.5 79.6 -3.5 -5.4

6 160 50 163.7 55.6 3.7 5.6 

7 70 80 77.6 79.3 7.6 -0.7

8 130 45 137.8 39.8 7.8 -5.2

9 70 85 63.4 79.3 -6.6 -5.7

10 130 45 133.6 49.2 3.6 4.2 

평균(절대값) 5.1 4.1 

Yun Won Choi, Kyung Sik Choi, Jeong Won Choi, and Suk G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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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로봇의 위치를 텍스트로 저장하도록 테스트 프로그램

이 구현하였다. 약 190cm 높이에 설치된 카메라는 640x480 

이미지를 얻게 되고 이는 1pixel당 약 0.32cm로 추정한다. 

GVLS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총 10회의 임의의 좌표에

서 로봇의 위치를 카메라로 읽고 실제 위치와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차 크기의 평균은 

X축이 5.1cm, Y축이 4.1cm로 나타났다. 

2. 정지 상태에서 위치 추정 

정지한 상태에서 초기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와 특정 위치

로 옮긴 후 얻은 이미지를 비교하여 실제 이동거리와 각도의 

오차를 구하여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로봇이 직진만 했을 

경우, 회전만 했을 경우에 대하여 실험 결과를 얻었다. 그림 

8은 각각 상황에서 유효 벡터를 표시한 것이다. 전 · 후진의 

경우에는 FOE는 원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그림 8(c), (d)에서 

로봇이 회전했을 경우 Planar flow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4방향으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표 

2과 같다. 전 · 후진은 5cm씩 진행하고 회전은 20도씩 진행하

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각도와 거리를 근소한 오차로 추정

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확인했다. 그러나 직 · 후진

을 할 때에는 360o 에 대한 각도를 구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

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 X축 3.77cm,Y축 5.48cm 보

다 낮은 X축 0.44cm, Y축 0.03cm를 얻었다[11,16]. 

3. 이동 상태에서 위치 추정 

본 실험에서는 2cm/s의 속도로 직진하는 로봇의 위치를 제

안된 알고리즘과 별개의 실험 시스템인 GVLS에서 얻어서 

비교한다. 두 시스템에서 얻은 로봇의 이동경로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Real robot은 제안된 시스템이 탑재된 실제 

로봇의 위치를 나타내며 Reference robot은 GVLS에서 추출한 

로봇의 전역 위치를 나타낸다. 실제로 로봇을 직진 운동을 

표   2. 정지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in static states. 

 
Reference Result Error 

θ cm θ cm θ cm 

Front 0 5 3.515 5.562 -3.515 0.562

Back 0 5 4.078 5.316 -4.078 0.316

Left 20 0 22.746 0 -2.746 0 

Right 20 0 22.910 0 -2.910 0 

 

(a) 

(b) 

(c) 

(d) 

그림 8. (a) 전진 5cm, (b) 후진 5cm, (c) 왼쪽으로 20o, (d) 오른쪽으로 20o. 

Fig.  8. (a) forward 5cm, (b) backward 5cm, (c) 20o to the left, (d) 20o to the right. 

Localization using Ego Motion based on Fisheye Warp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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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했지만 지면 상태나 로봇의 상태로 인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직진으로 이동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과 GVLS에서 얻은 참고자료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경로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봇이 이동한 거

리를 비교해보면 그림 10과 같다. 로봇의 경로가 완전이 변

한 부분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2cm의 오차로 거리를 추정하고 있다. 그림 11은 로봇의 각

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이 전방향에 대한 각

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로봇의 각도가 크게 변할 경우 큰 오

차를 발생하게 됨을 확인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4o 정

도의 오차로 각도를 추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로봇의 

동작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탁월

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상단부에 설치된 유리관 끝 부분에 

어안렌즈가 부착되어 있고 바닥을 향해 있는 카메라에서 얻

은 이미지에 워핑 처리를 하여 이미지를 복원하고 여기에 특

징점을 고르게 분포한 Optical Flow를 기반으로 한 Ego-

Motion을 이용하여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기존 다양한 센서를 통한 위치 인식 연구는 많이 발전

하였지만 전방향 위치 인식은 전방향을 다 측정이 가능한 큰 

효과가 있음에도 왜곡과 처리 속도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왜곡 보정이 등거리 보정은 

되지 않지만 이를 Optical Flow를 이용한 상태벡터로 보완함

으로써 왜곡으로 인한 위치 보정 효과의 하락을 방지하고 전

방향 이미지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였다.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를 통한 실험과 실제 로봇에 적

용한 실험에서 낮은 오차의 범위 안에서 위치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안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는 로봇에 대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어

안렌즈를 이용하는 멀티로봇에 적용하여 개별 로봇의 위치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형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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