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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맵 데이터 메모리는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 이동 영역의 소정의 위치에 있는 마커의 위치 데이터, 마커의 식별 데이터 및

이동 영역의 마커에 인접하는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한다. 마커 검출 유닛은,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식별 데이터를

기초하여 화상에서 마커를 검출한다. 경계선 검출 유닛은 화상으로부터 마커 에 인접하는 경계선을 검출한다. 파라미터 산

출 유닛은 화상에서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산출한다. 위치 자세 산출 유닛은, 경계선의 파라미터와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동 영역 내의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 상기 이동 영역 내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있는 마커의 위치 데이터, 상기 마커의 식별 데이터 및 상

기 이동 영역 내에서 상기 마커에 인접하는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맵 데이터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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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식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상으로부터 상기 마커를 검출하도록 구성된 마커 검출 유닛;

상기 화상으로부터 상기 마커에 인접하는 상기 경계선을 검출하도록 구성된 경계선 검출 유닛;

상기 화상에서 상기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산출하도록 구성된 파라미터 산출 유닛; 및

상기 경계선의 파라미터와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영역 내에서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도록 구성

된 위치 자세 산출 유닛

포함하는 이동 로봇.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산출 유닛은 상기 화상으로부터 상기 마커의 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화상으로부터 상기 영역을 통과하는 가장

긴 선을 경계선으로서 추출하며, 상기 가장 긴 선은 상기 화상을 복수의 영역들로 분할하는 이동 로봇.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자세 산출 유닛은, 상기 파라미터 내에서 상기 경계선의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영역의 평면에 수직인 축

을 중심으로 상기 이동 로봇의 회전각을 산출하고,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에서 상기 마커의 회전각 및 높이에 기초하여,

상기 마커로부터 상기 이동 로봇의 상대 위치를 산출하는 이동 로봇.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카메라를 더 포함하며;

상기 마커 검출 유닛은, 상기 복수의 카메라에 의하여 포착된 입체 화상(stereo image)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로봇에서

상기 마커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며,

상기 위치 자세 산출 유닛은 상기 파라미터에서 상기 경계선의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영역의 평면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상기 이동 로봇의 회전각을 산출하며, 상기 회전각 및 상기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마커로부터 상기 이동 로봇의

상대 위치를 산출하는 이동 로봇.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맵 데이터를 표시하고, 상기 맵 데이터 상의 마커의 위치 데이터의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표시 작동 유닛; 및

상기 표시 작동 유닛이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의 입력을 수신할 때, 상기 맵 데이터로부터 상기 마커에 인접하는 경계선

을 추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상기 맵 데이터 메모리 내에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경계선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맵 데이

터 생성 유닛을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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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맵 데이터 및 상기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에 기초하여, 목적지로의 경로를 산출하고, 상기 경로를 따라서 상기 목

적지로 이동하도록 상기 이동 로봇을 제어하도록 구성된 이동 제어 유닛을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카메라; 및

상기 맵 데이터 및 상기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에 기초하여, 상기 마커의 위치를 산출하고, 상기 카메라를 상기 마커 쪽

으로 향하게 하는 카메라 제어 유닛을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제어 유닛은 상기 마커를 상기 화상에서 중심에 두는 이동 로봇.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의 식별 데이터는 상기 마커 내의 복수의 발광 소자의 발광 간격 혹은 발광 순서인 이동 로봇.

청구항 10.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 상기 이동 영역 내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있는 마커의 위치 데이터, 상기 마커의 식별 데이터, 및 상

기 이동 영역 내에서 상기 마커에 인접한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식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상으로부터 상기 마커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화상으로부터 상기 마커에 인접한 상기 경계선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화상 내에서 상기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경계선의 파라미터 및 위치 데이터 기초하여, 상기 이동 영역 내에서 상기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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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경계선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화상으로부터 상기 마커의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화상으로부터, 상기 영역을 통과하는 가장 긴 선을 상기 경계선으로서 추출하는 단계 - 상기 가장 긴 선은 상기 화상

을 복수의 영역들로 분할함 -

를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파라미터 내의 상기 경계선의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영역의 평면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상기 이동 로봇의

회전각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 내의 상기 마커의 회전각 및 높이에 기초하여, 상기 마커로부터 상기 이동 로봇의 상대 위치를 산

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를 검출하는 단계는,

입체 화상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로봇으로부터 상기 마커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파라미터 내의 상기 경계선의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영역의 평면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상기 이동 로봇의

회전각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회전각 및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마커로부터 상기 이동 로봇의 상대 위치를 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맵 데이터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맵 데이터 상에 마커의 위치 데이터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의 입력이 수신될 때, 상기 맵 데이터로부터 상기 마커에 인접하는 경계선을 추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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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여 상기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경계선을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맵 데이터 및 상기 이동 로봇의 위치와 자세에 기초하여, 목적지로의 경로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경로를 따라서 상기 목적지로 상기 이동 로봇을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

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맵 데이터 및 상기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에 기초하여, 상기 마커의 위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카메라를 상기 마커 쪽으로 향하게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를 상기 화상에서 중심에 두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의 식별 데이터는 상기 마커 내의 복수의 발광 소자의 발광 간격 혹은 발광 순서인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방법.

청구항 19.

로봇의 이동 영역에 배치된 마커로서, 상기 마커는 로봇에 의하여 검출되며 상기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복수의 발광소자; 및

상기 마커의 식별 데이터로서 미리 정해진 간격 혹은 미리 정해진 순서로 발광하도록 상기 복수의 발광 소자를 구동하도록

구성된 구동 유닛

을 포함하는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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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소자는 적외선 발광 소자인 마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로봇 및 목적지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와 자세를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자동 장치를 어떤 장소에 배치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이동 로봇이 개

발되고 있다. 그런 이동 로봇의 자율 이동 시스템에서, 자동 장치(이동 로봇)의 위치(배치지점)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동 로봇의 자기의 배치지점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먼저, 복수의 표지(landmarks)가, 이동 로봇 상에 장착된 카메

라에 의하여 촬영된 화상으로부터 검출된다. 추출된 표지 및 (메모리와 같은 저장 장치 내에 미리 저장된) 그 표지의 절대

좌표값을 기초로 하여, 이동 로봇은 그 위치를 검출한다. 이 방법은 특허문헌 1에 개시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 발광 장치로 구성된 마커가 표지이다. 한 공간 안에 많은 표지를 설정함으로써, 마커가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확실하게 검출되고, 로봇의 배치지점이 검출된다.

그러나, 상술된 방법에서, 마커의 배치지점에 기초하여 로봇의 자기 배치지점을 검출하는 경우에, 많은 마커가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은 마커가 로봇이 이동하는 환경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이 증가하

고, 그의 외관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마커를 검출하는 경우에, 로봇이 그 환경 내의 많은 마커를 미리 탐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

린다. 또한, 로봇의 배치지점을 산출하는 경우에, 많은 마커의 절대 좌표값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많은 마

커의 정확한 절대 좌표값을 로봇에게 미리 입력해야만 하며, 이 입력 작업은 사용자에게는 성가신 일이다.

또한, 마커는 하나의 발광 소자의 섬광 주기 혹은 섬광 주기의 패턴을 검출함으로써 구별된다. 이 경우, 많은 장애물이 존

재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마커가 잘못되게 검출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동 로봇 및 그 이동 로봇의 위치를, 환경 내에서 마커를 검출함으로써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은,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 이동 영역 내의 소정의 위치에 있는 마커의 위치 데이터,

마커의 식별 데이터 및 이동 영역 내에서 마커에 인접한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맵 데이터 메모리; 마

커의 위치 데이터 및 식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상으로부터 마커를 검출하도록 구성된 마커 검출 유닛; 화상으로부터 마

커에 인접한 경계선을 검출하도록 구성된 경계선 검출 유닛; 화상에서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산출하도록 구성된 파라미터

산출 유닛; 및 경계선의 파라미터와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동 영역 내에서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도록 구

성된 위치 자세 산출 유닛을 구비하는 이동 로봇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은,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 이동 영역 내의 소정의 위치에 있는 마커의 위치 데이터,

마커의 식별 데이터 및 이동 영역 내에서 마커에 인접한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식별 데

공개특허 10-2006-0129960

- 6 -



이터에 기초하여 화상으로부터 마커를 검출하고; 화상으로부터 마커에 인접한 경계선을 검출하고; 화상 내에서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및 경계선의 파라미터 및 위치 데이터 기초하여, 이동 영역 내에서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

하는 것을 구비하는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는 방법을 또한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은, 로봇의 이동 영역 내에 배치된 마커를 또한 제공하며, 그 마커는 로봇에 의하

여 검출되며, 로봇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복수의 발광 소자; 및 마커의 식별 데이터로서 소정의 간격 혹은 소정의 순서로 복수의 발광 소자를 발광하게 구동하도록

구성된 구동 유닛을 구비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에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발광 패턴에 의해 식별가능한 마커 및 그 마커에 인접한 경계선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상으로

부터 검출한다. 그 경계선과 미리 메모리에 저장된 맵 데이터(마커 및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장치(이동 로봇)

의 위치 및 자세가 산출된다.

마커는, 로봇이 그의 위치와 자세를 산출할 수 있는 이동 영역 내의 소정의 위치에 배치된 표지이다. 경계선은 마커에 인접

한 선이며, 이것은 이동 영역의 내부를 복수의 대상물(영역)로 분할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이동 로봇(100)의 블록도이다. 도 1 에서, 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로서, 이동 로봇

(100)은 작동 제어 유닛(101), 이동 제어 유닛(102), 카메라 방향 제어 유닛(103),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 및 위치측정

유닛(110)을 구비한다.

또한, 주 하드웨어 구성요소로서, 이동 로봇(100)은 카메라(105), 거리 센서(106), 주행거리 측정기(107), 터치 패널

(touch panel, 108) 및 맵 데이터 메모리(120)을 구비한다.

마커(130)는 미리 이동 로봇(100)의 이동 영역 내에 배치되고, 이동 로봇(100)에 의하여 검출되며, 이동 로봇(100)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커(130)는 이동 영역 내의 바닥과 평행한 경계선, 예를 들어 벽과 천장 사이의 경

계선, 바닥과 그 바닥 상에 설정된 대상물 사이의 경계선, 복수의 대상물을 분할하는 경계선에 인접하게 설정된다.

마커(130)는 단지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검출되고 그의 위치와 식별을 특정화하는 구성요소와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마

커(130)는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며, 외관이 좋지 않게 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작동 제어 유닛(101)은, 이동 로봇(100)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동 제어 유닛(102), 카메라 방향제어유닛(103), 맵

데이터 생성유닛(104), 위치측정유닛(110), 카메라(105), 거리센서(106), 주행거리 측정기(odometry, 107) 및 터치 패널

(108)의 프로세싱을 제어한다.

이동 제어 유닛(102)은, 위치 측정 유닛(110)에 의하여 산출된 (이동 로봇의)위치 데이터를 참조함으로써 이동 기구(도시

되지 않음)의 작동을 제어한다. 이동 기구는 예를 들어, 바퀴 및 바퀴를 구동하는 바퀴 구동 모터이다.

카메라 방향 제어 유닛(103)은, 카메라(105)가 마커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105)의 광축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동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제어한다.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이동 영역 내에서 (벽과 같은) 대상물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거리 센서(106) 및 주행거리 측

정기(107)를 사용하여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맵 데이터 메모리(120)에 저장되는)맵 데이터를 생성한다.

카메라(105)는 화상을 촬영하기 위한 촬상장치이며, 이것은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카메라(105)는, 복

수의 촬상장치로 구성될 수도 있어서, 복수의 촬상장치에 의하여 촬영된 화상으로부터 대상물의 (위치를 포함하는) 정보를

검출한다. 카메라(105)는 CCD(Charge Coupled Device)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촬상장치일 수 있다. 마커

(130)가 적외선 LED를 갖는다면, 카메라(105)는 적외선을 검출하는 촬상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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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센서(106)는 장치(이동 로봇)로부터 주변의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검출하며, 초음파 센서와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임의의 센서일 수 있다. 주행거리 측정기(107)는 이동된 거리에 기초하여 이동 로봇(100)의 위치를 계산한다. 거리는,

예를 들어, 바퀴의 회전에 의하여 측정된다. 터치 패널(108)은 맵 데이터를 표시하고, 손가락 혹은 특정 펜을 가지고 사용

자가 터치함으로써 지시된 데이터의 입력을 수신한다.

위치 측정(localization) 유닛(110)은 이동 로봇(100)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며, 마커 검출 유닛(111), 경계선 검출 유닛

(112), 파라미터 산출 유닛(113) 및 위치 자세 산출 유닛(114)을 구비한다.

마커 검출 유닛(111)은 카메라(105)에 의하여 촬영된 화상을 얻으며, 화상으로부터 마커(130)를 특정하게 식별하기 위한

식별 데이터 및 마커(130)의 위치 데이터(3차원 좌표)를 검출한다.

경계선 검출 유닛(112)은 (이동 로봇(100)의) 이동 영역을 복수의 대상물(영역)로 분할하는 선들을 검출하며, 그 선들로부

터 (마커 검출 유닛(111)에 의해서 검출되는) 마커(130)에 인접하는 선을 선택한다.

파라미터 산출 유닛(113)은 화상에서 (경계선 검출 유닛(112)에 의하여 검출되는) 경계선의 (위치와 기울기를 포함하는)

파라미터를 산출한다.

위치 자세 산출 유닛(114)은 (파라미터 산출 유닛(113)에 의하여 산출되는)경계선의 파라미터에 포함되는 기울기에 기초

하여, 이동 영역의 평면(바닥) 상의 경계선에 수직 하는 선으로부터 (이동 로봇(100)의) 회전각을 산출한다. 또한, 위치 자

세 산출 유닛(114)은 (맵 데이터 메모리(120) 내에 미리 저장된) 마커(130)의 위치 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회전각 및 높이

에 기초하여, 마커(130)로부터 (이동 로봇(100)의) 상대 위치를 산출한다.

맵 데이터 메모리(120)는 (이동 로봇(100)의)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 이동 영역 내의 마커의 위치 데이터 및 마커에 인접

하는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를 상응하여 저장한다. 맵 데이터 메모리(120)는, 이동 로봇(100)의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는

경우에 위치 자세 산출 유닛(114)과 관련된다.

도 2 는 맵 데이터 메모리(120) 내에 저장된 맵 데이터의 일 예이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맵 데이터는 장애물(벽) 때

문에 로봇이 이동할 수 없는 영역(203), 마커(130)가 존재하는 마커 영역(202) 및 마커 영역(202)에 인접한 경계선 영역

(201)을 포함한다. 도 2에서, 맵 데이터는 (상부로부터 보여지는) 이동 영역의 평면으로서 표시된다.

다음, 이동 로봇(100) 및 마커(130)의 예들이 설명된다. 도 3 은 이동 로봇(100)의 일 예의 개략도이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로봇(100)은 두 개의 촬상장치를 갖는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105), 초음파에 의

해 거리를 검출하는 5 개의 거리 센서(106), 터치 패널(108) 및 바퀴(301)을 포함한다. 또한, 이동 로봇(100)은 바퀴(301)

의 회전각을 검출함으로써 이동 로봇(100)의 자세를 산출하는 주행거리 측정기(107, 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바퀴(301, 오른쪽 바퀴 및 왼쪽 바퀴)는 각각 구동한다. 오른쪽 바퀴 및 왼쪽 바퀴를 구동하는 두 개의 모터를 제어함으로

써, 이동 로봇(100)은 직선 및 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다. 카메라 방향 제어 유닛(103)에 의하

여, 카메라(105)의 광축은 (상부 및 하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소정의 각도에서 카메라 경사 회전각(camera tilt rotation

angle, 311)으로 회전하며, (오른쪽 방향 및 왼쪽 방향 주위를 회전하도록) 소정의 각도에서 카메라 팬 회전각(camera

pan rotation angle,312)으로 회전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카메라(105)의 광축은 마커(130)를 향할 수 있다.

또한, 마커(130)를 탐색하는 경우, 더 넓은 영역으로부터 탐색을 하기 위하여, 헤드부 전체가 헤드부-수평 회전축(313) 주

위로 회전함으로써, 두 개의 촬상장치가 오른쪽 방향 및 왼쪽 방향 주위로 동시에 회전될 수 있다.

도 4a 및 4b 는 마커(130)의 구성요소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4a 및 도 4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커(130)는 방사 LED

(401), 구동 회로(402), LED 광 확산 커버(403), 배터리(404) 및 케이스(405)를 포함한다.

방사 LED(401)는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방사시키는 LED(Light Emitting Diode)이다. 마커(130)는 복수의 방사 LED

(401)를 포함한다.

구동 회로(402)는 소정의 간격 혹은 소정의 순서로 복수의 LED가 방사하게 한다. 방사 패턴은 마커(130)를 특정하게 식별

하도록 식별 정보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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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 확산커버(403)는 LED(401)로부터 광을 확산하여, 로봇(100)의 카메라(105)에 의하여 촬영된 화상으로부터 마커

가 쉽게 검출되게 한다.

배터리(404)는 LED(401) 및 구동 회로(402)로 전력을 공급한다. LED 광확산 커버(403)를 갖는 케이스(405)는 LED

(401), 구동 회로(402) 및 배터리(404)를 수용한다.

도 5a 및 도 5b 는 도 4a 및 도 4b 내의 마커(130)의 발광 패턴의 예를 보여준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LED

(401)는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방향의 순서로 각각 방사된다. 또한, 도 5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LED는 상부의 반

및 하부의 반 혹은 오른쪽 반 및 왼쪽 반을 변경하면서 방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로봇이(100)이 발광 패턴을 인지하기 위하여 각 마커(130)에 발광패턴을 다르게 할당함으로써, 마커

(130)는 복잡한 환경에서 특정하게 식별될 수 있다. 발광 패턴은 식별 정보로 불린다.

이 발광 패턴을 예로서 도시한다. 소정의 간격 혹은 소정의 순서로 복수의 LED를 방출함으로써, 발광 패턴이, 마커(130)를

특정하게 식별하는 식별 정보로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발광 패턴은 사용될 수 있다.

도 6 은 마커(130)의 다른 구성요소의 예를 보여준다. 도 6 에서, 마커(130)는 적외선 LED(601), 구동 회로(402), LED광

확산커버(603), 배터리 (404) 및 케이스(405)를 포함한다.

적외선 LED(601)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LED이다. LED광 확산커버(603)는 적외선 LED(601)로부터 방사된 적외선을 확

산한다. 다른 구성요소는 도 4와 동일하며, 그 설명은 생략한다.

사용자는 적외선 LED(601)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생활에 어려움은 없다. 또한, 기울

기를 갖는 LED(601)을 설치하고 그 LED(601) 위에 커버(603)를 설치함으로써, 적외선은 마커(130)의 주위 영역으로 확

산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커(130) 및 주변 경계선은 어두운 환경에서 검출될 수 있다.

도 7은 도 6의 마커(130)의 조명영역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외선 LED를 포함하는 마커(130)는

벽과 천장 사이의 경계선(703)에 인접하여 배치되며, 적외선은 마커(130)의 주변 영역(701)으로 조명된다. 따라서, 경계

선(703)이 검출될 수 있다.

다음, 이동 로봇(100)의 자율 이동 프로세싱의 일 실시예가 설명된다. 도 8 은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로봇(100)의 자율 이

동 프로세싱의 흐름도이다.

먼저, 이동 로봇의 초기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위치 및 자세의 산출 과정이 실행된다(S801). 산출 과정의 상세

는 이후에 설명된다.

다음, 이동 제어 유닛(102)은 (위치 및 자세의 산출 과정에 의하여) 이동 로봇(100)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맵 데이터 메모

리(120)에 저장된 맵 데이터에 기초하여 목적지(목적 장소)로의 이동 경로를 생성한다(S802).

다음, 이동 제어 유닛(102)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 기구를 제어한다(S803). 이동 중에, 작동 제어 유닛(101)은 거리

센서에 의하여 장애물이 경로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S804).

장애물을 검출한 경우(S804에서 '예'인 경우), 이동 제어 유닛(102)은 이동 기구를 제어하여 경로로부터 시프트하여 장애

물을 피하도록 한다(S805). 또한, 경로로부터의 시프트량을 고려함으로써, 이동 제어 유닛(102)은 경로를 갱신하여 생성

한다(S806).

장애물을 검출하지 않은 경우(S804에서 '아니오'인 경우), 맵 데이터 메모리(120)내에 저장된 마커(130)의 위치 데이터를

참조함으로써, 이동 제어 유닛(120)는 로봇(100)이 마커(130)에 인접한 위치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마커(130)에 인접한 위치에 도달한 경우(S807에서 '예'인 경우), 위치 및 자세의 산출과정은 다시 실행된다(S808). 또한,

산출된 위치 및 자세를 고려함으로써, 이동 제어 유닛(102)은 경로를 갱신하여 생성한다(S809).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하

는 동안 경로로부터의 시프트를 수정함으로써, 로봇(100)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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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130)에 인접하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S807에서 '아니오'인 경우), 이동 제어 유닛(102)은 로봇(100)이 목적지에 도

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810).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S810에서 '아니오'인 경우), 이동 과정은 반복 된다(S803).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S810에

서 '예'인 경우), 자율 이동 프로세싱이 완성된다(S810).

다음, 위치 및 자세의 산출 과정(S801,S808)이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9 는 위치 및 자세의 산출의 상세한 과정의 흐름도

이다.

먼저, 이동 제어 유닛(102)은 이동 기구가 마커(130)의 관찰가능 위치로 이동하도록 제어한다(S901). 다음, 카메라 방향

제어 유닛(103)은, 카메라(105)가 촬영 방향을 마커(130)로 돌리도록 제어한다.

다음, 마커 검출 유닛(111)은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마커(130)의 검출 과정을 실행하고, 마커(130)가 검출되었는지의 여부

를 판단한다(S903). 마커(130)의 검출에 대하여는, 컬러 검출, 패턴 검출, 점멸 주기 검출 혹은 점멸 패턴 검출과 같은 모

든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도 10a, 도 10b 및 도 10c 는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마커(130)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10a에서, 격자 지점(1001)이

하나의 화소이다. 예를 들어, 화상으로부터 (카메라 위치를 벗어난) 마커(130)를 검출하는 경우, 도 10a 는 노이즈 혹은 조

사 상태 때문에 화소가 부분적으로 깨진 마커(130)의 검출 상태를 보여준다.

더욱이, 깨진 이웃 화소(2 개이상)가 마커(130)의 일부분인 경우, 도 10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커(130)의 화소 영역(이

후, 마커 화소 영역이라 함)은 영역 조합(깨진 화소는 마커(130)의 일부분으로 설정함) 및 분리 지점 소거(분리된 지점은

마커(130)로부터 소거된다)을 사용하여 얻는다. 도 10b 에서, 왼쪽 상부 코너(1002), 오른쪽 상부 코너(1003), 왼쪽 하부

코너(1004) 및 오른쪽 하부 코너(1005)에 의하여 둘러싸인 사각형 영역은 마커 화소 영역으로서 특정된다.

도 10c 는 벽과 천장 사이의 경계선(1007)과 접촉하는 상부 변을 갖는 마커(1006)의 위치 상태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 경

계선 검출 유닛(112)은 왼쪽 상부 코너(1002) 및 오른쪽 상부 코너(1003)를 통과하는 선을 경계선으로써 검출한다. 이러

한 방법에서, 왼쪽 상부 코너(1002), 오른쪽 상부 코너(1003), 왼쪽 하부 코너(1004) 및 오른쪽 하부 코너(1005)의 정보

는 경계선 검출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경계선의 검출 과정은 이하에서 설명된다.

마커(130)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S903이 '아니오'인 경우), 이동 제어 유닛(102)은 카메라의 마커 관찰가능 위치를 변경하

여(S908), 카메라의 방향전환 과정을 반복한다(S902).

마커(103)를 검출한 경우에는, 마커 검출 유닛(111)은 화상의 중심에 마커(130)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904).

화상의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S904에서 '아니오'의 경우), 카메라(105)의 촬영 방향이 화상의 중심에 마커가 배치되

도록 하기 위하여, 카메라의 방향전환 과정은 반복된다(S902).

화상의 중심은 렌즈 왜곡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커(130)를 화상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것에 부가하여, 마

커 위치(경계선 위치)의 검출 정확성이 증가한다.

화상의 중심에서 마커(130)을 검출하는 경우(S904에서 '예'인 경우), 경계선 검출 유닛(112)은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마커

(130)을 통과하는 경계선을 검출한다(S905). 이후, 경계선의 검출의 상세한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카메라 화상에 에지(edge) 검출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에지들이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검출된다. 에지는 화상 상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의 경계선이다. 또한, 에지에 허프 변환(Hough Transformation)을 실행함으로써, 에지가

배열되는 직선이 검출된다.

다음, 마커에 인접하여 통과하는 경계선은 그 검출된 직선으로부터 검출된다. 이러한 경우에, 마커에 인접하여 통과하는

경계선은 마커 화소 영역을 통과하며 가장 많은 에지들을 갖는 선이다.

도 10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왼쪽 상부 코너(1002), 오른쪽 상부 코너(1003), 왼쪽 하부 코너(1004) 및 오른쪽 하부 코너

(1005)를 사용함으로써, 경계선 검출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10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커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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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1006)이 벽과 천장 사이의 경계선(1007)과 접촉한다면, 각각이 왼쪽 상부 코너(1002)와 오른쪽 상부 코너(1003)를 통

과하는 직선들에서, 마커 화소 영역으로 통과하고 가장 많은(the most) 에지들을 갖는 직선이 경계선으로서 선택된다. 이

방법에서, 마커 위치에 기초하여 경계선을 검출함으로써, 경계선은 간단한 과정으로 확실하게 검출될 수 있다.

경계선의 검출 과정(S905)을 실행한 후에, 경계선 검출 유닛(112)은 경계선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S906). 경

계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S906에서 '아니오'의 경우), 이동 제어 유닛(102)은 카메라의 마커 관찰가능 위치를 변경하고

(S908), 카메라의 방향전환 과정(S902)을 반복한다.

경계선을 검출하는 경우(S906에서 '예'인 경우), 파라미터 산출 유닛(113)은 카메라 화상 상에서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산

출한다(S907). 파라미터로서, 화상 상에서 경계선의 기울기 "a" 가 산출된다. 경계선으로부터 두 지점을 추출함으로써, 두

지점의 X-좌표 사이의 차를 "dxd" 및 두 지점의 Y-좌표 사이의 차를 "dyd" 라고 가정한다. 경계선의 기울기 "a" 는

"a"=dyd/dxd"로서 산출된다.

다음, 로봇(100)의 위치/자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계(S909 내지 S911)의 프로세싱이 실행된다.

도 11은 로봇(100)의 위치/자세의 산출에 사용되는 좌표계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X 축 및 Y 축은,

로봇(100)이 이동하는 평면상에 존재하고, X 축은 벽의 하나의 면과 평행하다. 기준점(O)은 카메라 초점이며, 또한 기준점

(O)을 중심으로 하는 카메라의 광축은, 평면상에서 벽의 일면에 수직하는 직선으로부터의 각이 θ이고, 평면으로부터의 높

이는 φ 인 방향으로 방향전환 한다. 또한, 마커(130)의 좌표를 Pm(Xm,Ym,Zm)이라 하고, 마커(130)로부터 기준점(O)까

지의 거리를 D, 경계선을 P(X,Y,Z), 및 카메라 화상으로의 경계선의 투사점(P)을 Pd(Xd,Yd)라고 한다.

로봇(100)의 위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마커(130)로부터 기준점(O,로봇(100)의 배치지점)의 상대 위치, 즉 (Xm,Ym,Zm)이

산출되어야만 한다. 또한 로봇(100)의 자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θ 및 φ 가 산출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φ 는 카메라 경사

회전 방향 주위의 회전각과 동일하다. 따라서, φ 만이 산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위치 자세 산출 유닛(114)은 경계선의 파라미터를 기초로 하여 이동 로봇(100)의 회전각(θ)을 산출한다(S909). 회

전각(θ)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먼저, 경계선 P(X,Y.Z)의 좌표를 스크린 좌표계로 변환한 선을 P'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의 식 1이 실현된다. 수학식

1에서, R(x,θ)은 X 축 주위의 θ 회전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R(y,θ)는 Y 축 주위의 θ 회전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또한, Pd 는 P' 및 투사 매트릭스 A를 사용하여, 다음의 수학식 2로 나타내어진다.

( 는 P 의 확장벡터를 나타낸다)

수학식 2에서, Pd(Xd,Yd)는 X,Y,Z,θ 및 φ 를 사용하여 나타내진다. 투사 매트릭스 A 가 카메라 초점거리 f를 사용하여 다

음의 수학식 3으로서 표현되는 경우, 화상 상의 경계선의 기울기 "dyd/dxd" 는 다음의 식 4에 의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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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에 의하여 산출된 기울기는 화상 프로세싱에 의하여 검출된 경계선의 기울기 "a" 와 동일하다. 따라서, 다음의 식

5가 실현된다.

다음, 마커(130)는 카메라의 중앙에 배치된다. 따라서, Pm(Xm,Ym,Zm), D, θ 및 φ 는 다음의 수학식 6으로서 나타내진

다.

기울기 "a" 및 각 "φ" 의 값은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식 5 및 6을 사용함으로써, 이동 로봇(100)의 자세의 각 "θ"가 산출될

수 있다.

다음, 위치 자세 산출 유닛(114)은 (S909에서 산출된) 회전각과 마커(130)의 높이에 기초하여 로봇(100, 카메라 위치)으

로부터 마커(130)까지의 거리(D)를 산출한다(S910). 마커(130)의 위치 데이터로서, 맵 데이터 메모리(120)의 평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데이터(Zm)를 미리 저장함으로써, 거리(D)가 수학식 6을 사용하여 산출될 수 있다.

카메라(105)가 스테레오 카메라인 경우, 마커(130)까지의 거리(D)는 입체적 관측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천장까지의 높이 데이터(Zm)를 미리 저장하고 거리(D)를 산출할 필요가 없다.

다음, 위치 자세 산출 유닛(114)은 (S909에서 산출된) 회전각(θ)과 (S910에서 산출된) 거리(D)에 기초하여, 마커(130)로

부터 로봇(100)의 상대위치(Xm,Ym,Zm)를 산출한다. 수학식 6에 거리(D), 회전각(θ), (공지된 값인) 높이(φ)를 대입함으

로써, 상대 위치(Xm,Ym,Zm)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 실시예의 이동 로봇(100)의 맵 데이터 생성 과정이 설명된다. 맵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자율 이동을 실행하기 전에,

로봇(100)은 자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 영역의 맵 데이터를 생성하고, 맵 데이터 메모리(120)에 맵 데이터를 저장한

다.

도 12 는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로봇(100)의 맵 데이터 생성 과정의 흐름도이다. 먼저, 이동 제어 유닛(102)은 이동 기구

를 제어하여 로봇이 벽에 인접하게 이동하도록 한다(S1201).

다음, 이동 제어 유닛(102)은, 벽으로부터의 고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벽을 따라서 로봇(100)을 이동시킨다(S1202). 이동

중에,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주행거리 측정기(107) 및 거리 센서(106)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맵 데이터를 생성

한다(S1203).

다음, 이동 제어 유닛(102)은 로봇(100)이 이동 영역을 이동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동 영역을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

는(S1204에서 '아니오'인 경우), 이동 프로세싱이 계속적으로 실행된다(S1202). 이동 영역을 이동한 경우(S1204에서 '예'

인 경우)에는, 작동 제어 유닛(101)은 터치 패널(108)의 스크린상에 생성된 맵을 표시한다(S1205).

도 13은 맵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로봇(100)의 이동 궤적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봇(100)은, 두

개의 마커(130)가 배치되어 있는 이동 영역의 벽을 따라서 이동되고, 그 로봇(100)의 이동 궤적이 점선(1301)으로서 나타

내진다.

그런 이동 궤적으로부터 생성된 맵 데이터는 도 2에 도시된 맵이다. 터치 패널(108)의 스크린은 도 2에 도시된 맵을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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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05에서 생성된 맵을 표시한 후에, 작동 제어 유닛(101)은 터치 패널로부터 마커 위치의 사용자 입력을 수신한다

(S1206). 다음,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벽과 같은) 대상물을 분할하는 선이 마커(130)에 인접하게 존재하는지의 여

부를 결정한다(S1208). 선이 존재하면(S1208에서 '예'이면),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마커(130)에 대응하는 경계선으

로서의 선을 맵 데이터에 부가한다(S1209).

도 14a 및 도 14b 는 마커(130)에 인접하는 선의 검출 과정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14a 및 도 14b에서, 도 2 에 도시된 맵

데이터가 확대된다.

사용자가 맵 상에서 하나의 격자지점(1401)을 가리키면(S1206),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맵 데이터로부터 격자지점

(1401)을 중심으로 하는 (고정된 수의) 격자들의 윈도(1402)를 추출한다. 다음,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윈도우

(1402)로부터 로봇(100)을 위한 이동가능 영역 및 이동 불가능 영역 사이의 경계영역(1403)을 추출한다. 경계 영역

(1403)의 위치에 기초하여,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경계선(1404)를 산출하고, 그 경계선

(1404)을 맵 데이터에 부가한다(S1209).

그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S1208에서 '아니오'인 경우), 작동 제어 유닛(101)은 터지 패널(108)로부터 경계선 위치의 사

용자 입력을 수신한다(S1210). 간단하게 말하면, 마커(130)의 인접 영역으로부터 대상물(벽)을 분할하는 선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수동 작동에 의하여 경계선을 입력할 수 있다. 다음, 맵 데이터 생성 유닛(104)은 경계선의 위치 데이

터를 맵 데이터에 부가한다(S1211).

경계선 위치를 맵 데이터에 부가한 후에(S1209, S1211), 작동 제어 유닛(101)은 마커 위치 및 경계선 위치의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1212). 모든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S1212에서 '아니오'인 경우)에는, 마커 위치의

입력이 다시 수신되고 부가 프로세싱이 반복된다(S1206). 모든 입력이 완료된 경우(S1212에서 '예'인 경우)에는, 맵 데이

터 생성 과정이 완료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이동 로봇(100)에서,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된 화상으로부터, 발광패턴 및 마커에 인접한 경계선에 의하

여 식별할 수 있는 마커가 검출된다.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 경계선 및 맵 데이터(마커 및 경계선의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

여, 로봇(100)의 위치 및 자세가 산출된다. 따라서, 비록 적은 수의 마커가 이동 영역 내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로봇

(100)의 위치 및 자세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은 개수의) 마커는 이동 영역 내에 쉽게 설정되며 이동

영역의 외관을 좋게 한다.

또한, 스크린에 표시된 (로봇(100)에 의하여 생성된) 맵 상에서, 맵 데이터는 (적은 수의) 마커의 위치 데이터를 가리킴으

로써 수동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마커의 좌표 및 실내형 맵의 입력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결국, 맵 데이터 생성

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이 감소 될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들에서, 그 프로세싱은 컴퓨터 실행 프로그램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판독가능

메모리 장치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 실시예들에서, 자기 디스크, 플렉시블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디스크(CD-ROM, CD-R, DVD 등) 혹은 광자기 디스크

(MD 등)와 같은 메모리 장치가, 프로세서 혹은 컴퓨터가 상술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

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장치로부터 컴퓨터로의 설치된 프로그램의 지시에 기초하여, 컴퓨터 상에서 작동하는 OS(operation

system),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혹은 네트워크와 같은 MW(middleware software)는 실시예를 실현하도록

각 프로세싱의 일부분을 실행할 수도 있다.

또한, 메모리 장치는 컴퓨터로부터 독립적인 장치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LAN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메모리 장치는 하나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실시예의

프로세싱이 복수의 메모리 장치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에, 복수의 메모리 장치가 메모리 장치에 포함될 수도 있다. 장치

의 구성요소는 임의로 구성될 수도 있다.

컴퓨터는 메모리 장치 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시예의 각 프로세싱 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컴퓨터는 퍼스널 컴

퓨터와 같은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으며 또는 복수의 프로세싱 장치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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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컴퓨터가 정보 프로세서, 마이크로컴퓨터 등 내의 프로세싱 장치를

포함하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장

치를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 로봇 및 그 이동 로봇의 위치를, 환경 내에서 마커를 검출함으로써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이 제공

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로봇의 블록도.

도 2 는 도 1의 맵 데이터 내에 저장된 맵 데이터의 개략도.

도 3 은 이동 로봇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4a 및 도 4b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커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5a 및 도 5b 는 도 4a 내의 마커의 발광 패턴의 개략도.

도 6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커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7 은 마커의 조명 영역의 개략도.

도 8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로봇의 자율 이동 프로세싱의 흐름도.

도 9 는 도 8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과정의 흐름도.

도 10a, 도 10b 및 도 10c 는 카메라 화상으로부터 검출된 마커의 개략도.

도 11 은 이동 로봇의 위치 및 자세의 산출에 이용되는 좌표 시스템의 개략도.

도 1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맵 데이터 생성과정의 흐름도.

도 13 은 맵 데이터 생성과정에서의 이동 로봇의 이동 궤적도.

도 14a 및 도 14b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커에 인접하는 경계선의 검출과정의 개략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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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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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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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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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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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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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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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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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0c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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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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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a

도면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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