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VOL. 10, NO. 2, JUNE 2022 
 

사거리를 이용한 상향, 하향 계단 검출 방법 
 

1구본근, 2이하은, 3권혁민, 4유지현, 5이다호, 6김태훈 

 

 

Upward, Downward Stair Detection Method by using Obliq

ue Distance 
 

1*Bongen Gu, 2Haeun Lee, 3Hyeokmin Kwon, 4Jihyeon Yoo and 
5Daho Lee, 6Taehoon Kim 

 

 

요 약  
이동의 불편을 겪는 사람을 위한 휠체어 등 이동 보조 장치들이 전동화, 자동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 보조 장치는 평지 이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어 바닥 면의 높이가 

다른 계단 구간의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전동화, 자동화된 이동 보조 장치는 전방에 계단이 

있는 경우 이동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 또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적절한 시간 내 방향 전환 또는 정지하지 않으면 계단과 충돌 또는 구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거리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를 

측정하여 계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거리 측정을 

위해 센서를 기울이는 각도와 센서가 이동 보조 장치 등의 이동체에 설치되는 높이 등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평지일 때 사거리의 예측 값과 측정값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단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검출된 계단에 대한 정보가 

정보를 전동화, 자동화된 이동 보조 장치의 제어기에 제공되면 제어기가 적절한 제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 이동 보조 장치가 계단 구역 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Abstract 
Moving assistant devices for people who are difficult to move are becoming electric-powered and 

automated. These moving assistant devices are not suitable for moving stairs at which the height 

between floor surfaces is different because these devices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flatland 

moving. An electric-powered and automated moving assistant device should change direction or stop 

when it approaches stairs in a movement direction. If the user or automatic control system does not 

change direction or stop in time, a moving assistant device can roll over or collide with stai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tairs detection method by using oblique distance measured by one sensor tilted to 

flatland.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can detect upward or downward stairs by using a difference 

between a predicted and measured oblique distance in considering a tilted angle of a sensor for 

measuring an oblique distance and installation height of the sensor on a moving object. Before the 

device enters a stairs region, if our proposed method provides information about detected stairs to a 

device's controller, the controller can do adequate action to avoid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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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러 원인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휠체어 등 다양한 이동 보조 장치를 이용하고 있

다[1]. 기존의 이동 보조 장치는 사람의 힘이 이동을 위한 일차적 동력원이 되었지만, 모터와 배터

리 기술의 발달은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전동화 된 이동 보조 장치를 가능하게 하

였다. 또 이동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동화 된 이동 보조 장치에 센서 및 제어 기술

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다[2-4]. 

휠체어 등 바퀴의 회전을 통해 사람의 이동을 보조하는 대부분의 이동 보조 장치는 기본적으로 

평지에서의 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바닥 면의 높이 차이가 일정 이상이 되는 계단 등에서의 

이동에 제한이 있다[5]. 따라서, 이동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동하는 중에 계단이 있으면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수동 휠체어 결합 이동 보조 장치 개

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6]. 이 시스템은 계단 구간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와 결합이 되는 모듈형 

기기이다. 이것은 무한궤도형 메커니즘과 랜딩기어 등으로 구성된 기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필요에 따라 수동 휠체어에 결합 또는 분리된다. 이 시스템은 계단 구간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나 평지 이동의 효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동 휠체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므로 필요에 따라 휴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동 이동 보조 장치는 사용자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전동 이동 보조 장치들이 평지 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방에 계단 등 바닥 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검출하고, 정지 등의 적절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동 

이동 보조 장치는 계단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전동 이동 보조 장치가 상향 계단을 검출하

지 못하고 이동하면 계단과 보조 장치 간의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하향 계단을 

사전에 검출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

동 이동 보조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계단 검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7]은 적외선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계단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세 개의 적외

선 센서에서 측정한 거리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감지한다. 하지만 사람의 허리띠에 부착되어 

운용되므로 보행 동작에 의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그 위치가 계속 변하므로 이 시스템은 계

단 인식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또 구현된 시스템은 사람의 허리띠에 부착하

여 이용하기에 다소 클 것으로 판단된다 

[8]은 기계학습의 CNN 모델을 이용하여 계단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드

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CNN 모델에 적용하여 계단을 인식하며, 드론 진행 방

향 전방에 계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 회피를 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8]에서 사용한 

계단 인식 방법은 상행 계단 검출에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하행 계단 검출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사거리를 이용하여 계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사거리(oblique distance)는 거리 측정 센서와 바닥 면 사이에 경사각만큼 기울어진 사면을 

따라 측정 또는 계산한 거리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단 검출 방법은 센서를 정해진 각도만큼 

기울여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를 측정하고, 이 거리를 평지일 때 측정한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와 

비교하여 이동 방향 기준 전방에 출현하는 계단을 검출한다. 또, 본 본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측

정된 사거리와 평지일 때의 사거리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단을 결정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단 검출 방법은 각종 전동화 된 이동 보조 장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단 

출현 여부 및 계단의 상향 또는 하향 정보를 제어기에 제공할 수 있다. 전동화 된 이동 보조 장치

의 제어기는 계단 검출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계단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비상 정지, 자동 방향 전환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은 계단 인식 관련 연구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3 장은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사거리 기반 계단 인식 방법을 기술한다. 4 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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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방법을 주행 로봇에 적용하여 구현한 내용과 실험 결과를 기술하며, 5 장은 본 연구의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기술을 한다.  

 

 

Ⅱ. 관련 연구 
 

수동 휠체어 결합 이동 보조 장치는 계단 구간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에 결합하여 이동 보조

를 하는 무한궤도형 메커니즘과 랜딩기어 등으로 구성된 기기이다[6]. 기구의 후면에 설치된 랜

딩기어의 목적은 이 장치가 계단 구간 진입 시 상향 또는 하향을 위한 진입 각도를 확보하기 위함

이다. 이 시스템은 계단 구간에 진입한 이후부터 무한궤도의 회전 동작으로 이동한다. 이 기기는 

랜딩기어 동작 시작 지점을 판단하기 위해 거리 감지 센서를 이용하였다. 

[6]에서 제안한 기기는 무한궤도를 이용하여 계단 구간을 이동하므로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있

으며, 계단 구간 이동을 위한 결합형 보조 기기이므로 평지를 이동할 때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이동 보조 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동 이동 보조 장치가 계단 구간에 접근하기 전에 정지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계단 검

출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적외선 거리 센서를 이용한 계단 감지 시스템은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단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띠 부착형 장치이다[7]. 이 장치는 각도를 달리하여 부착된 세 개의 적

외선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전방에 출현한 계단을 감지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계단의 출현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치는 계단 인식을 위해 세 개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비교적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의 허리 부분에 부착하여 운용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보행 습관에 따라 

허리의 움직임이 달라지므로 센서가 측정한 거리에 다소 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7]에

서 구현한 장치의 크기가 작지 않아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허리띠 또는 허리 부분에 부착

하여 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으며, 지팡이와의 간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단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의 프레임

을 분석하는 것이다[8,9]. [8]은 비행중인 UAV 가 계단을 인식하면 충돌 회피하기 위한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는 계단 등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UAV 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

한 영상에서 계단을 인식하기 위해 YOLO v3 Tiny 모델을 사용하였다. [9]는 복수 개의 층으로 되

어 있는 건물 환경에서 로봇의 이동을 지원하는 계단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9]에서 제안한 방

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프레임을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입력으로 하여 계단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영상 프레임을 분

석하여 계단을 인식하는 방법은 상향 계단의 경우에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갖지만, 하향 계

단의 인식 가능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상향 계단의 이미

지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프레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만, 하향 계단의 이미지는 카메

라의 위치와 화각의 제한으로 인해 영상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향 계단과 더불어 하향 계단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Ⅲ.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이동체가 평지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동체에 설치된 센서가 검출한 바닥 면까지의 거리는 바닥 

면의 요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정하다. 하지만 이동체 전방에 계단이 있으면 바닥 면까

지의 거리는 평지일 때의 거리와 비교하여 가깝거나 멀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체에 설치된 센서

가 검출한 바닥 면까지 거리의 변화를 이용하여 이동체 전방에 출현하는 계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센서 지지대를 기울여 측정한 사거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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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 계단 검출을 위해 이동체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바닥 면까지의 거리를 측

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a)는 센서에서 바닥 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이동체가 측정한 수직 거리는 평지일 때보다 계단일 때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계단을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직거리를 이용한 계단 검출은 이동체가 계단에 근접했거나 진

입했을 때 가능하므로 이동체가 계단의 출현에 대응하여 회피, 정지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단 검출 방법은 그림 1(b)에 나타

낸 것과 같이 사거리를 측정하여 이동체가 계단에 도달하기 전에 대응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1. distance between sensor and floor 

그림 1. 바닥 면까지의 거리 측정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a)는 이동

체가 평지를 이동하는 경우 이동체에 설치된 센서 및 그 센서가 검출한 사거리와 관련된 매개변

수이다. 매개변수 h 는 센서가 설치된 높이, θ는 사거리 측정을 위해 센서가 설치된 지지대를 수

직 축을 기준으로 기울인 각도이다. 이때 센서가 측정한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 d 와 수직 축과 바

닥 면 위의 사거리 측정 지점 사이의 거리 l 은 식 (1), (2)와 같다. 

 

                                                                 (1) 

                                                                            (2) 

 

 

  

Figure 2. stair detection based on oblique distance 

그림 2.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그림 2(b)는 이동체 전방에 상향 계단이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센서가 검출한 거리 du는 

평지일 때 검출한 거리 d 보다 가깝다. 이 경우에 센서가 측정한 거리는 평지일 때 바닥 면까지의 



14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VOL. 10, NO. 2, JUNE 2022 
 

거리 대비 (d - du) 만큼 가까워졌으므로, 이동체에서 계단까지 거리는  만큼 가까

워진다. 따라서, 이동체에서 계단까지의 추정 거리 lu의 계산은 식 (3)과 같다. 물론 사거리 측정의 

목표 지점 위치에 따라 측정된 du의 값과 계단까지의 추정 거리 lu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

건은 상향 계단임을 나타낸다. 

 

      (3)  

 

그림 2(c)는 이동체 전방에 하향 계단이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센서가 검출한 거리 dd는 평

지일 때 검출한 거리 d 보다 멀다. 따라서, 센서가 측정한 거리는 평지일 때 바닥 면까지의 거리 대

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이동체로부터 거리 l 이내에 하향 계단이 시작됨을 의미한

다. 

 

3.2 센서 기울기 각도와 설치 높이를 이용한 사거리 이용 

그림 3 은 센서가 설치된 높이가 h 이며, 센서가 기울어진 각도가 θ인 경우에 사거리 d 와 사거

리 측정 대상 지점과 센서가 설치된 수직 방향 지점 사이의 거리 l 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사거리

d 와 거리 l 의 예측 값은 식 (4), (5)에 의해 계산된다. 계단의 검출은 사거리 d 의 예측 값과 센서에 

의해 측정된 사거리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며, 두 값의 크기 비교를 통해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

단을 결정할 수 있다.  

 

 

Fig. 3. Oblique Distance using Tilted Sensor 

그림 3. 센서 기울임 각도를 이용한 사거리 측정 

 

      (4) 

     (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단 검출 방법은 예측한 사거리 d 보다 센서가 검출한 사거리 du가 더 

가까우면 이동체 전방에 상향 계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에 이동체에서 계단까지

의 거리 dstair는 식 (6)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만약 예측한 사거리 d 보다 센서가 검출한 사거리가 

더 멀다면 본 논문의 계단 검출 방법은 거리 l 이내에 하향 계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6)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방법이 센서 설치를 위해 별도 지지대를 이용하거나 이동체에 내장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동체에 센서를 설치하는 환경에 따라 계단 검출 

방법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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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거리를 이용한 계단 검출 알고리즘 

알고리즘 1 은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알고리즘의 줄 

번호 1, 2 는 평지 기준 d, l을 계산한 것이며, 이 값을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 계단을 판단한다. 

줄 번호 5 번부터 8 번까지의 단계는 상향 계단을 검출하고, 이동체에서 상향 계단까지의 거리를 

추정하여 경고를 출력하고, 정지 등 이동체가 계단의 출현에 대응하도록 한다. 줄 번호 9 번부터 

11 번까지의 단계는 하향 계단을 검출하고, 경고와 함께 하향 계단에 대응하여 이동체가 적절한 

동작을 하도록 한다.  

 

Algorithm 1. Stairs Detection Algorithm 

알고리즘 1. 계단 검출 알고리즘 

1: d = getDistance() 

 2:  

 3: while True: 

 4:    dtmp = getDistance() 

 5:    if (d–dtmp) > tolerance: 

 6:         

 7:        display(“upward stair : lu”) 

 8:        stop 

 9:    else if (dtmp-d) > tolerance: 

10:        display(“downward stair : in l”) 

11:        stop 

 

 

Ⅳ. 계단 검출 방법의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방법이 유효함을 보이기 위해 거

리 측정 센서를 설치한 이동 로봇을 이용하여 구현, 실험하였다. 그림 4 는 실험을 위해 사용한 이

동 로봇이다. 로봇 상단에 설치한 아크릴 지지대는 센서를 이용한 사거리 측정을 위해 30°와 45°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 아크릴 지지대 끝에 거리 측정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Fig. 4. Robot for implementation 

그림 4. 구현을 위해 사용한 로봇 

 

4.1 사거리 측정을 위한 기울일 각도 30o 

그림 5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구현 환경과 매개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현을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동체 로봇은 nvidia 사의 젯슨 나노 기반 이동형 로봇이며, ROS 를 구동 제어 

환경으로 사용한다. 거리 측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센서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ToF(Time of Flight) 기술을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TFmini Plus 이다. 이 센서를 이용하여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수직 방향 기준 30°(=θ)만큼 기울어지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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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설치한 아크릴 기구의 끝단에 센서를 설치하였다. 로봇의 높이가 20.5cm 이므로 로봇 상

단에 설치한 아크릴 기구의 길이는 26.3cm 로 하여 기울이기 전 센서의 수직 높이 h 를 50cm 로 맞

추었다. 

사거리 측정을 위해 본 논문의 실험에서 센서를 부착한 기구의 기울임 각도를 30°로 설정한 이

유는 계단의 설치 기준으로 단 높이 16cm 이하, 단 너비 26cm 이상으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험을 수행한 건물의 계단 단 높이와 너비가 각각 18cm, 30cm 이므로 식 (5)에 보

인 하향 계단 검출을 위한 최소 각도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최소 기준으로 계단을 설치

한다면 단 높이와 너비가 각각 16cm, 26cm 이므로 식 (7)에 따라 계산된 최소 기울임 각도는 31.6°

이므로 이 각도보다 큰 각도로 매개변수 θ를 설정하면 된다. 

 

 

     (7) 

 
Fig. 5. implementation environment 

그림 5. 구현 환경 

 

센서가 설치되는 높이 h 와 센서가 설치되는 기구의 기울임 각도 θ매개변수가 결정되면 센서

가 측정하는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 d 의 예측치와 사거리 측정을 위해 센서를 기울인 축과 지면이 

만나는 a 지점과 사거리 측정 대상 지점 t 사이의 거리 l 의 예측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실험 환경

에서 계산된 d 와 l 의 예측 값은 각각 86.7cm 와 100cm 이다. 또, 평지일 때 사거리 측정 대상 지점 t

와 로봇 상단에 기구가 부착된 지점 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예측 값은 88.1cm 이다. 실험을 위해 평

지,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단을 검출하기 위한 사거리 허용 오차 값을 5cm 로 설정하였다. 

앞서 기술한 실험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에 의하면 평지의 사거리는 80~84cm 로 측정이 되었으

며, 이것은 사거리 d 의 예측치 86.6cm 에서 센서의 깊이 치수 2cm 를 제외한 거리인 84.6cm 에서 

최대 5%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계단을 인식하고 로봇이 

정지했을 때 계단의 시작 예상 지점과 지점 b 사이의 거리는 79~81cm 로 측정되어, 예측 거리인 

88.1cm 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동 중인 로봇에서 50ms 주기로 사거리를 측정하였다는 것과 계

단 판단을 위한 허용 오차 매개변수를 5cm 로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허용 범위 내의 오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크릴 지지대가 로봇 상판 앞쪽 5cm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로봇이 정지

하면 74~76cm 전방에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측정된 사거리와 로봇이 

정지했을 때 계단까지의 거리에 허용 범위 내의 오차가 있었지만 반복된 실험에서 계단의 검출 

및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단의 검출은 모두 성공하였다. 

 

4.2 사거리 측정을 위한 기울임 각도 45o 

센서를 부착한 아크릴 기구의 기울임 각도 θ가 45°, 수직 높이 h 가 50cm 인 경우 각 파라미터의 

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지의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 d 의 예측치와 사거리 측정 대상 지점까지

의 거리 l 의 예측치는 각각 50cm 와 70.7cm 이다. 그리고 그림 4 의 지점 t, b 사이의 거리는 49.2cm

이다.  

이러한 실험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평지의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는 약 44cm 로 측정되었

으며, 예측치에서 센서의 깊이 치수를 제외한 48cm 의 약 8%의 오차를 보였다. 이때 로봇이 계단

을 인식하고 정지했을 때 계단의 시작 예상 지점과 지점 b 사이의 거리는 약 40~41cm 로 측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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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거리 대비 8.2~9.2cm 의 오차가 발생했으나 사거리 측정 주기 및 계단 검출을 위한 허용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허용 범위 내의 오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동 로봇이 계단을 인식하고 정지

하면 로봇의 35~36cm 전방에 계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울임 각 θ에 따라 각 매

개변수와 예측치가 변경되었지만 반복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향 계단 및 하향 계단 검출에 성

공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거리 기반 계단 검출 방법은 사거리 측정을 위한 기울임 각도 θ와 센서 

지지대의 길이 또는 센서 설치 높이에 따라 이동체와 검출한 계단까지의 거리가 달라진다. 특히 

기울임 각도 θ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단 설치 기준의 최소 요건을 적용하면 약 30°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거리를 이용한 계단 검출 방법 적용하는 응용은 θ를 30°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고, 계단 검출을 위한 거리를 고려하여 센서 지지대의 길이 또는 센서 설치 높이

를 결정한다. 

 

 

Ⅴ. 결론 
 

이동 보조 장치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러한 이동 보조 장치는 평지에서의 이동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계단 구간에서의 이동은 가능하지 않다. 특히 전동 이동 보조 장치는 계단에 인접한 상황에서 잘

못된 조작 등으로 계단에 구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사거리를 이용하여 계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거리 측정 센서를 기울여 바닥 면까지의 사거리를 측정하고, 측정

된 사거리와 예상된 사거리 또는 평지에서의 사거리 사이의 차를 이용하여 계단을 검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상향 계단과 더불어 하향 계단도 검출할 수 있어, 계단 검출과 관련된 

정보를 전동 이동 보조 장치의 제어기에 제공하면 상향 또는 하향 계단에 따라 계단에 접근한 이

동 보조 장치의 동작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거리 측정을 이용한 계단 검출 방법

은 하나의 거리 측정 센서와 소형 SBC 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어 적절한 비용으로 기존의 전동 

이동 보조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추후 연구과제는 자율 주행 이동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거리 측정 센서 또는 Lidar 센서를 활용

하여 비교적 원거리에서 상향 계단 또는 하향 계단을 검출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 자율 

주행 이동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 영상 프레임의 분석을 통해 하향 계단을 인식하

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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