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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현대 생활에 있어 각종 계단 및 사각지대 등의

낙상가능 지역에서 노인들의 낙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

으로 인하여 각종 감시 및 보안 장비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감시 카메라 경비 로봇 등 인간에 의하지 않고,

안심 안전을 위한 시스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

한 시스템은 이상 검출 및 실내 감시 역할을 하고 경비원

의 대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비 로봇의 연구는 널리

진행되고 있다 경비로봇의 우선적인 기능으로 자율적[1,2].

인 주행기능과 환경인식 기능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으나,

병원 및 공항 같은 공공환경에서 자율 이동 로봇

자율 운반체(autonomous mobile robot), (autonomous guided

등이 도입된 이래로 유연한 탐색 주행 시스템vehicle) ,

을 위한 요구로 이동 로봇이 원하(flexible navigation system)

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로 계획 환(path planning),

경 인식 장애물 회피(environments recognition), (obstacle

그리고 위치 추정 등의 기능이avoidance) (position estimation)

더욱 많이 요구된다 이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위치.

추정은 다른 기능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요구되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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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화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3,4,12].

실내에서 로봇을 이용한 경비기능으로는 낙상가능지역으

로의 진입 행동을 취하는 노약자에게 접근하고 주의환기와

같은 액션은 수행 가능하지만 이러한 로봇의 서비스는 기,

존의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5,6,14].

본 연구에서는 경비 로봇에 주목하고 “이동성”이라는 장점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로봇의 동작에 의한 주

의환기 인간의 행동 제어 기반의 로봇 시스템의 구축을 목,

적으로 한 인간 위치인식과 로봇의 위치제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논문의 구성으로는 장에는 서론 장에서는 위험차단I , II

패턴 시나리오를 위한 환경인식 모델링 장에서는 낙상, III

가능 지역 진입차단을 위한 보안로봇의 동작계획을 제시하

고 장과 장에서는 제시한 이론에 근거한 실험결과 및IV V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인식 모델링II.

동작시나리오1.

본 연구의 적용 환경은 눈에 띄는 장애물은 없으며 바닥

도 평평한 병원 빌딩의 복도 및 현관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노약자들의 통행이 잦은 화장실과 계단을 연결하는

경로를 낙상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상황에서 로.

봇은 사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표준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난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수상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그 인간의 전면으로 이동하여 진입이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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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게 된다그림 인간의 움직임이 멈추고 다른 방향( 1).

이나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인식했을 경우는 로봇은 최초의

위치로 이동하여 원래의 임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게 된

다 반대로 인간의 타 방향진입에 대해 로봇이 차단했음에.

도 불구하고 진행을 멈추지 않는 것 같으면 진입차단과 같

은 행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 수행.

은 인간행동에 대해 주의환기나 진입 금지구역에 대한 경

고 및 진입차단과 같은 로봇동작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시나리오는 그림 과 같이 위험차단1

패턴예시를 제시한 것과 같이 노약자들의 낙상가능지역 출

입행동에 대한 보안로봇의 인지 및 인식 동작과 사전 위험

차단을 위한 실내 경로제어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움직임계측2.

본 실험 시스템의 개요는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로봇의

인식과 이동에 관한 연구를 구현하기 위한 외부 센서로 레

이저파인더 센서를 적용하였다 또한 낙상가능 지역으로 진.

입한 노약자의 움직임을 이동물체로 모델링 하였다 따라서.

레이저파인더 센서에서 얻어진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

간의 위치 및 속도를 계산 할 필요가 있다 그림 는 레이. 2

저파인더센서의 측정 주기  로 했을 때 인간의 측정거리

데이터를 시간 

, 


로서 다음 식 과 같이 표시할 수(1)

있다[4,7].



×




×
(1)

본 연구에서는 그림 에서와 같이 작은 동심원을 측정2

거리점으로 했을 때 그 평균 위치에서 측정거리점의 중심

을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측정 거리점의 중심 위× .

치를 인간의 위치로 간주하였다 레이저파인더 센서에서는.

레이저 빛과 인간이 맞닿는 한 쪽면 밖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 위치가 레이저파인더 센서쪽에서 벗어

나는 단점이지만 거리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인간의 보행 속도는 그림 에서와 같이 시간 변화에 따2

른 동심원의 중심 위치로 구할 수 있다 정확한 인간의 속.

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움직임을 모델링하여 확

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속도를 추정하는 것 등 도 있[2]

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심 위치의 시간 변화를 차 저역 통2

과 필터를 이용한 경과 값을 측정 대상 속도로 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 인간의 위치를 거리 정보의  

중심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레이저파인더 센서의 거리 정보

에서 인간의 거리 정보만을 뽑아 낼 필요가 있다 보행인간.

을 이동물체로 간주하고 이동하는 물체의 거리 정보만을

얻어내어 인간과 환경의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정보.

에서 이동물체와 정지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복수시간

에 대한 거리 정보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 등 이 많이 적[8]

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동물체인 인간의 움직임. ,

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서를 탑재한 로봇이 고속

으로 이동하면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한다 그리고.

로봇에 탑재된 센서 자신도 움직임으로 인하여 시간 차등

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동과 정지물체의 식별을 원활히 수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센서 정보를 클러.

스터로 분할하고 각각의 속도 벡터를 계산하여 이동과 정

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레이저파인더 센서에서 얻은 거리 정보

를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로 분류한다 클.

러스터는 거리 정보의 평균에서 그 중심 값을 찾아 클러스

터의 위치로 설정한다 그 때 클러스터의 양쪽 측면의 거. ,

리가 일정치보다 긴 경우 후속 처리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다 그런 다음 마지막 클러스터의 위치와 최신 클러스터의.

위치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클러스터를 서  

로 비교 매칭 시킨다 매칭된 위치의 변화량을 두 거리 정.

보를 받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각 클러스터의 이동 속도

를 산출한다 계산된 이동 속도는 차 저역 통과 필터를 사. 2

용하여 고주파는 제거하고 속도가 임계값 이상인 클러스터

를 이동체로 인식하게 된다[10].

진입차단을 위한 로봇의 동작계획III.

로봇의 경로생성1.

인간의 진입금지 구역에 대한 로봇의 진로차단 동작을

그림 1. 낙상가능지역진입차단수행을위한시나리오.

Fig. 1. Scenario for human walking and robot behaviour.

그림 2. 인간움직임에대한위치인식.

Fig. 2. Position recognition for human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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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요구되는 경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지를 들 수2

있다.

진입 차단을 위하여 보행중인 인간 앞으로 이동할 때①

로봇은 인간이 있는 방향으로 향한다.

가능한 한 로봇은 이동 거리가 짧은 방향으로 주행하②

도록 한다.

로봇이 보행 인간의 정면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

간의 진행 방향으로 향했는지에 대한 경로선정이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봇의 이동 거리가 매우 긴 경우.

보행중인 인간을 추적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10,12].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추적 경로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과 같은 경로를 적용하였다 이동로3 .

봇은 직선과 원호 위로 이동하고 인간의 방향을 향한 상태

에서 인간의 정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

은 경로가 갖추어야 할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충족하게2

되는 이동설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생성하려면.

우선 인간의 보행 방향에 접하는 원을 놓고 다시 그 원에

접하는 로봇의 위치를 지나도록 직선을 연결한다 또한 로.  

봇이 목적지 에 도달하는 시간과 인간의 이동 시간, 


이 일치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진로차단을 위한 이동 경로

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그림 에서 로봇의 이동 속도. 3

 인간의 이동 속도,  인간의 앞으로 이동하는 시간,

경과를  로봇이 인간의 전면에 이동했을 때 인간과 로(

봇의 거리는 

∙


로 표시 원의 반지름을), 로 설정했

다[9,10].

이동궤적 특징2.

위치 


  


  


 보행속도, 


  


  


 진행 방향,




  arctan


 


  





 은 가장 기본적인 이동에

따른 물리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지시간.  는 일정 시

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부여한 시간을 나타

낸다 경로의 유연성. , 는 방향 벡터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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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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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포인트의 오차에 따른 추적 결과

는 유연한 궤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활화 필터링 과정.

을 거친 후 유연한 궤적 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군중들의 가장 중요한 보행특징은 보행 속도 활보, ,

의 길이 좌우 보폭을 포함한 길이 그리고 스텝과 스텝( ),

사이의 소요시간을 나타내는 케이던스보수분로 나타낼( / )

수 있다 육안 판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케이던스가 잘[14].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측정시간이 길기 때문에 동작 인

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보다 직관적.

이고 분절화에 적합한 보행 주기  초 한보 를 이( / )

용하였다 그리고 좌우 보폭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활보의 길이가 아닌 보폭 을 이용하였다 보행은.

입각기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기로서 정상(stance phase:

보행의 를 차지함과 유각기 발이 지면에60% ) (swing phase:

서 떨어져 있는 시기로서 정상 보행의 를 차지함에 나40% )

뉘며 그 비율은 로 나타내었다[14].

이동궤적 모델과 예측3.

직교좌표 공간상에서 운동하는 일반적인 물체에 대하여

각 방향의 속도 및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면  이후의

공간상에서 예측되는 물체의 각 방향의 위치는 식X ,Y, Z

과 같다(4)~(6) [9,12,13].

2ˆ

2

1
ˆˆˆ tAtVPP

xxxtx
δδδ ++=

+
(4)

2ˆ

2

1
ˆˆˆ tAtVPP yyyty δδδ ++=

+
(5)

2ˆ

2

1
ˆˆˆ tAtVPP

zzztz
δδδ ++=

+
(6)

평면상에서 이동하는 보행인간의 움직임은 진행속도XY-

성분 과 각속도 성분 로 분해하여 식 의 이산(7)~(8)

형 시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보행인간의 운동을[9].

일으키는 와 의 변화는 식 과 같이 랜덤한 운동으(10)

로 정의한다 여기서.  , 는 가우시안 랜덤변수이다.

2

,

1
cos( ) sin( )

2
k t k k k k k k
x v t v t

δ
δ θ δ ω θ δ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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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tvtvy

kkkkkktk
δθωδθδ 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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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ktk
δωδθ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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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δ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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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kvktk
v

,,

  , (10)

그림 3. 진입차단을위한로봇의경로.

Fig. 3. Trajectory of robot for interrupting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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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간의 모델을 칼만필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

의 이산시간 상태천이 모델이 필요하다 보행인간의 이(11) .

산형 시변 방정식으로 부터 보행인간 상태 천이 모델과 관

측 모델을 얻는다 여기서 는 측정벡터 는 상태벡터와. z , H

측정벡터사이의 관측행렬이며 는 상태천이 자체의 불규칙w

성분이며 는 측정잡음 는 샘플링 시간을 의미한다v , T .

, 1 1 1k k k k k

k k k k

− − −

= +

= +

x Φ x w

z H x v
(11)

보행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동물체의 상태천이 모델에서

초기상태와 입력이 주어지면 물체의 모든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칼만필터를 사용한 상태 추정기로부터 보행인간의.

입력에 해당되는 진행 속도와 회전 각속도를 추정하고 근

사함수로 모델링하여 이후의 입력을 예측한다 본 논문에서.

는 진행속도와 진행 가속도성분 회전 각속도와 회전 각가,

속도 성분을 구하여 식 의 일차식으로 근사화한다(12) .

nTa

nTavv

kknk

lkknk

ω
ωω ˆˆ

ˆˆ

+=

+=

+

+

(12)

이와 같이 칼만필터로 추정하여도 잡음이 존재하는 동적

시스템이므로 출력에 대한 잡음에 둔감한 특징을 가지도록

이전의 개의 데이터로부터 식 의 최소제곱 추정법을m (13)

사용하여 보행속도 보행 가속도 회전 각속도 회전 각가속, , ,

도 성분이 잡음에 둔감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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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입력과 상태천이 모델인 차분방정식으로 식 (14)

과 같이 보행인간의 이후의 궤적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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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동궤적 추적4.

보행인간의 진입차단을 수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표물

이 계속 이동하므로 목표물의 미래 위치와 로봇의 미래 위

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로봇궤적을 계획하고 로봇을 동작시

켜야 한다.

그림 와 같이 보행인간의 샘플링 시간후의 위치를4 1~M

예측하고 그 중 물체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후, m

의 보행인간의 위치를 로봇의 목표점으로 설정하여 이동함

으로써 실시간 및 최단시간내 보행차단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점에서 로봇의 목표점은 식 를 만족하는 이후k (15) m

의 예측된 보행인간의 위치 )(ˆ mk
o

+x 으로 설정한다 여기.

서 )(ˆ mk
R

+x 은 이동로봇이 )(ˆ mk
o

+x 을 목표점으로 설정

하여 시간동안 움직인 이후의 위치를 나타낸다m .

)(ˆ)(ˆmin
~1

mkmk
Ro

Mm

+−+

=

xx (15)

그림 는 보행인간 진입차단을 위한 이동로봇의 전체 알5

고리즘을 나타낸다 먼저 레이저파인더 센서로 이동물체를.

데이터 화면에 위치시키고 기구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스캔

데이터에서의 물체 좌표를 실제좌표로 변환하여 이동물체

의 위치를 구한다 다음으로 칼만필터를 이용하여[6,11,14].

물체의 상태를 추정하고 상태벡터에서 보행인간의 진행방,

향 속도와 회전 각속도를 함수로 근사화하여 이후의 값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물체의 예측 위치중 최적의 목표지점.

을 구하여 이동로봇을 움직인다.

실험IV.

시뮬레이션1.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노약자 즉 보행인간의 진입,

을 차단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보행인간의 위치를.

관측하는 벡터에 분산 의 가우시안 백색 잡음을 인가하여1

관측시 불확실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보행인간의 입력 값으

그림 4. 보행인간과로봇의예측궤적.

Fig. 4. Predicted trajectory of walking human and robot.

그림 5. 보행인간진입차단을위한알고리즘구조.

Fig. 5. Strategy structure for capturing moving object.



노약자의 낙상가능지역 진입방지를 위한 보안로봇의 주행경로제어 501

로도 잡음을 인가하여 불규칙 운동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보행인간의 초기위치는 으로 로봇은 으로(50,50) (-50,-50)

설정하였으며 로봇의 최고속도는 로 제한하였고, 30cm/sec

물체는 로봇보다 빠른 운동을 한다.

그림 은 보행인간의 보행속도 및 각속도 입력정보로 식6

를 주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여기서 진행방향은(16) .

분산 회전각속도는 분산 의 가우시안 랜덤변수이다2, 0.1 .

sec]/[)
5.1

04.0sin(7.0)(

sec]/[)1)03.0(cos(20)(

radkk

cmkkv
v

ω
ξ

π
ω

ξ

++=

++=

(16)

그림 는 보행인간의 궤적과 로봇의 궤적 예측한 궤6(a) ,

적을 나타낸 것으로서 보행인간이 방향을 전환할 때 더 빨

리 포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봇이 이동했음이 확인된다.

그림 는 보행인간과 로봇의 거리 보행인간의 실제6(b) ,

진행속도와 칼만필터로 추정한 진행속도 그리고 실제 회전,

각속도와 추정한 각속도를 나타낸다 처음에는 추정한 정보.

에 오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는 곧 수렴되며 실제값에 근

사하게 상태가 추정됨을 알 수 있다.

실공간구현2.

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보행인간의 낙상가능지역 진

입에 따른 이동로봇의 최단경로 주행실험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은 식 의 정보를 보행인간의 보행속도 및 각7 (20)

속도로 인가하였을 때의 궤적을 나타낸다 입력의 랜덤성분.

은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인가하였다.

sec]/[)
7.1

04.0sin(7.0)(

sec]/[)1)01.0(cos(25)(

radkk

cmkkv
v

ω
ξ

π
ω

ξ

++=

++=

(17)

그림 는 보행인간과 로봇의 궤적을 나타낸 것으로7(a)

노약자의 걸음 패턴을 자 형태의 진행방향으로 하였고 시S ,

간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타내기 위해 샘플 데이터마다10

색인을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약 샘플 시간 후에 로봇이. 19

보행인간의 진입차단을 위한 발걸음 앞까지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샘플 시간대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 12~15

전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샘플 시간대, 19

에서는 좁은 이동공간 대비 로봇의 이동시간이 다소 짧아

뒤쪽에서 추적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

(a) Trajectory.

(b) Estimated state.

그림 6. 시뮬레이션결과.

Fig. 6. Result of simulation.

(a) Trajectory of walking human and mobile robot.

(b) Distance error and estimated state.

그림 7. 실공간실험결과.

Fig. 7. Result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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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그림 의 추정한 상태벡터는 시뮬레이션 과 동일하7(b) 1

게 처음에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 이후로는 오차가 수렴됨

을 알 수 있다.

결론V.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들의 낙상가능 지역내 진입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한 노약자의 행동움직임 예측과 로봇의 주

행을 위한 동작계획에 대한 모델링 및 제어기법을 소개하

고 조기에 사고예방을 위한 차단을 수행할 수 있는 모의,

및 실증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이동로봇이 노약자의 움직임

을 이동하는 물체로서 인식하고 추적하여 낙상가능의 진입

을 차단하기 위한 모델링 및 제어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

한 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유효성

을 검증하였다 제시한 방법은 크게 다음으로 구분된다. .

레이저 파인더 기구학적 관계를 고려한 추적물체의①

위치 추정 알고리즘

보행인간의 운동을 칼만필터를 이용한 상태추정과 이②

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

예측된 궤적에서 최단시간내에 물체를 포획하기위한③

로봇동작계획에 대한 방법

우선 제안 연구에 대한 구현해야 할 로봇의 동작 이동체,

의 위치와 속도의 산출 및 위치에 따른 경로 계산 등을 고

려하여 로봇은 노약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표준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난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낙상가능

지역 진입으로 간주하여 인간이 움직이는 전면으로 이동하

는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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