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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와 2½D 지도 기반의 선분/호 개체를

이용한 이동 로봇의 실외 위치 추정 알고리즘

Outdoor Mobile Robot Localization Algorithm using Line/Arc Features
based on Laser Range Finders and 2½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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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curate outdoor localization method using line/arc features is suggested for mobile robots with LRFs (Laser 
Range Finders) and odometry. Localization is a key process for outdoor mobile robots which are used for autonomous 
navigation, exploration and so on. In this paper, an accurate pose correction algorithm is proposed for mobile robots using 
LRFs, which use three feature types: line, circle, and arc. Using this method we can reduce the number of singular cases that 
robots couldn't find their pose. Finally we have got simulation results to validate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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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외환경의표현[8].
Fig. 1. Outdoor representation [8].

I. 서론

실외 환경에서 이동 로봇의 자동화에 있어서 로봇 자신

의 위치 추정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
동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위험한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

을 하는 경우 또는 무인 네비게이션 등 많은 분야에서 로

봇 자신의 위치 정보 없이는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외 위치 추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 방법으로는 엔코더 데이터를 이용한 오도메트리 측정법

이 있다. 하지만 오도메트리는 바퀴의 미끄러짐, 엔코더의

오차 등의 이유로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되

어 부정확한 위치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다. 이
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센서의 융합을 통

한 정확도 높은 위치 추정 방법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1,2]. 그 중에 특히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를 이용한 위치

추정 방법은 그 정확도나 활용도가 다른 센서들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를 이용한 위치 추

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3-5]. 특히, 본 논문

과 관련 깊은 연구로서, Sohn은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데이

터로부터 순차적 최소 제곱(sequential least squares) 알고리

즘을 통하여 선분 벡터를 추출해 내어 지역, 전역 위치 추

정 및 SLAM을 수행하였고[6], Bae는 Sohn의 연구에서 레이

저 레인지 파인더 데이터로부터 원을 추출하는 방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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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이를 통한 위치 추정과 GPS, 모터 엔코더 센서와

융합을 통한 실외 위치 추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와 모터엔코더를 통한 실

외 위치 추정 과정에서 기존의 선분과 원 만을 이용한 방

법[7]을 확장하여 호 개체를 추가하여 위치 추정을 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호 개체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으

로는 로봇의 위치 추정이 불가한 경우(singular case)를 더욱

줄이고 정확도 높은 위치 추정이 되도록 하였고,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II. 선분, 원, 호를 이용한 위치 추정 알고리즘

1. 실외 환경의 표현

위치 추정을 위해 이동 로봇에게 지도가 필요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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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분사이의거리표현.
Fig. 3. Distance between scan lines and map lines.

논문에서는 위치 추정을 위해 사용할 실외 지도로 실외 환

경의 요소들의 표면을 2½D로 단순화 시켜 4개의 점으로

구성된 8개의 개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8].
그림 1과 같이 4개의 점으로 구성된 8개의 개체로 실외

환경을 표현함으로써, 3차원 그리드 맵에 비하여 메모리 소

요를 줄이면서도 실외 위치 추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스캔 데이터의 분류 및 선분/호 

개체 추출

실외 환경을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로 스캔을 하였다면, 
매 스캔 주기마다 스캔 데이터들을 획득하게 된다. 이 스캔

데이터들은 이동 로봇에 장착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로부

터 실외 환경 구성요소까지의 거리 데이터 정보이다. 
선분/호(원을 포함)를 이용하여 실외 위치 추정을 하기

위해 이 스캔 데이터들로부터 선분과 호를 추출해내는 과

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의 분류와 동시에 선분 또는 호 개체의 추출

을 위해, 기존의 순차적 최소 제곱 알고리즘(sequential least 
squares) [6]을 확장한 양방향 선분 및 호 추출 방법을 사용

하였다[9]. 여기서 순차적 최소 제곱 알고리즘은 레이저 레

인지 파인더를 통한 한 주기의 스캔 데이터들을 한 방향으

로 탐색을 하면서 선분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6]. 이를 확

장한 양방향 선분 및 호 추출 방법은 한 방향으로 한 주기

의 스캔 데이터들을 탐색하며 선분과 호를 추출해내고, 스
캔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동일한 스캔 데이터들을 탐색하며

전 단계에서 추출한 선분과 호를 검사하여 더욱 정확하게

스캔 데이터들로부터 선분과 호를 추출해 내도록 하는 방

법이다[9].
3. 추출된 개체(선분, 호)들과 지도상의 개체(선분, 호, 

원)들의 대응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스캔 데이터들을 통하여 추출되는

개체들은 선분과 호이다. 하지만 지도상에는 선분과 호 뿐

만이 아니라 원도 있으므로, 스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선

분은 선분 대응 판단 기준을 거쳐 지도상의 선분과 대응시

키고, 추출된 호는 호/원 대응 판단 기준을 거쳐 지도상의

호와 원에 대응되도록 해야 한다. 
3.1 대응을 위한 추출된 데이터의 2차원 투영 및 개체의 

표현 법 

양방향 선분 및 호 추출 방법을 통하여 추출된 선분과

호 그리고 주어진 실외 지도는 3차원 공간상의 개체들이다. 
3차원 공간 상 위치 추정의 메모리 소요와 복잡성을 피하

면서도 정확도 높은 위치 추정을 위하여 각 개체들을 2차
원 공간상에서 대응을 시키고, 이를 위해 각 개체들과 실외

지도를 x, y 평면상으로 투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는 간단히 3차원 데이터에서 z 값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

능하다. 이렇게 2차원 x, y 평면상으로 투영된 선분, 호 그

리고 원 개체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그림 2 참조). 
선분: 선분의 양 끝점과  , 값으로 표현.
호: 호의 양 끝점과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으로 표현.
원: 원의 양 끝점과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으로 표현.
   (양 끝점은 동일한 점으로 하여 호와 구분 가능)

(a) Line (b) Arc (c) Circle

그림 2. 선분, 호, 원개체의표현.
Fig. 2. Representation of line, arc and circle.

3.2 선분 대응

위 과정에서 실외 지도의 선분 개체들과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스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선분 개체들을 얻어내었

다면 기존의 선분 대응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

여부를 판단한다[7].
먼저 수식 (1)과 같이 지도의 선분 개체들과 추출된 선

분 개체들의  , 값을 비교하여 일정 차이 이하의 값들을

갖는 선분들끼리 대응을 시킨다[7]. 이 때,  는 지도 선

분 개체들 이고, 는 스캔 선분 개체들 이다.

║║  ║║   (1)

위 단계를 통과한 경우, 그림 3과 같이 추출된 선분과

해당 되는 지도상의 선분의 거리를 비교하여 최소값을 갖

는 선분들끼리 대응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위 조건을 통

과하지 못한 스캔 선분은 대응이 되지 않은 선분으로 분류

한다[7].
3.3 호/원 대응

추출된 선분들과 지도상의 선분들의 대응관계가 판단되

었다면,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스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호는 다음과 같은 판단과정을 거쳐 지도상의 호 또는 원

개체와 대응된다.
단계 1: 추출된 호 개체와 지도상의 호/원 개체들의 중

심점의 차이를 비교한다. 

║║ 

║║ 

(2)

이 때, 는 추출된 호 개체들, 는 지도상의 호 개

체들 그리고 는 지도상의 원 개체들이다. 

단계 2: 단계 1을 충족시켜 중심점의 위치 차가 크지 않

다고 판단 된 경우, 수식 (3)과 같이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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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호/원비용함수.
Fig. 5. Arc cost function.

그림 6. 의정의.

Fig. 6. Definition of  .

그림 4. 호대응판별을위한벡터들.
Fig. 4. Vectors for arc matching.

∣∣  or ∣∣   (3)

하나의 지도 개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추출된 호 개체가

중심점과 반지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추

출된 호 개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지도 개체가 대응될 수

있으므로 두 조건을 통과한 개체 중에 중심점 위치차가 가

장 작은 개체부터 차례대로 다음 조건을 검사한다. 
단계 3: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개체들 중 중심점의

위치차이가 가장 작은 지도상의 개체가 원 개체로 판명될

경우 해당 개체와 대응시킨다. 
중심점의 위치차이가 가장 작은 지도상의 개체가 호 개

체로 판명될 경우 호 대응 판별 조건을 검사한다. 호 대응

판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 대응 판단을 위하여 그

림 4와 같이 단계 2까지를 통과한 지도상의 호와 추출된

호의 중심점으로부터 각 호의 양 끝점을 잇는 벡터들을 생

성한다. 
벡터들을 생성하였다면, 호의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추출된 호의 중심점을 평행 이동시켜 지도상의 호의 중

심점과 일치시킨다. 그 후 두 벡터의 외적의 결과 벡터가

 라 할 때, 다음 판별식을 만족한다면 지도상의

호의 범위에 추출된 호가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로 대응을 시킨다. 

×의값≥ Mj×Si의k값≥   (4)

단계 3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단계 1, 2를 통과한 개체

들을 중심점 위치차가 작은 순서대로 단계 3을 검사하고

모두 검사한 후에도 대응되는 개체가 없을 경우 대응되지

않은 개체로 판단한다. 
4. 대응되는 개체들을 이용한 위치 추정

앞의 과정에서 추출된 선분과 호/원 그리고 지도상의 선

분, 호/원 간의 대응 관계가 판별되었다면 이를 이용하여

위치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대응 되는 개체들을 통한 위치

업데이트 직전의 위치 추정은 오도메트리를 통한 위치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비교적 큰 위치라 할 수 있다. 
대응 되는 개체들 간의 위치 차에 대하여 선분 비용함수와

호/원 비용함수를 정의하여 직전의(오도메트리를 통한 위치

추정) 비교적 오차가 큰 위치 추정결과로부터 정확도가 크

게 향상된 위치(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를 통한 위치 추정)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분 비용함수와 호/원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4.1 선분 비용함수

서로 대응 되는 지도상의 선분들과 추출된 선분들에 대

하여, 선분 비용함수는 Bae의 논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7]. 지도상의 직선을 , 대응 되는 추출된 선분

을   그리고 를 회전, 병진 이동한 선분을 , 의 양

끝점으로부터 직선 까지의 수직 거리를     , 

추출된 선분의 길이를 , 추출된 선분을 구성하는 스캔 데

이터의 수를 , 추출된 선분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분산을

라 할 때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7]. 

 







 



║║
. (5)

4.2 호/원 비용함수

서로 대응 되는 지도상의 호/원 들과 추출된 호에 대하

여, 호/원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그림 5와 같이 추출된 호(scan arc)의 한 끝 점을 예로

들면, 

≃ (6)

이다. 이 때 식 (6)의 양변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값은 아

니지만, 여기서의 약간의 오차는 위치 추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그림 6의 추출된 호의 양 끝점과 중간점에 대

하여 식 (6)과 같이 각 점에 대하여 을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을 정의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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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카이스트전자동주변실외환경.
Fig. 7. Outdoor of KAIST EE building.

그림 8. 시뮬레이션을위해제작된지도.
Fig. 8. Map for simulation.

음의 과정을 따라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6의 , , , 

을 식 (7)과 같이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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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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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원 비용함수[7]를 참조하여, 호/원
비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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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체 비용함수 및 위치 업데이트

앞의 과정에서 구한 선분 비용함수와 호/원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전체 비용함수를 구하고 전체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추가 회전 방향 와 추가 이동 벡터   값을

찾아내어 보다 정확한 위치로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된다. 
선분 비용함수와 호/원 비용함수가 서로 동일한 형태의 2차
형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두 함수를 더하는 것으로 전

체 비용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7].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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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식 (13)에 의하여 구해진 에 의한 회전 행렬(Rotation 
matrix) 와 병진 벡터(Translation vector) 를 이용하여

다음 수식 (14)와 같이 오차가 큰 직전(오도메트리를 통한) 

위치()로부터 정확도가 높은 위치로(  )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다[7].

   (14)

III. 시뮬레이션 결과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카이스트 전자동 주변을 시뮬레이션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이스트 전자동 지역의 지

도를 그림 8과 같이 2½D 실외 환경 표현 방법에 따라 제

작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제작된 지도상에서 이동 로봇의 위치를 임의로 정

하고 HOKUYO사의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인 UTM30LX 모
델의 스펙을 참조하여 스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스캔 데이

터를 획득하였다. 그 다음, 해당 스캔 데이터로부터 선분과

원 그리고 호를 양방향 선분 및 호 추출 방법[9]을 이용하

여 추출해 내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분 및 호/
원의 대응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선분과 호가 지도상

의 어떤 개체와 대응되는지 판별해내고, 마지막으로 선분

비용함수와 호/원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는 을 찾아내

어 최종 위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표 1의 결과와 같이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동

로봇의 위치가 높은 정확도로 추정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에서 오도메트리를

통한 위치인, 오차가 비교적 큰 직전의 위치는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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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 Y(m) (°)
Real Pose 180 70 270

Odometry Pose 179.3478 70.7991 270.2865
판정 Pose 1 179.9994 69.9943 270.0091
판정 Pose 2 180.0012 70.0020 269.9530
판정 Pose 3 179.9994 70.0007 269.9918
판정 Pose 4 180.0003 69.9953 269.9887
판정 Pose 5 179.9978 69.9989 270.0039
판정 Pose 6 179.9992 70.0070 269.9923
판정 Pose 7 179.9973 69.9907 270.0033
판정 Pose 8 179.9997 69.9951 270.0140
판정 Pose 9 179.9967 70.0127 270.0119
판정 Pose 10 179.9995 69.9928 269.9839

표 1. 위치업데이트시뮬레이션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 for pose update.

�

� �

�

� � � �
LRF � � � � �

그림 9. 스캔데이터를이용한위치업데이트시뮬레이션.
Fig. 9. Pose update simulation result.

고 가정을 하였고 이를 오도메트리 위치(Odometry Pose)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오도메트리 위치로부터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위치를 판정 pose라 명명하였다.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의

거리 데이터 오차는 2 cm라 가정하고, 로봇의 위치는 그림

9와 같이 선분, 호, 원이 모두 추출될 수 있는 위치에서, 10
번의 위치 업데이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여기서 X(m), Y(m)는 그림 8의 지도상의 위치이

고, 는 X축을 0도로 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360도까지 증

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9에서 2차원 투영 시 원으로 표현되는, 반지름이

작은 지도상의 기둥들은 로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해당 기둥에 닿는 스캔 데이터가 적어, 원으로 추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선분

과 원만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벽면 스캔으로부터 추출된

선분 하나만이 추출되어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

(singular case)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호를 추가함으로써, 
그림 9에서와 같이 호 모양의 건물 벽으로부터 호를 추출

해내어 반지름이 작은 기둥으로부터 원이 추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높은 정확도로 위치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표 1의 결과와 같이 선분과 호를 이용하여 비교적

오차가 큰 오도메트리 위치로부터 실제 위치와 거의 오차

가 없는 정확한 위치로 업데이트가 되며, 위치 판정이 불가

능한 경우 또한 더욱 줄어들게 된다. 

IV. 결론 및 추후 과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스캔 데이터로부터 선분과 호를

추출하고, 주어진 2.5D의 지도에 선분, 호 그리고 원 개체

를 대응시키는 방법과 위치 추정을 위한 비용함수를 정의

하여 정확도 높은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동작을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스캔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방법처럼 선

분만을 이용하거나, 선분과 원만을 이용할 경우, 위치 추정

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호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실외 한경에서 호를 추출해내고 이 또

한 실외 위치 추정에 사용함으로써,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더욱 줄이면서도 정확도 높은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을 통

한 검증 뿐 만이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해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실외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이동 로봇의 무인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적용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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