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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일 카메라 기반의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식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지의 환경에서는 표식에 대한 사정정보가 없기 때문에 표식을 자동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표식을 자동 선택하기 위해 인간의 시각 집중 방식을 모델링한 시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한다. 기존의 시각 집중 시스템에
서 윤곽선(Edge)는 시각 집중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복잡한 실내 환경에서 윤곽선의 응답을 사용할 경우
정규화 연산으로 인해 정보가 많은 복잡한 영역의 윤곽선에 대한 응답은 낮아지고 특징이 없는 평면이나 평면들 간의 경계에
서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 방향에 대한 응답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의 차원수가 증가해서 연산량도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서리 특징의 사용을 제안한다. 모서리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정보가 많
은 복잡한 영역을 우선 집중시켜 데이터 연관(Data association)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코너특징을 사용한 시
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SLAM 결과가 향상 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이도록 하겠다.

Abstract
The landmark selection is crucial to successful perform in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with a mono
camera. Especially, in unknown environment, automatic landmark selection is needed since there is no advance information
about landmark. In this paper, proposed visual attention system which modeled human’s vision system will be used in
order to select landmark automatically. The edge feat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attention in previous
visual attention system. However, when the edge feature is used in complicated indoor area, the response of complicated
area disappears, and between flat surfaces are getting higher. Also, computation cost increases occurs due to the growth
of the dimensionality since it uses the responses for 4 directions. This paper suggests to use a corner feature in order to
solve or preven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Using a corner feature can also increase the accuracy of data association
by concentrating on area which is more complicated and informative in indoor environments. Finally, this paper will prove
that visual attention system based on corner feature can be more effective in SLAM compared to previous method b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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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LAM이란, 로봇이 미지의 환경을 돌아다니며 센서
를 통하여 자기 위치 추정과 환경에 대한 지도 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는 작업을 말한다[9]. SLAM에서는
레이저, 초음파, 적외선, 카메라 센서등과 같이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관측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
중 카메라 센서는 다른 센서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
고 물체나 사람 등을 검출하고 추가적인 의미 정보를

그림 1.
Fig. 1.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SLAM 연구에서 많이 사

복잡한 실내의 이동 로봇 환경
Mobile robots in complex indoor environment.

용된다.
흔히 카메라 센서 기반의 SLAM에서는 데이터 연관

색상, 윤곽선(Egde)의 자극도가 큰 영역을 우선 집중

(Data association)이 어렵기 때문에 표식(Landmark)에

한다[4]. 시각 집중 시스템은 입력 영상에서 관심 영역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준다. 하지만 실제 미지의 환

을 찾기 위해 인간의 시각적인 집중 방식을 컴퓨터 모

경에서는 표식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표

델링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방법

식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으로 미지의 환경에서 자동으로 표식을 선택하기 위해

하지만 미리 사전지식 주거나 표식을 자동으로 선택

영상 내의 관심영역을 시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

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면 카메라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동 선택하고, 선택된 관심영역을 표식으로 사용하여 이

영상 전역을 특징삼아 표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

동 로봇의 성공적인 SLAM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 카메라 센서 기반의 SLAM에서는 영상에서 구별 가

하지만 관심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시각

능한 지역적인 이미지 특징점을 이용하여 표식으로 사

집중 시스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징의 차원 수가 높

용한다. 영상의 지역적인 특징점을 이용하는 방법의 예

고, 계산적 복잡성과 시간적 비용이 크다는 단점 때문

[1]

에 이동 로봇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11]. 시각

로는 SIFT(Shift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와
SURF(Speeded

Up

Robust

[2]

Features) ,

Harris-

집중이 되는 영역들은 영상 내에서 밝기와 색상, 윤곽

Corner 등이 있다. 영상에서 생성된 특징점들은 고차

선에 대한 자극도들을 선형 조합하여 결정 되는데, 윤

원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징점들 간의 정합과정

곽선에 대한 자극도는 일반적으로 가버 필터(Gabor

은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 만약 영상 전역에서 특징

filter)를 통하여 영상내의 네 방향(0, 45, 90 135도)에

점을 생성하고 모든 특징점들을 재 정합하는 방법으로

대한 주파수 성분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획득한다[5].

[3]

SLAM을 수행 한다면 계산적 복잡성과 시간적 복잡성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복잡한 실내 환경일 경우 가버

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중

필터의 응답 값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첫째

요한 영역 혹은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을 미리

로, 가버 필터는 커널 크기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

결정한 후 선택된 영역만을 관측정보로 사용하여 효율

지고, 커널 크기를 실험 환경에 최적화 하여 고정 하더

성을 높여야 한다.

라도 큰 윤곽선에 응답 값이 집중되기 때문에 복잡한

본 논문에서는

SLAM 수행을 위해 사전정보 없이

실내 환경에서는 형광등이나 문과 벽의 경계, 책장과

입력되는 영상에서 관심영역을 자동 선택하고 선택된

벽의 경계 등에서 응답 값이 크게 나온다. 또한, 작은

영역을 표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간의 시각 인지 방식

윤곽선에 대한 응답 값이 나오더라도 현저한 지도

을 모방한 시각 집중 시스템(Visual attention system)

(Saliency map)를 만드는 정규화 과정에서 작은 응답

을 이용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시각 정보를

값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실내

처리할 때 객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위치와 어떤

환경에서도 윤곽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

객체 인가에 대한 인식을 따로 처리 한다. 특히 위치에

야 한다.

대한 정보를 먼저 처리하게 되며 주변에 비해 밝기와

본 논문에서는 시각 집중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352)

92

실내 환경에서 모서리 특징을 이용한 시각 집중 기반의 SLAM

신용민 외

[12]

모델인 현저한 지도 모델을 수정 하여, 윤곽선에 대한

화 하기 위해 그래프 이론에 기초하여 접근하였다 .

자극도 계산으로 이용하는 가버 필터 응답 값 대신 모

시각 집중 시스템을 로봇에 적용한 사례로는 현저한

서리 특징의 사용을 제안한다. 모서리 특징은 평면이나

지도 모델을 제안한 Siagian과 Itti의 자기 위치 추정에

윤곽선이 아닌 윤곽선이 꺾이는 모서리에서 검출 된다.

관한 연구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시각 집중을 통해

모서리 특징은 로봇의 네비게이션이나 SLAM에 있어

집중된 영역에서 GIST 특징과 SIFT 특징점을 추출하

[13]

[6,7]

. 특히, 복잡한 실내 환

여 데이터 연관을 통해 자기위치 추정을 하였다[14]. 정

경은 인공적인 사물이 많아 모서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

확한 위치 추정보다는 확률적인 노드기반의 위치 추정

어 있으며, 특징이 없는 평면에서는 모서리에 대한 응

에 중점을 두었다. Frintrop도 VOCUS를 이용하여 카메

답 값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특징점을 이용한 데이터

라 센서 기반의 SLAM을 위한 표식 선택방법을 제시하

연관 문제에서도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부가적

였고 , 이후 연구를 통해 SLAM을 수행하였다 . 목

으로 네 방향에 대한 4차원의 특징공간이 1차원으로 줄

표 지향적인 시각 집중을 통해 표식 선택과 등록, 정합

어들어 연산량도 줄일 수 있다.

의 결과가 매우 향상 되었으나, 사전 학습을 해야 하는

특징으로 사용하기 유용하다

[16]

[15]

본 논문에서는 모서리 특징을 이용한 시각 집중 시스

단점이 있다. 다른 연구로는 현저한 지도 모델과 이미

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식을 자동 선택하고, 선택

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표식을 선택하고 SLAM을 수

된 표식을 통해 성공적인 SLAM을 수행하려 한다. 이

행한 연구가 있다[17]. 이미지 엔트로피란, 단일 채널의

를 위해 모서리 특징을 이용 했을 때와 기존의 방향 특

영상에서 픽셀들의 분포에 대한 무질서함을 엔트로피로

징을 이용 했을 때 SLAM 성능을 비교 평가하여, 모서

표현한 것이다.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픽셀들의 변화

리 특징을 사용했을 경우 성능이 향상됨을 보이도록 하

가 많이 일어나는 질감이 복잡한 영역을 의미한다. 질

겠다.

감이 복잡하면서 이미지 특징점이 많이 생성되는 영역
을 표식으로 사용하여 SLAM을 수행 하였다.

Ⅱ. 관련 연구
Ⅲ. 모서리 특징을 사용한 현저한 지도
시각적 집중을 제어할 수 있는 신경계를 모방한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Itti가 제안한 현저한 지도 모델

본 연구에서는 표식을 자동선택 하기 위하여 Itti가

[4]

이다 . 이 모델은 입력되는 영상에서 밝기와 색상과 방

제안한 현저한 지도 모델을 변형하여 사용한다[4]. 현저

향에 대해 특징 성분을 분리 한 후, 가우시안 피라미드

한 지도 모델은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사용 할

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들은 하나의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로봇의 SLAM을 위한 자동적인

지도로 선형 조합되어 현저한 지도를 만들었다. 현저한

표식선택에 적합하다. 하지만 기존 모델은 가버 필터를

지도에서 응답 값이 큰 영역 순서대로 집중을 선택했

이용하여 방향성에 대한 자극도를 추출하기 때문에 실

다. Frintrop는 Itti의 개념을 확장한 VOCUS(A Visual

내 환경에서 시각적 정보가 많은 복잡한 영역을 검출하

Attention

and

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복

Goal-directed Search) 모델을 제시하였다 . Itti의 방

잡한 실내 환경에서 효율적인 표식 선택을 위해 모서리

법과 대조적인 것은 사전 학습을 통해 집중 하고자 하

특징을 사용하는 현저한 지도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제

는 영역을 우선 집중시켰다. 기존 방식에 비해 성능은

시한다.

System

for

Object

Detection
[10]

개선되었으나, 색상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특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서리 특징을 사용하는 변경

의 차원수 증가 하였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된 현저한 지도 모델은 크게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연산 방법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계산적 복잡성이 증

이 과정들은 특징 조합 이론을 이용한다. 첫 번째 과정

가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최적화와 직

은 특징 추출이며,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입력

접 영상(Integral image)의 사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

영상의 특징을 추출한다. 두 번째는 과정은 특징 지도

[11]

현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 Harel은 현저

생성 과정이다. 특징 지도는 크기가 다른 영상간의 차

한 지도 모델을 유사하게 사용하지만 특징 지도를 정규

이(Center-surround difference) 연산을 통해 다중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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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의 평균 색상을 통해 만든 밝기 영상  를 이
용하여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2)

식 (2)에서   은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의미하며, 
는 0～8까지의 가우시안 피라미드 크기이다.   는 가
우시안 피라미드를 통해 생성된 특징 피라미드를 말하
며,  의 크기 변화를 통해 특징이 강한 영역을 계산하
게 된다. 추출된 9개의 특징 피라미드들은 크기가 다른
특징 피라미드 영상간의 차이를 통해 주변에 비해 밝기
의 차이가 큰 영역을 식 (3)을 이용해 계산하게 된다.
그림 2.
Fig. 2.

       

제안하는 현저한 지도 모델 흐름도
Flow diagram of proposed model.

(3)

여기서 ∈         ∈  
의 특징지도가 생성된다. 이 연산은 추출된 특징의 크
기를 변화 시켜 상위 크기 특징과 하위 크기 특징의 차

식 (3)은 상위 크기의 특징 피라미드(Fine scale)와

이를 구해 밝기와 색상, 모서리 성분의 차이가 큰 영역

하위 크기의 특징 피라미드(Coarse scale)간의 차이로

을 찾는다. 특징 추출 및 특징 지도 생성은 3.1절에서

주변에 비해 자극도가 큰 영역을 구하는 연산이다. 식

자세히 설명 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과정은 중요도 지

(3)을 통해  가 2, 3, 4인 다중 크기의 특징 지도  

도(Conspicuity map) 생성 단계이다. 중요도 지도는 각

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생성된 특징 지도는  가 작을

각의 성분에 대한 자극도를 하나의 지도로 표현한 것이

수록 고주파 영역을 찾아내며,  가 클수록 저주파 성분

며, 모든 특징 지도들의 조합으로 생성된다. 여기서 크

의 자극적인 영역을 찾을 수 있다.

기가 다른 특징 지도들의 조합을 위해 일정 크기로 모

색상에 대한 자극도는 Livingstone의 이중색 대립 이

두 통일을 시킨다. 세 성분에 대한 자극도를 나타내는

론(Double color-opponent)에 기초를 두고 있다[19]. 이

중요도 지도는 Ⅲ장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

연구에 의하면 뉴런은 수용장의 중심부에서 한 색상에

다. 마지막으로 현저한 지도는 중요도 지도의 선형 조

의해 활성화되고, 다른 색상에 의해 억제되며, 수용장의

합과 정규화를 통해 생성되며, 이 지도는 밝기, 색상, 모

주변부는 이와 정반대로 억제와 활성화가 된다. 이러한

서리에 대한 자극도를 하나의 지도로 표현한 것으로

공간과 색채 대립은 인간의 일차 시각체계인 피질에서

3.3절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빨간/초록, 초록/빨간, 파란/노란, 노란/파란으로 쌍을

현저한 지도에서 응답 값이 높은 영역을 표식으로 선택

이뤄 존재한다[18]. 이중색 대립 이론에 기초를 두어 색

할 것이며, 선택된 표식을 이용하여 SLAM을 수행한다.

상에 대한 특징은 식 (4)～(7)과 같이 컬러 영상의  ,

 ,  채널의 값을 이용하여 넓게 재 조율한  ,  ,  ,

 를 생성 한 후,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통해 다름과 같

3.1. 특징 추출 및 특징 지도

이 계산하게 된다.

인간의 시각적인 집중을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인 세
[4]

가지 요건은 밝기, 색상, 윤곽선에 대한 자극이다 . 밝
기에 대한 자극도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 영역’ 혹은 ‘검
은색 배경에 흰색 영역’의 차이가 심한 정도를 의미한
다. 영상에서의 밝기에 대한 특징은 식 (1)과 같이  ,

(35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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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신용민 외

큰 영역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성된 특징 지도들은 
의 값이 가각 다른 다중 크기로 생성된다. 중요도 지도
는 각각의 성분에 대한 다중 크기의 특징 지도들을 하
나의 지도로 조합하여 나타낸다. 다중 크기의 특징지도

     

(8)

      

(9)

들은  가 4인 크기로 변형되어 식 (17), (18), (19)와 같
이 조합된다.

      

(10)

      

(11)

   



 

 

      

   



   

 

 

      


 
     

(17)

(18)

식 (8)～(11)에 의해 생성된 특징 피라미드를 이용하
여 크기가 다른 특징 피라미드 영상간의 차이를 통해

   

빨간색과 초록색의 차이와 파란색과 노란색의 차이를





 

  

(19)

식 (17)～(19)에서  는 정규화 함수를 의미하며, 정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나타내는 다중 크기의 특징 지도   와   는





규화 함수   는 전역 최대 값(  )과 지역 최대 값


(  )을 이용해       으로 계산된다.

            

(12)





 
              

(13)

게 나는 값들은 더욱더 높은 값을 부여하고, 주변과 비

윤곽선에 대한 자극도는 기존의 현저한 지도 모델의

슷한 값들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밝기와, 색상,

정규화 함수를 통해 주변의 값들에 비해 차이가 현격하

모서리에 대한 중요도 지도의 결과이다.

방향 특징을 사용하지 않고, 복잡한 실내 환경에서의
표식 선택을 위해 모서리 특징을 사용한다. 모서리 특

그림 3의 (b)～(d)까지의 영상은  의 크기가 4인 중

징은 Harris-corner 검출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에 대한

요도 지도를 원본 영상크기로 확대한 영상이다. (b)는

자극도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밝기 영상을 통해 다음과

밝기 에 대한 중요도 지도이다. 밝기의 차이가 큰 영역

같이 계산된다.

        

(14)

     

(15)

식 (14)에서      는 Harris가 제안한 모서리 검
출기를 의미하며,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통해 모서리에

(a) 입력 영상

(b) 밝기 중요도 지도

[3]

대한 특징을 추출 한다 . 추출 된 특징들은 식 (16)을
통해 다중 크기의 모서리 특징 지도     를 계산
하게 된다.

      

(16)
(c) 색상 중요도 지도

3.2. 중요도 지도

그림 3.
Fig. 3.

크기가 다른 특징 피라미드 영상간의 차이를 통해 구
해진 특징 지도는 주변에 비해 특징의 변화 및 차이가

(355)

중요도 지도
Conspicuity maps.

(d) 모서리 중요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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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흰색 벽과 책상위의 검은색 모니터와 천장과 전등과
의 경계에서 높은 응답 값이 나왔다. (c)는 색상 중요도
지도이다. 색상 대립이 심한 모니터의 파란색 부분과
왼쪽 선반위의 박스(빨간 부분)에서 큰 응답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d)는 모서리에 대한 자극도이며, 전
등이나 벽면 혹은 특징이 없는 평면에서는 응답 값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 표식 선택 결과

(b) 현저한 지도

(c) 표식 선택 결과

(d) 현저한 지도

모서리에 대한 응답 값이 높은 영역들은 특징점을 이용
한 데이터 연관에서도 우수한 표식이 된다.

3.2. 현저한 지도
현저한 지도는 밝기와 색상, 모서리에 대한 중요도
지도를 조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지
도는 영상의 복잡한 장면에 대한 모든 해석을 끝낸 마

그림 4.

지막 과정이다. 현저한 지도는 밝기와 색상, 모서리에
대한 자극도를 나타내는 중요도 지도들의 선형 조합과

Fig.

4.

표식 선택 결과와 현저한 지도
(1행 : 방향 특징 사용,
2행 : 모서리 특징 사용)
Result of Landmark selection and saliency map.

정규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용한 그림 4의 (a)의 결과에서는 천장의 전등이나 박스

                (20)

가 펼쳐진 영역이 표식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식 (20)에서  ,  ,  는 세 성분의 자극도에 대한 가

이유는 방향 특징으로 사용하는 가버 필터의 응답 값이

중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의 변경 없이

천장의 전등에서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현저한

동일한 가중치로 실험을 하였다. 그림 4는 모서리 특징

지도 모델의 정규화 과정은 영상에서 상대적인 자극도

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표식을 선택 결과와 현저한 지도

를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응답 값 발생하면, 그 값으

이다.

로 인해 작은 응답 값들이 낮아지거나 무시된다. 결과

그림 4의 (a)와 (c)는 현저한 지도 (b)와 (d)의 응답

적으로 그림 4의 1행 (b)의 현저한 지도는 강한 방향

값을 이용하여 선택된 표식들의 결과이다. 선택된 영역

특징을 가지는 영역으로 인해 밝기와 색상 그리고 강한

들은 현저한 지도의 응답 값에서 가장 밝은 값을 기준

윤곽선 소수들만이 반영된 결과가 된다.

으로, 일정 임계치 내의 차이가 나는 값까지 영역을 확

그림 4의 결과에서 보듯이 인위적인 물체들이 복잡

장하여 선택했다. 선택된 영역들 안의 숫자들은 자극도

하게 놓인 영역에서 모서리에 대한 응답 값이 높다. 또

가 높은 영역일수록 낮은 숫자를 부여 하였다. 그림 4

한 복잡한 영역은 특징이 없는 단순한 평면보다 더 많

의 2행에서 (c)는 모서리 특징을 사용하여 표식을 선택

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표식으로써 좋은

한 결과이며, (d)는 그림 3의 (b), (c), (d)의 선형 조합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서리 특징을

으로 생성된 현저한 지도이다. (d)에서의 응답 값은 파

사용하여 시각적 표식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SLAM을

란색 화면의 모니터가 가장 높다. 이 영역은 뒷 배경인

수행 할 것이다.

책장에 비해 색상 차이 클 뿐만 아니라, 밝기와 모서리

Ⅳ. 시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한 SLAM

에 대한 자극도도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천장
의 전등 같은 경우, 밝기에 대한 응답 값은 매우 강하지
만, 색상과 모서리에 대한 자극도는 낮다. 그렇기 때문

SLAM은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로봇

에 세 자극도의 선형 조합과정을 거친 현저한 지도에서

공학의 기초 기술이다. 시각적 표식을 사용하는 SLAM

는 응답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림 4의 (c)에서 보듯

의 경우, 표식에 대한 선택과 인식 문제의 어려움으로

이 표식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반면에 방향 특징을 사

인해 사전에 표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 SLAM을 수행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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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ig. 6.

신용민 외

안정적인 표식 등록 방법
Method of registering stable landmark.

역보다 자극도가 높은 영역이 보인다면 그 영역을 선택
그림 5.
Fig.

5.

모서리 특징을 이용한 시각 집중 기반 SLAM의
흐름도
Flow diagram of SLAM based on visual
attention using corner feature.

하고 기존에 검출 되었던 영역은 집중되지 않는다. 같
은 장소에서 조금의 시점 변화에 의해 서로 다른 많은
영역이 관측된다면 과도한 표식의 등록이 필요하다. 불
필요하게 표식들을 늘린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사전정보 없이 시

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연관을 과정에서도 많은

각적 표식을 자동으로 선택하기 위해, 시각 집중 시스

계산량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로봇

템을 이용하여 관심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을

이 이동하더라도 연속적인 영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집중

표식들을 사용하여 방위 각도를 이용한 EKF-SLAM

되는 영역을 표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안정적인 표식

방법을 제안한다[9]. 시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한 SLAM

등록을 위해 그림 6과 같이 임시 저장 공간을 이용한다.

방법은 그림 5와 같다.

지도 모델을 이용하며, 영상을 분석하여 관심영역을 찾

   까지 집
중된 모든 영역들의 이미지 특징점들을 저장한다.  시
점에서 집중된 영역의 특징점들과    까지 집중된 모

는 역할을 한다. 표식모듈은 시각 집중된 영역을 분석

든 영역과의 특징점 정합을 통해 정합 일정 횟수 이상

하여 표식으로 등록하거나, 저장된 표식들과의 정합을

으로 같은 영역이 집중이 되었다면 안정적인 표식으로

통해 관측된 표식들의 방위각도 정보를 얻는다. 로봇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를 시스템 성능과 특징점 정

모듈은 바퀴의 엔코더(Encorder) 값을 읽어 전역 좌표

합 시간, 이동 로봇의 실시간 구현을 고려하여 5로 설

계 상의 주행 정보(Odometry)를 제공하며, SLAM모듈

정 하였으며, 정합 횟수는 3번 이상으로 하여 실험 하

은 각각의 모듈에서 얻은 정보들을 통합하여 EKF-

였다.

임시 저장 공간은  개 만큼 생성하며,

시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한 SLAM은 크게 4가지 모
듈로 구성된다. 시각 집중 모듈은 3절에서 다룬 현저한

SLAM을 수행한다. 본 절에서는 표식모듈과 SLAM 모

4.2. 데이터 연관

듈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데이터 연관이란, 이전에 관측되었던 표식인가 혹은

4.1. 특징 추출 및 특징 지도

처음 보는 표식인가의 문제와 같이 센서를 통해 관측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저한 지도 모델은 영상

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표식들과 연관성을 찾

에서 상대적인 자극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관심영역을

는 문제이다. 처음 보는 표식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저

선택한다. 로봇이 이동 중에 어떤 장소에서 특정 영역

장을 하여 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였을

을 집중하더라도, 다시 같은 장소에 왔을 때 같은 영역

때 위치 추정을 위한 정보로 이용하며, 이전에 보았던

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 시각 집중 영역은 영상 당

표식이라면 작성되었던 지도와 로봇의 상태를 갱신하고

일정 개수로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인 차이를 계산하기

보정하는데 이용한다. 이처럼 데이터 연관 문제는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새로 관측 되었거나 카메라의 방

SLAM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해결

향 혹은 일련의 이동으로 인해 기존에 검출 되었던 영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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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 code)로 표현된다.
최종 SLAM의 결과는 표식 정합률 임계치(   )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임계치를 낮게 줄 경우, 이미지 특징
점이 적게 정합되어도 표식들을 정합 시기키 때문에 관
측이 자주 일어나 표식과 로봇의 불확실성은 낮아지게
(a) 시각 집중된 영역

된다. 하지만 표식의 오정합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b) 이미지 특징점 생성 결과

SLAM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임계

그림 7.
Fig. 7.

이미지 특징점 생성
Result of generating feature point.

치를 높일 경우 표식에 대한 관측이 적게 일어나 주행

표
1.
Table 1.

데이터 연관 가상코드
Pseudo code for Data association.

연구에서는 실내의 제한된 환경과 카메라 센서의 특성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불확실성만 높아지게 된다. 본
을 고려하여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표식의 개수
 : 영상당 시각 집중되는 영역의 개수
 : 두 표식(집중되는 영역) 영역의 특징점

4.3. 방위 각도를 이용한 표식의 위치 추정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SLAM에서는 깊이지도를
이용하여 거리 센서의 도움 없이 표식까지의 거리 추정

데이터 연관

1 for i = 1 :  do
2
for j = 1 :  do
3
compute  of (  and
4
if  <  
5
Assign
6
end if
7
end for
8 end for



to

0.4(40%)로 설정 하였으며, 환경

변화에도 동일한 임계치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정합률
 : 표식의 정합을 결정짓는 정합률 임계치

:

 를

가능하다. 하지만 단일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외부 센
서의 도움 없이 한 번의 관측만으로는 거리 추정이 불

 )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카메라만을 이용한
SLAM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여러 번의 관측을 통해 얻



어진 방위 각도를 이용하여 표식과의 거리를 추정한다.
그림 8은 관측된 표식과의 방위 각도와 교차 가우시
안(Intersection gaussian)을 통해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
의 예이다. 방위 각도를 이용한 SLAM에서는 로봇의
움직임을 알아야 표식에 대한 거리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관을 위한 시각적 표식의 정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움직임은 바퀴의 엔코더 값을 읽

합을 위해 SURF를 사용하였다[2]. SURF는 영상의 크기

어 얻어진 주행정보를 이용한다.    시점에서 로봇은

변화와 회전에 강인하며, 수행 속도도 SIFT보다 빠르
기 때문에 많은 영상처리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일

입력되는 영상에서      각도로 표식을 관측 할 것이

반적으로 이미지 특징점은 생성하는 것보다 정합하는

며, 그 표식은      각도로 생성된 일직선상의 알 수

과정에서 많은 시간 소모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지 특

없는 위치에 불확실성이 큰 가우시안 분포로 존재한다

징점이 고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 가정한다.  시점이 되면    시점에서 보았던 표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시각 집중
된 영역 내에서만 특징점을 생성하고 정합한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는 시각 집중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표식으로 추정되는 사각형 영역
에서만 이미지 특징점을 생성하였다. 사각형 영역에서
생성된 특징점들의 집합은 하나의 표식으로 사용하며,
표식들 간의 정합에서도 집합 단위의 정합이 이루어진
다. 매 프레임 마다 시각 집중을 통해 집중되는  개의

그림 8.
Fig. 8.

영역에 대한 데이터 연관은 다음과 같이 가상코드

(358)

방위 각도를 이용한 거리 추정
Distance estimation using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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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경에서 모서리 특징을 이용한 시각 집중 기반의 SLAM

신용민 외

식이 더 큰 각도(    )로 관측 될 것이며,  시점과

산은 카메라 센서의 노이즈와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시점에서 생성된 가우시안 분포가 겹쳐 교차하게

큰 값을 부여하였다.

된다. 최종적으로 표식은 두 가우시안 분포가 겹치는

그림 8의  시점과 같이 표식을 한번이상 관측을 하

영역에 존재할 것이며, 관측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식의

면, 서로 다른 불확실성이 큰 가우시안 분포가 겹쳐 교

위치를 나타내는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두 번

차하게 되는데, 이 분포를 식 (26)와 같이 구함으로써,

이상의 관측을 통해 얻어진 교차 가우시안 분포를 구해

표식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방위 각도를 이용한 표

            

식의 위치 추정 방법이다. 하지만 로봇은 전역 좌표계

(26)

            

를 사용하고 있고, 관측된 표식은 영상의 지역 좌표계
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된 표식의 좌표계를 전

             

역 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한다. 영상에서 관측된 표식

식 (26)는 평균   ,   와 분산 행렬    ,    를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가우시안 분포의 교차 분포를 구

의 지역 좌표 방위각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한 것이다. 표식이 두 번 이상 관측이 되면 그림 8의 우

      
    



(21)

측과 같이 표식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게
되는데, 불확실성 대한 분포는 교차각이 클수록, 관측이

여기서  는 영상에서 관측된 표식의  축 화소 위치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줄어든다. 또한 한 번의 관측만

이며,  는 입력 영상의 가로 길이,    는 카메라

으로 표식의 위치를 초기화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센서의 화각을 의미 한다. 여기서 얻어진 지역 방위 각

때문에 로봇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용하여, 관측된 표식의 전역 좌표는 다음과 같

교차각이 크도록 로봇의 움직임을 주거나, 불확실성이

이 계산된다.

충분히 낮아졌을 때 SLAM에 반영 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두 번 이상의 관측이 일어난 경우 표식 위치

                  

(22)

 
             


(23)

 
               


(24)

를 초기화하여 지연된 방법의 SLAM을 수행 하였다.

Ⅴ. 실험 결과 및 평가
실험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RAWSEEDS에서 제공
하는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SLAM에 대한 평가를

식 (22)에서  는 로봇과 표식의 상태벡터이며, 로봇

진행 하였다[8]. RAWSEED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은

 에 대한 위치정보  와 표식(  )의 위치정보 

로봇의 주행정보와 단일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정답

로 구성된다.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한번의 관측만으로

(Ground-truth)도 제공하기 때문에 SLAM의 평가를 위

는 정확한 거리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8과

한 데이터 셋으로 적합하다. 로봇이 이동한 경로는 그

같이 표식의 위치는 카메라 특성을 고려하여 가우시안

림 9의 (a)이며, 데이터가 획득된 환경은 그림 9의 (b)

분포안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표식의 평균 위

와 같은 약 200미터 * 200미터 크기의 대학교 교내의

치인 관측정보  는 식 (21)에서 구한 방위각도  와 카

실내 환경이다.

메라 센서의 최대 측정거리   를 이용하여 식 (23)

RAWSEED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은 그림 9의 (a)

와 (24)과 같이 계산된다.



에서 보듯이 폐쇄 경로(Close loop)가 있기 때문에 카메

 
               
              





라 센서기반의 SLAM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데이터셋

(25)

이다. 본 절에서는 모서리 특징을 이용한 시각 집중 방
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방향 특징을 이용

식 (25)에서 1행은 표식과 로봇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한 SLAM 결과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그

2행은 로봇과 표식의 각도 차이를 의미한다. 표식의 분

림 10과 같다.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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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봇 이동 경로
(a) 방향 특징 사용을 사용한 SLAM

(b) 데이터셋의 실내 실험 환경
그림 9.
Fig. 9.

로봇의 이동경로와 실내 실험 환경
Path and experimental environment.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서리 특징을 사용한 결
과 (b)가 기존 방식의 (a)보다 정답에 근접한 로봇경로
로 추정된 SLAM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모서리 특
징을 사용한 SLAM의 수행 결과가 더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방식보다 안정적인 시각 집중이 발생했

(b) 모서리 특징 사용을 사용한 SLAM

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은 로봇의 작은 이동에도 산

그림 10. 모서리 특징과 방향 특징을 사용한 SLAM 결과
Fig. 10. Result of SLAM using corner feature and gabor
filter.

발적인 집중이 일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
서리 특징을 사용한 경우는 Ⅳ장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시각 집중으로 인하여 표식이 많이 등록

problem)도 발생한다. 하지만 모서리 특징은 복잡한 영

되었다. 표식이 많이 등록됨으로써 기존의 방식보다 안

역에 대해 높은 응답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

정적으로 더 많은 관측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태 갱신도

체가 많은 실내 환경에서는 더 좋은 특징이다.

자주 일어나 개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방향

표 2는 기존의 방식과 제안한 방법의 등록된 표식의

특징을 사용할 경우 SURF 특징점이 적게 뽑히거나 특

개수와 SLAM의 평균 에러를 나타낸다. 기존의 방향

징이 없는 단순한 영역이 많이 집중되어 오정합이 일어

특징을 사용한 결과는 모서리 특징을 사용한 SLAM 결

나기 때문이다. 이미지 특징점은 개수가 증가 할수록

과보다 평균에러가 크다. 그리고 그림 11과 같이 계속

정합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정합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

된 에러 누적뿐만 아니라 로봇 납치문제도 확인 할 수

진다. 방향 특징은 윤곽선에 대한 자극도기 때문에 특

있다. 그 이유는 많은 관측을 통해 표식의 불확실성을

징이 없는 평면의 경계에서도 높은 응답 값이 나오게

줄여 상태 갱신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발적인

된다. 특징이 없는 평면에서는 적은 개수의 이미지 특

시각 집중으로 인해 표식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기

징점이 생성되므로 데이터 연관 실패가 자주 발생하여

때문이다. 또한 EKF-SLAM에서는 주행정보와 관측정

그림 10의 (a)와 같이 로봇이 납치되는 문제(Kidnapped

보가 칼만게인에 의해 적절히 반영되는데, 표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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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Ⅵ. 결 론

모서리 특징과 방향 특징을 사용한 SLAM 결과
비교
Error-comparison
between
previous
and
proposed method.
구분

방법
기존의
현저한 지도

표식의
수

x 위치 y 위치 각도
에러
에러
에러
(meter) (meter) (Radian)

본 논문에서는 실내의 복잡한 환경에서 모서리 특징
을 이용한 시각 집중 시스템을 기반으로 SLAM을 수행

거리
에러
(meter)

127

9.359

7.911

0.3420

13.672

224

4.392

1.704

0.0461

4.759

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복잡한 실내 환경에서 표식을 자동 선택하기 위해 모
서리 특징을 사용한 변경된 시각 집중 시스템을 제안하

(방향 특징 사용)

제안한 방법
(모서리 특징 사용)

신용민 외

고 SLAM을 수행 하였다. 시각 집중 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람과 유사한 시각 처리 방식으로 이동 로봇의 성
공적인 SLAM이 가능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 모서리
특징을 사용 했을 경우 방향 특징을 사용 했을 때 보다,
표식의 선택과 등록, 정합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미지 특징점을 이용하는 정합에서는 특징이
없는 단순한 평면보다 복잡한 영역이 정합에 대한 신뢰
도가 높고 실내 환경은 복잡한 물체 혹은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4차원의 특징인 방향특징을 1차원의 모
서리 특징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스템의 연산량도 줄일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각 집중 시스템과 경험 정보를 이
용하여 보다 정확히 표식을 자동선택 할 수 있는
SLAM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한다.

(a) 정답과의 거리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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