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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 서비스 로봇의 사람 따라다니기는 로봇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람과 협력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 기술이다. 기존 연구는 환경의 동적 변화에 대한 견고성이 떨어지고 따라다니던 중 목표 대상을 잃

었을 때의 궤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RGB-D 카메라가 탑재된 상용 서비스 로봇 플

랫폼에 확장성과 견고성을 갖는 사람 추적 및 따라다니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딥

러닝 방식의 고성능의 지각 능력과 변분 베이지안법을 이용한 지속적이고 견고한 사람의 궤적 예측을 능

력을 포함한다. 딥러닝 모듈은 동적인 가정 환경 내에서의 충돌 회피와 함께 목표 대상을 학습하고 탐지

하여 따라다닐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변분 베이지안 기법은 목표 대상을 잃어 버렸을 때 궤적 예측

을 통해 이후 따라다니기 복귀를 위해 로봇이 이동해야하는 궤적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RoboCup@Home 2017 소셜 표준 플랫폼 대회 (Social Standard Platform League (SSPL))에 적용되었으

며 강력한 기능과 원활한 사람 따라다니기 능력을 입증하였다.  

 

1. 서  론 

로봇의 사람따라다니기 연구[1]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매년 로봇 경쟁 대회 

[2]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로봇에게 해당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연구자들은 사람의 

특징점을 포착하고 사람을 탐지 및 추적하는 비전 

기술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 추적에 SIFT[3], 

ORB[4] 및 템플릿 매칭[5]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조명, 객체의 변화 및 센서 오류에 

취약함이 존재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다른 접근법으로 연구자들은 

로봇에 다른 센서(스테레오 카메라, 레이저 센서, 

초음파 센서 및 열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첫번째로 레이저 센서 기반의 연구가 제안되었고[6], 

열 감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도와 같은 실내 환경에서 

사람을 추적[7]하고 사람의 여백을 탐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주어진 상황이외에 

상황에서 각 센서가 지니는 자체적인 제한(더운 

환경에서 열 감지 실패, 햇빛으로 인한 센서 오류) 

때문에 적용가능 범위는 넓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의 GPU 연산을 이용한 실시간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 성능을 높인 지각 모듈과 

로봇 플랫폼에 일반적으로 채택 가능한 ROS (Robot 

Operating System)를 사용하여 가정 환경에서 홈 

서비스 로봇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수 있는 

로봇 구동 모듈, 그리고 더 나아가 목표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궤적 예측이 가능한 예측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을 제안하고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사람 관련 정보 인식 모듈 및 로봇 구동 모듈 

해당 모듈은 RoboCup@Home SSPL에 사용되었던 

시스템 1으로 모바일 소셜 서비스 로봇을 위한 견고한 

통합 인식-행동-학습 시스템[8]이다. 각 모듈은 

다양한 정보 인식 (사물, 위치, 신원, 활동, 음성인식 

등)에서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고 로봇이 제공 가능한 

소셜-서비스 기능 2 을 구현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에 맞추어 로봇의 구동이 가능한 로봇 구동 

모듈을 사용하여, 사람이 카메라에 존재할 때 견고한 

사람따라다니기를 수행한다. 

2.2 대상 목표 궤적 예상 모듈 

딥러닝 기반의 사람 정보 인식 모듈을 활용하면, 

로봇의 시야에 존재하는 목표 대상을 지속적으로 

1 https://github.com/soseazi/pal_pepper 
2 https://goo.gl/Pxnf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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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로봇 구동 모듈의 역학 

구동 및 네이게이션 구동의 자동적 전환으로 그림 1과 

같이 충돌 회피와 함께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따라다니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람따라다니기에서 더 나아가 그림 2와 같이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에 로봇이 목표 

대상을 잃어버렸 때의 문제를 다룬다.  

해당 문제는 단순 인식의 실시간성과 견고함뿐만 아

니라 목표 대상을 놓쳤을 때 대상이 어디에 있을지 예

측을 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변분 베이지안 선형회귀 (variational Bayesian linear 

regression(VBLR))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전체 과정을 Target Trajectory Prediction (TTP)이

라 지칭한다. 

TTP의 과정은 먼저 식별된 목표 대상의 검출 경계 상

자에서 대상의 궤도 (좌표)를 0.2 초마다 지속적으로 기

록한다. 기록된 궤도의 역사는 다음 VBLR을 활용하여 

목표 대상의 궤도를 학습하고 예측한다. 

VBLR은 고차원의 희소 선형회귀 모델이다. 입력은 궤

적의 좌표 x = x1:N, y = y1:N 그리고 가중치 벡터 w로 구

성되어있다. 

해당 모델의 우도(likelihood)값은  

 

으로 계산 가능하며, 이는 미지의 σ값의 표준편차를 

갖는 독립동일분포(iid) 가우시안 노이즈가 적용되어 

있다. w와 σ의 사전확률(prior)는 정규 역-감마의 

켤레로 

σ의 사전확률은 영-평균 정규분표 w의 분산 σ-1로 

나타난다. 

이후 변분 베이지안의 사후(posterior) 확률의 계산은,   

처럼 이루어지며, 파라미터 a0=1e-2, b0=1e-4, c0=1e-

2, d0=1e-4로 초기화 후 각 파라미터 wn, an, bn, cn, 

dn을 함수 L(·)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최대화하여 갱신[9] 한다.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상-

하한계 궤적 후보는 목표 대상이 존재할 궤적 가능성을 

나타난다. 

  
 

3.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Softbank Pepper로 하드웨어 

사양은 Pepper Wiki3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된 센서는 

RGB 카메라, Xtion 카메라, 레이저 센서 및 범퍼를 사

용하였다. 딥러닝 모듈 사용을 위해 Ubuntu 14.04 

(ROS Indigo) 기반 12GB 메모리 PASCAL GPU가 장착

된 서버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모든 프로세스를 처리

하는 데는 약 6GB의 메모리만 필요로 하였다. 서버와 

로봇 간의 인식 및 구동 결과 통신을 위해 5GHz Wi-Fi

를 사용하였다. 

3.1 로봇이 목표 대상을 잃어버렸을 시 복구 실험 

그림 2와 같은 상황에서 로봇이 대상 목표를 잃어버

렸을 때 이에 대한 복구 메커니즘 구동이 가능한 TTP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 가능한 2가지 방법인 

모멘텀 방법과 최대우도방법을 추가 구현하여 그 성능

을 비교하였다.  

먼저 모멘텀 방법은 지난 몇 개의 궤도 좌표를 이용

하여 그 운동량을 활용하여 미래 좌표를 예측한다 (그

림 3-a, d). 점선 호는 계산에 사용된 과거 좌표에 따라 

그 변화폭을 나타내는데, 이는 목표 대상의 마지막 좌표

에 매우 강한 의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방법으로 예측한 궤도는 목표 대상 근처까지 

3 https://en.wikipedia.org/wiki/Pepper_(robot) 

그림 1. 가정환경에 사람의 궤적(빨간색)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로봇이 따라다니는 것(파란색)을 볼 수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 상자는 장애물을 나타내며, 로봇이 충돌 회

피를 하며 목표 대상을 따라 다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가정환경에서 로봇이 목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  

A: 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해당 방향으로 꺾었음을 알 수 있

는 상황; B: 왼쪽으로 꺾어 완전히 대상 목표를 잃어버린 상황 

792

2018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 IP: 147.46.216.*** | Accessed 2018/08/17 22:27(KST)



도달하지도 못하였다.  

두번째 방법인 최대 우도 방법은 통계에서 잘 알려진 

우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궤도의 역사가 나타내는 데이터의 일

반적인 추세(그림 3-b, e)를 제공 가능하기에 로봇이 외

부까지 도달하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예측된 지점

에 도달 한 후, 목표 대상을 재발견하는데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었다.  

마지막 VBLR을 이용하는 TTP 방법(그림 5-c, f)은 궤

도의 하한과 상한이 목표 위치를 거의 포함하는 좌표를 

예측한다. 나아가 최적의 궤도 역사 크기를 학습할 수 

있다면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2 토의 

본 논문은 홈서비스 로봇이 가정에서 견고하게 목표 

대상을 따라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 존재하

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을 잃어버리더라도 대상을 다

시 따라 다닐 수 있는 복구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프레임워크는 실시간성과 높은 인식 성능의 딥러닝 

방법을 체택하여 견고한 따라다니기, 충돌 회피가 가능

하며, 변분 베이지안 예측 방법을 적용하여 목표의 궤도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론의 우수성이 증명되었으며,  

본 방법론이 적용된 홈 서비스 로봇이 사람을 유연하게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개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자

유로운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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