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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주의 모델을 적용한 실내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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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mobile robot, recognizing its current location is very important to navigate autonomously. Especially, loop closing 

detection that robot recognize location where it has visited before is a kernel problem to solve localization.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loop closing detection and localization based on appearance because vision sensor has an advantage 

in terms of costs and various approaching methods to solve this problem. In case of scenes that consist of repeated structures like in 

corridors, perceptual aliasing in which, the two different locations are recognized as the same, occurs frequ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method to recognize location in the scenes which have similar structures. We extracted salient regions from 

images using visual attention model and calculated weights using distinctive features in the salient region. It makes possible to 

emphasize unique features in the scene to classify similar-looking locations. In the results of corridor recognition experiments, 

proposed method showed improved recognition performance. It shows 78.2% in the accuracy of single floor corridor recognition and 

71.5% for multi floor corridor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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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 로봇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원하는 목적지까

지 스스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현재지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과거 방문했던 지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 지점을 

재 인식하는 루프 클로징(loop closing)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이는 위치인식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로써 이동경로의 지

도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외 환경에서 로봇의 위치 인식을 위해 주로 사용 되어 

왔던 방법은 encoder,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등의 주행

기록계(odometer)로부터 얻어진 상대 위치 정보와 GPS로 부

터 얻어진 절대 위치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GPS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센서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주로 사용

되는 센서는 레이저, 초음파, 카메라,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 

encoder와 같은 주행기록계 등이 있다. 주행기록계만을 이용

할 경우 오차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레이저 센서의 경우 정확

한 거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단점

이 있다. 또한, 초음파 센서는 상대적으로 저가이나, 대기의 

상태나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센서들은 위

치인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주변에 존재하는 물체들간

의 모호함을 해결할만한 충분한 특징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반면 카메라는 비용 측면이나 영상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다양

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카메라기반의 위치인식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3-5]. 또한, 최근 모바일 환경이 급

속히 발전하면서 일반적인 휴대폰 환경인 단일 카메라 기반

의 위치인식, 증강현실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6].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인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3D 비전기반과 형상(appearance)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3D 

비전기반은 카메라로 촬영한 여러 이미지나 영상들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를 epipolar geometry 등을 이용해 카메

라로부터 피사체까지의 대략적인 깊이(depth)정보를 구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점들로 이루어진 주변 환경의 3D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산 량이 많고 단일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형상 기반방법은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

의 생김새 즉, 2차원 정보만을 활용한 기법이다. 3D 비전기반

에 비해 상대적인 계산 량이 적기 때문에 이동로봇이나 모바

일 디바이스 환경에도 적합하다. 하지만 실내환경의 복도들

이나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이를 구

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각주의 모델(visual attention model)을 

이용해 복도에서 눈에 띄는 영역을 찾아냈고, 이는 유사한 

환경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위치구분

을 위한 정보로 이용하였다. 레퍼런스 이미지들에서 추출한 

특징점 들을 이미 방문했던 곳의 정보로써 사용하고 테스트 

이미지들을 이와 매치 시키기 위해 이미지 분류기법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bag of keypoints를 사용하였다[7]. 이 방법은 

별도의 학습과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사한 이미지들에 존

재하는 유용한 특징점 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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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각주의 모델을 이용해 이미지내의 유용한 특징점 들에 

대해 TF-IDF 방식의 가중치를 주었다[8]. 이를 이용하여 인하

대학교 하이테크센터 4, 5, 6층에서의 위치 인식과 카메라의 

시야각도에 따른 인식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II. 위치인식 프로세스 구성 

전체 프로세스는 2단계로 구성하며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탐색해야 할 지역의 영상 정보를 얻기 위해 레퍼런스 

이미지 시퀀스를 촬영하였고,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는 

시나리오 하에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이미지 시퀀스

를 촬영하였다. 

첫째 과정으로 레퍼런스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를 bag of 

keypoints 기법을 사용해 visual words의 히스토그램으로 표현

한다. 그 후 히스토그램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 특정 임계치 

이하의 거리 값을 갖는 레퍼런스 이미지들(매칭 될 수 있는 

후보 이미지들)을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테스트이미지

와 걸러내진 레퍼런스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에 각각 가중치

를 적용 한 후 다시 서로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여기서 거리 

값이 최소가 되는 이미지들을 최종적으로 매칭된 이미지로 

결정한다. 이미지들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bag of 

keypoints 기법은 각 이미지를 visual words의 집합으로 보고 

이들의 누적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중치 값

은 시각 집중 모델(visual attention model)을 통해 두드러진 영

역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추출해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1. 이미지 매칭을 위한 bag of keypoints 기법 

Bag of keypoints는 문서를 분류할 때 사용하던 방법인 bag 

of words를 이미지 분류에 적용한 기법이다[7]. Bag of words는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의 순서를 무시하고 단순히 단어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수로 해당 문서를 표현

하는 방식이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미지를 visual word라 칭

하는 특징점이나 조각(patch)들로 나누어 이들의 출현 빈도 

순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는 이미지를 단순히 히스토그

램으로 표현함으로써 히스토그램 간의 유사도 계산만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ag of keypoints에서는 이미지의 국소 특징량을 잘 추출해

야 하기 때문에 스케일과 회전에 대해 불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를 사용하였다[9]. 

이는 이미지 내의 물체나 배경이 회전하거나 스케일이 변하

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bag of 

keypoints 기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자(descriptor)이다. 

SIFT 기술자는 128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퍼런스 

이미지들로부터 추출한 SIFT 기술자 벡터공간에서 대표가 

되는 기술자를 선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벡터양자화 

(vector quantization)한다. 벡터양자화 방법은 k-means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들을 대

표가 되는 기술자로 선택한다. 이때 각 중심점으로 뽑힌 기

술자들의 집합을 통상 visual code words 또는 코드북(code 

book)이라 하고 코드북을 구성하는 SIFT 기술자 들을 visual 

word라 칭한다. 이 코드북을 사용해 이미지에서 추출한 SIFT 

기술자들을 코드북 내의 가장 유사한 visual word로 대체한 

후 이를 누적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다. 결국 이미지를 구성

하고 있는 visual word의 종류와 개수로 해당 이미지를 표현

하게 된다. III-4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코드북

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

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미지 분류 및 인식 성능이 높아진다. 

반면 코드북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교할 데이터가 많아지므

로 계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그림 22 참조). 

2. 시각주의 모델(visual attention model) 

인간의 시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구조가 이

어지는 장소에서도 작은 특징들의 차이를 구별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신경계를 모방하여 

구현한 시각주의 모델은 Koch와 Ullman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 후 Itti와 Koch가 가장 일반적인 시각주의 모델을 제안하

였다[10]. Itti가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색상정보, 방향정보, 밝

기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입력 환경의 사전지식 없이 현저한 

영역(salient region)을 찾는 상향식(bottom-up)방식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GBVS (Graph-Based Visual Saliency)모델을 사

용하였다[11]. 이 방법은 이미지로부터 방향 그래프(directional 

graph)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 네트워크의 노드

(node)들은 이미지의 각 픽셀을 나타낸다. 또한 activation과 

normalization과정을 통해 각 에지(edge)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 네트워크 상에서 시각 집중의 이동은 마르코프 체인

(markov chain)의 일종인 랜덤워크(random walk)를 통해 모델

링 된다[12]. 각 노드는 상태(state), 에지의 가중치는 상태전이

확률(state transition probability)로 표현된다. 랜덤워크는 결국 

평형분포(equilibrium distribution)를 따르는데 이는 시선이 특

정 픽셀(상태)에 머무는 시간의 양을 나타낸다. 즉, 특정 지

점의 값이 높을수록 이 부분에 시선이 머무를 확률이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저함 지도(saliency 

 

그림 1. 제안하는 위치인식 프로세스 개관. 

Fig.  1. An outline of proposed localization process. 

그림 2. 벡터 양자화. 

Fig.  2. Vector quan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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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을 구한다. GBVS 모델은 기존 Itti와 Koch가 제안한 방

식에 비해 인간의 시각집중 영역 예측에 있어 더 높은 성능

을 보여준다[13]. 

2.1 영역 선택 

그림 3은 GBVS를 이용하여 현저함 지도를 구한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영상에서 시각이 

집중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현저함 지도에서 이미지의 각 픽

셀은 0에서 1사이의 수 하나를 가지게 된다. 이 수가 클수록 

눈에 띄는 영역을 뜻하며 보통 0.98이상이 이미지 내의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그림과 같은 복도 영상에서는 대부분 

소실점 부근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선택된다. 하지만 

(a)와 (b)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복도 영상에서 소실점부근은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는 가중치를 주기 위한 

좋은 영역이 아니다. 이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복도의 양 벽

면에 위치한 게시판이나 부착물 같은 특징들이 오히려 구분

하기 좋은 표식이 된다. (a)의 경우 왼쪽 벽면의 게시판이 구

분하기 좋은 표식이 되며, (b)의 경우 창틀부분이나 오른쪽 

문에 부착된 게시물이 좋은 표식이 된다. 그러므로 두드러지

는 영역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소실점 부근이 아닌 

그보다 낮은 값을 갖는 벽면 부분의 영역 0.4~0.7과 0.8~0.9 

부근으로 조절하여 양 벽면 쪽의 주변 물체들이 포함 되도록 

선택 하였다. 이는 곧 제안하는 방법에서 두드러진 영역을 

실험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점임을 의미한다. 

2.2 영역내의 특징점 추출 및 가중치 계산 

Bag of keypoints 기법에서 추출한 SIFT 기술자 정보를 이용

해 선택된 영역 내에 존재하는 기술자들을 추출한다. 그림 4

에서와 같이 벽면에 존재하는 특징점이나 윗부분의 비상구 

표시같이 드물게 존재하는 특징점들이 포함되어 유사한 영

상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레퍼런스 이미지 별로 영역 내에 포함된 특징점을 추출

한 뒤 앞서 구했던 코드북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5와 같이 

각 이미지를 누적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다. 이 히스토그램

을 이용하여 TF-IDF 방식으로 가중치를 계산한다. TF-IDF는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로 visual 

word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인 수치이

다. 중요도는 이미지 내에서 해당 visual word가 많이 나타날

수록 증가하며, 전체 이미지들의 집합 내에서 해당 word가 

많이 존재할수록 감소한다. Nister 등은 히스토그램을 사용하

여 TF-IDF 방식으로 엔트로피 기반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는

데 수식은 아래와 같다[14]. 

 ln
i

i

N
w

N
=  (1) 

여기서 N은 레퍼런스 이미지의 총 개수이고, Ni는 i번째 

visual word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의 개수를 의미한다. 계산

된 wi는 IDF를 의미하는데 이미지에서 visual word의 개수를 

의미하는 TF의 경우, 적용하여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생

략하였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의 히스토그램과 테스트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에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적용한다. 

 
i i i
q n w=  (2) 

 
i i i

d m w=  (3) 

여기서 ni와 mi는 각각 레퍼런스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i번째 visual word 의 개수를 의미한다. 결국 전

체 이미지 내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특징점에 대해 더 큰 가

중치를 주게 되며 이는 유사한 패턴들을 갖는 이미지들 사이

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특징점들의 정보를 더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준다. 

3. 히스토그램 유사도 판별 

히스토그램의 유사도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에는 euclidean 

distance, vector similarity, normalized difference 등이 있다. Euclidean 

distance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

법이다. 직교 좌표계로 나타낸 두 점 
1 2

( , ,..., ),
n

p p p p= q =  

1 2
( , ,..., )

n
q q q 가 있을 때,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s q d q d q d= − ⋅ −  (4) 

Vector similarity는 N차원의 벡터공간에서 두 벡터의 cosine 각

이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내적 

cosine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구한다. 

 cos

q d

q d
θ

⋅

=  (5) 

(a) (b) 

그림 3. GBVS로 구한 현저함 지도. 

Fig.  3. Examples of saliency map calculated from GBVS model. 

 

(a) (b) 

그림 4. Saliency 영역내의 특징점과 원 이미지. 

Fig.  4. Features in saliency region and original image. 

그림 5.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 이미지 (code words 50개). 

Fig.  5. An Image represented by a histogram (code word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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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differenc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14]. 

 ( , )
q d

s q d
q d

= −  (6) 

위 방법들에 대한 비교를 위해 다층 인식 실험 결과 그림 6

과 같이 normalized difference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좋은 성

능을 보여주었다. 정규화에는 L2-norm을 사용하였다. 

4. 2차 처리과정 

1차 과정으로 히스토그램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레퍼

런스와 테스트 히스토그램 간의 유사 도를 계산한다. 이 결

과로 테스트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간의 거리 값을 얻을 

수 있다. 2차 처리 과정은 1차 과정의 유사도 계산 후 잘못 

매칭된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선택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

정 visual word의 중요도를 높이고 다시 유사도 계산을 하여 

인식률을 높이는 과정이다. 여기서 거리 값에 특정 임계 치

를 정해 임계 치보다 작은 거리 값을 갖는 레퍼런스 이미지

들만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이 임계 치로 거리 값의 평

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는 2차 과정을 

위한 처리로써, 잘못 매칭되었지만 비교적 작은 거리 값을 

갖는 이미지들을 선정하여 2차 처리과정에서 선정된 이미지

들만으로 다시 유사도 계산을 하기 위함이다. 이 때 비로소 

앞에서 시각주의 모델 영역을 이용해 계산된 가중치를 적용

하여 유사 도를 구하게 된다. 그림 7, 8은 1차 과정을 통해 

계산된 히스토그램간의 normalized difference 값을 나타낸 그

림으로써 그림 7은 매칭되어야 할 168번째 레퍼런스 이미지

와의 거리 값이 최솟값을 가지면서 정확하게 매칭된 결과를 

보여준다. 임계 값보다 작은 값을 갖는 이미지의 수는 20개

로 비교적 적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8은 잘못 매칭된 결과

로써 테스트 이미지가 218번째 레퍼런스 이미지에 매칭되었

어야 하지만 200번째 레퍼런스 이미지와의 거리 값이 최솟 

값을 가져 잘못된 결과를 보였다. 임계 값보다 작은 값을 갖

는 이미지의 수는 47개로 이와 같이 근소한 차이로 인식에 

실패한 경우 정확히 매칭된 결과에 비해 그 수가 비교적 많

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9는 2차 처리과정을 통하여 개선된 

거리 값을 보여준다. 그림 8에서 최솟값을 가지는 레퍼런스 

이미지는 200번째 이미지이지만 2차 처리과정을 통해 218번

째 레퍼런스 이미지와 정확하게 매칭되었다. 때문에 2차 처

리과정은 유사한 이미지들을 다시 비교함으로써 이들간의 

거리 값을 재조정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0, 11은 1차 

및 2차 처리의 전체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6. 거리계산 알고리즘 성능비교(다층실험, code words

1000개 기준). 

Fig.  6. A comparison of recognition accuracy of distance calculation

measures (multi floor experiment, code words 1000). 

 

그림 7. 정확히 매칭된 normalized differece 결과 예. 

Fig.  7. Example of normaized difference of correctly matched case.

 

그림 8. 잘못 매칭된 normalized difference 결과 예. 

Fig.  8. Examples of normalized differences of incorrectly matched

case. 

 

그림 9. 2차 처리과정을 통해 조정된 normalized difference 결

과 예. 

Fig.  9. Example of modified result of normalized difference by 2nd

sta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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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및 결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단층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실

험이다. 기본적으로 반복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복도환경

에서의 위치인식 성능을 알아보고자 단층 복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경로를 출력해 루프 클로징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단층 복도에서의 카메라 

각도(시야)에 따른 인식 실험이다. 로봇이나 사람이 항상 같

은 경로 혹은 같은 시야각도를 가지고 이동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 각도를 달리하

여 인식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는 다층 복도에서의 위

치인식 실험이다.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각 층의 복도는 같

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유사한 특징들이 반복되어 나

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여러 층 에서도 위치인식 

시스템으로써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미지 데이터는 Canon ixus75 디지털 카메라(710만 화소, 

CCD)를 이용해 인하대학교 하이테크센터 4, 5, 6층 복도를 이

동하며 그림 12와 같은 경로를 따라 촬영하였고, 이미지 크

기는 640×480 pixel로 모두 동일하다. 4, 5, 6층을 모두 촬영한 

레퍼런스 이미지는 총 278장이며 층마다 촬영된 이미지 개

수는 다르다. 레퍼런스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의 위치 비교

를 위해 복도 바닥 타일의 격자정보를 이용하였다. 각 격자

는 가로×세로 30×30cm의 크기로 이미지 촬영을 하며 그 위

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동일한 실험 조건을 위해 히스토그램 

생성을 위한 code words의 개수는 1000개로 일치시켰다. 테스

트를 위한 PC 환경은 CPU (Intel Core2 Quad Q9400 2.66GHz), 

RAM(3GB)이며 알고리즘은 MATLAB상에서 구현하였다. 

1. 단층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실험 

단층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실험을 위해 레퍼런스 이미지

와는 달리 약 60cm 좌측으로 이동한 경로를 따라 그림 13과 

같이 시야를 다르게 하여 테스트 이미지를 얻었다. 제안 방

법대로 1차 과정 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히스토그

램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으며 임계 치보다 작은 거리 값을 갖

는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추려냈다. 2차 과정으로는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과 양 벽 쪽의 특징점들을 포

함하는 영역을 설정해 영역 안에 존재하는 특징점을 구하고 

이를 누적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이 히스토그램을 기

반으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추려진 레퍼런스 이미지의 히스

토그램과 테스트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에 적용하여 이 둘 간

의 유사 도를 계산하였다(code words 1000개 기준). 

1.1 실험 결과 

단층 복도의 위치인식 실험 에서는 표 1의 결과와 같이 기

존의 TF-IDF 가중치 적용방식에 비해 제안한 방식이 78.2%

의 인식률을 보여 약 1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그림 14의 

인식 실패의 경우 영역 선택 시 색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

분에 특징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이 특징점들

은 전체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점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

 

그림 10. 1차 처리과정. 

Fig.  10. Process of first stage. 

 

그림 11. 2차 처리과정. 

Fig.  11. Process of second stage. 

 

그림 12. 각 층의 레퍼런스 이미지 촬영경로. 

Fig.  12. Path of reference image sequence at eac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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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드물게 나타나는 정보들이므로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가

중치가 높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특징점들을 포함하는 이미

지와의 normalized difference가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5m 정도의 오차를 보임에도 같은 위치라고 인식

하였는데 (a)의 경우 선택된 영역 내에 위치한 특징점들이 

왼쪽 벽의 게시판 부근에 대부분 위치하여 동일 위치로 오인

식 하였다. (b)의 경우 특징점들이 색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판기 부분에 대부분 위치하여 동일한 위치로 인식 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경로를 그려 루프 클로징이 일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위쪽 경로와 아래쪽 경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래쪽 경로가 복도 중앙을 따라가며 촬영한 레퍼

런스 이미지의 위치이고 위쪽 경로가 중앙에서 약 60cm 떨

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테스트 이미지의 위치이다. 색이 칠해

진 점은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한 위치가 이전에 방문했던 곳

이라 정확히 판단하여 같은 위치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매칭

된 부분이며 흰색 점은 잘못 판단한 경우이다. 기존방법으로 

테스트한 (a)와 제안방법으로 테스트한 (b)를 보면 제안된 방

법을 사용했을 때 기존 방법에 비해 흰색 점이 줄어들어 성

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촬영한 경로와 같은 경로(오차범위 30×30cm 이내)를 따라가

며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 실험에 대한 인식률

이 98%에 달하였다. 

2. 단층 복도에서의 카메라 각도에 따른 인식 실험 

카메라의 촬영 각도에 따른 인식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6층 레퍼런스 이미지를 찍은 지점으로부터 14지점을 선

택해 그림 16과 같이 각 지점마다 좌측방향 15o, 30o 우측방

향 15o, 30o로 각도를 달리하여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실험 알고리즘은 1번 실험과 동일하다(code words 1000개 기준). 

2.1 실험 결과 

표 2의 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 제

안한 방법의 성능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정면을 바라보고 촬

영한 영상에 비해 인식률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표 3의 

결과와 같이 정면을 기준으로 카메라의 촬영 각도가 커질 수

록 인식률이 감소한다. 비교적 작은 각도인 정면 기준 15
o

의 

각도로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에도 이미지 상에는 복도의 한

쪽 벽면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면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인식률이 급격히 감소한다. 표 4의 결과는 

그림 13. 레퍼런스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 

Fig.  13. Examples of reference image and test image. 

 

(a) 

(b) 

그림 14. 인식 실패 사례. 

Fig.  14. Examples of the recognition failure cases. 

 

표   1. 단층복도에서의 기존 TF-IDF 방식과 제안한 방식의

인식률 비교. 

Table 1. A comparison of recognition accuracy of the original TF-IDF 

weighting and proposed method. 

 

기존 TF-IDF 

가중치 방식 

제안한 방법 

인식개수(인식률) 62/92(67.3%) 72/92(78.2%)

 

 
(a) 

 
(b) 

그림 15. 단층복도 인식 실험에서의 카메라의 이동 궤적 및

loop closing 검출. 

Fig.  15. Trajectory of camera and loop closing detection as a result

of the single floor recogni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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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와 우측방향을 바라보고 촬영

할 때의 비교 결과이다. 실험을 진행한 복도는 좌측 벽이 창

문으로 되어있다. 이는 우측 벽에 비해 구분될 만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우측으로 회전한 경우보다 인식률이 더 낮음

을 알 수 있다. 

3. 다층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실험 

다층간 복도의 테스트 이미지의 경우 이전 실험과 같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촬영한 경로에서 좌측으로 60cm 이동한 

경로를 따라 촬영하였다. 그림 17은 각각의 층을 촬영한 이

미지로 매우 유사한 특징들이 반복되어 사람의 눈으로도 구

분하기 힘든 모습을 보인다. 4, 5, 6층을 촬영한 테스트 이미지

와 레퍼런스 이미지 시퀀스들을 한번에 비교하여 이미지가 

촬영된 정확한 층과 해당 층 에서의 위치를 찾아내는지 알아

보았다. 실험 알고리즘은 이전 실험과 동일하다(Code words 

1000개 기준). 

3.1 실험 결과 

다층간 위치인식의 경우 표 5의 결과와 같이 한 층만 비교

한 경우보다 인식률이 다소 감소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인식률이 상승하였지만 그림 18과 같이 연속된 이미

지 중 복도의 꺾어지는 부분에 나타나는 영상에서 확연히 구

별될 만한 특징점들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인식이 발

생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은 4, 5, 6층 중 5층을 제외한 4, 6층

에만 존재한다. 그림 18은 4층을 6층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여러 층에서의 위치인식의 경우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하거

나 실제 비전기반 로봇이 주행 시 앞이 막힌 부분으로 접근

하기보다 복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양쪽 벽이 드러

나도록 진행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인식률이 더 상승할 뿐

그림 16. 카메라 각도에 따른 이미지. 

Fig.  16. Images with different camera angles. 

 

표   2. 카메라 각도에 따른 인식률. 

Table 2. Recognition accuracy with different camera angles.  

  
기존 TF-IDF 

가중치 방식 
제안한 방법

좌측 15o 인식개수(인식률) 6/14 (42.8%) 7/14(50%) 

좌측 30o 인식개수(인식률) 2/14 (14.2%) 3/14(21.4%)

우측 15o 인식개수(인식률) 7/14 (42.8%) 8/14(57.1%)

우측 30o 인식개수(인식률) 4/14 (28.5%) 6/14(42.8%)

 

표   3. 15o, 30o 방향의 인식률 비교. 

Table 3. A comparison of recognition accuracy between the camera 

angles at 15o, 30o. 

  
기존 TF-IDF 

가중치 방식 
제안한 방법

15o 총합 인식개수(인식률) 13/28 (46.4%) 15/28(53.5%)

30o 총합 인식개수(인식률) 6/28 (21.4%) 9/28 (32.1%)

 

표   4. 좌, 우측 방향의 인식률 비교. 

Table 4. A comparison of recognition accuracy between the camera 

directions to left and right. 

  
기존 TF-IDF 

가중치 방식 
제안한 방법

좌측총합 인식개수(인식률) 8/28 (28.5%) 10/28(35.7%)

우측총합 인식개수(인식률) 11/28 (39.2%) 14/28 (50%)

 

그림 17. 유사한 구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각 층의 복도 이

미지. 

Fig.  17. Images of multiple corridors which have similar structures.

 

표   5. 다층 복도의 위치인식 실험 결과. 

Table 5. Experimental results of recognition of multiple corridors.  

 
기존 TF-IDF  

가중치 방식 
제안한 방법 

인식개수(인식률) 186/220 (66.9%) 199/278 (71.5%) 

층간 오인식 개수 1 1 

 

그림 18. 층간 오인식 사례. 

Fig.  18. Example of errors in recognition of multiple corridors. 

 

그림 19. 다층인식 결과 화면. 

Fig.  19. Results of multiple corridors recogni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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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층간 오인식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9는 화면상에 출력되는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레퍼런스 이미지 촬영 시 이미지가 촬영된 위치를 저장하고 

레퍼런스 이미지의 인덱스와 연결하여 인식된 위치를 화면

상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4. Code book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실험 

코드북의 크기에 따른 인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코드북

의 크기를 늘려가며 다층 인식 실험을 하였다. 그림 20은 코

드북 크기에 따른 인식률의 결과로써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와 같이 코드북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식률이 증가하였다. 그

림에 따르면 코드북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식률이 점차 증가

하다가 워드의 개수 1000개 이후로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1과 같이 층간의 오인식 개수는 

코드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차 적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1000개 부근을 기점으로 거의 0에 가까워진다. 반면 

그림 22에서 보이는 결과와 같이 코드북이 커질수록 히스토

그램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계산 량이 늘어나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코드북 크기 5000

의 경우 거의 10초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코드북 크기 

1000을 기점으로 얻을 수 있는 인식률에 비해 층간 오인식 

개수의 감소량이 줄고 수행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코드북 크기 1000을 사용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상(appearance)기반의 위치인식에 있어 반

복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실내 지역 인식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자 시각주의 모델을 사용하여 다른 유사지역과 구별될 만

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징점들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주변의 유사한 물체들을 구분하기 위한 충분한 특징

들을 제공하지 않는 레이저센서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방

법과 달리 이는 비슷한 지역에서도 미묘한 특징이 될 수 있

는 유용한 정보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시각시스템이 갖

고 있는 선택적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의

미가 있다. 또한, 인식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1차 과정으로

부터 얻어진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로 오 인식된 이미지들을 

선택하여 2차 과정에서 가중치를 주어 다시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 인식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한 층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및 여러 층의 

복도를 구분, 인식 하는데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실험

에서 기존의 전체 특징점 정보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방법보

다 성능을 향상 시켰고 형상 기반의 방법으로도 유사한 구조

가 연속하여 나타나는 다층 복도에서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써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여 GPS 신호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위치인식에 활용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인터넷 포털 회사에서는 차선이 있는 큰 도로의 

이미지 시퀀스뿐만 아니라 차선이 없는 작은 도로의 이미지 

및 GPS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

한 거리이미지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휴대폰 상에 형상기반 

위치인식 기술과 GPS 정보를 융합하는 기술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단일 GPS 방식보다 더 오차범위가 작은 위치를 얻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더 유

용한 LBS (Location Based Services)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3D 비전기반, 형상 기반을 포함한 모든 비전기반 위

치인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카메라의 시야각도 

변화 문제에서 보인 바와 같이 조금만 각도를 변경하여도 복

도의 한쪽 벽이 영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

우에도 특징이 되는 정보를 잡아내어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

이 향상됨을 보였다. 

다만, 제안된 방법은 bag of keypoints 기법의 특성인 특징점

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그림 20. Code book 크기에 따른 인식률. 

Fig.  20. Recognit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code book sizes. 

 

그림 21. Code book 크기에 따른 층간 오인식 개수. 

Fig.  21. The number of errors according to the code book sizes. 

 

그림 22. Code book 크기에 따른 수행시간. 

Fig.  22. Operating time according to the code book sizes. 



시각주의 모델을 적용한 실내 복도에서의 위치인식 기법 

 

101

이미지 정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중 하나인 특

징점이 나타나는 위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적용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광원이 변하거나 움직이는 장애물이 있

는 경우에는 특징점 벡터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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