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3) 19(8):667-675 

http://dx.doi.org/10.5302/J.ICROS.2013.13.9012  ISSN:1976-5622  eISSN:2233-4335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가중치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자율 수중 로봇의 비전 기반 위치 인식 

Vision-based Localization for AUVs using Weighted Template Matching 

in a Structured Environment 

김 동 훈, 이 동 화, 명 현
*

, 최 현 택 

(Donghoon Kim1, Donghwa Lee1, Hyun Myung1, and Hyun-Taek Choi2) 
1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obotics Progra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2Ocean System Eng.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vision-based techniques for underwater landmark detection, map-based localization, and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in structured underwater environments. A variety of underwater tasks require an 

underwater robot to be able to successfully perform autonomous navigation, but the available sensors for accurate localization are 

limited. A vision sensor among the available sensors is very useful for performing short range tasks, in spite of harsh underwater 

conditions including low visibility, noise, and large areas of featureless topography.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o a utilize 

vision sensor for underwater localization, we propose a novel vision-based object detection technique to be applied to MCL (Monte 

Carlo Localization) and EKF (Extended Kalman Filter)-based SLAM algorithms. In the image processing step, a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based template matching and color-based image segmentation method are proposed to improve the 

conventional approach. In the localization step, in order to apply the landmark detection results to MCL and EKF-SLAM, dead-

reckoning information and landmark detection results are used for prediction and update phases, respectivel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is evaluated by experiments with an underwater robot platform in an indoor water tank and th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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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중 로봇은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와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를 포함하며, 해양 공학 분야

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수중 환경 탐사 또는 수

중 구조물 조사 등의 목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왔다. ROV는 

원격지의 조작자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조작되므로, 복잡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로 수중 건설(construction)이나 구조

(rescue)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1-8]. AUV는 ROV와 달리 원

격 조종 없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높은 수준의 자

율 운항 능력을 필수적이며, 심해 탐사와 수중 환경 및 생태계 

감시, 수중 인프라 구조 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수중 위치인식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

중 미션 수행을 위한 수중 위치 인식 및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수중 환경은 지상과 달리 매우 동적인 3차원 환경이고, 매

질 특성상 가용한 위치 인식용 센서가 제한적이므로, AUV의 

수중 위치 인식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분야이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위치 인식 및 경로 생성, 추종, 주변 환경 인식 등

의 다양한 기능을 요구한다. 수중 인공 구조물 조사, 정박지 

복귀 및 접안(docking)을 위한 경로 추종, 모니터링을 위한 

특정 영역 탐사 등의 응용 연구가 있으며,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었다[9-13]. 

카메라를 통한 수중 영상 정보는 자율 수중 내비게이션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비록 수중 영상정보가 어쿠스틱 

센서(acoustic sensor)와 같은 다른 수중 센서들에 비해 탐지거

리가 짧고 잡음에 민감한 약점이 있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근거리 환경 탐지 및 내비게이션에 

아주 유용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수중 환경에서의 영상 

기반 물체 인식은, 열악한 조명 조건과 탁도, 수중 부유물 등

에 의한 낮은 가시성 때문에 쉽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 위치인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 랜드마크(landmark)를 이용하였

고, 다양한 랜드마크가 개발되었다. 그 중 많은 연구에서 컴

퓨터비전 분야의 알고리즘을 수중 환경에 적용하여, 영상기

반의 정박지 복귀 및 접안 기법을 연구하였다. Yu 등은 자체 

제작한 인공 수중 랜드마크를 인식하여 AUV의 위치를 인식

하기 위해 컬러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14]. Park 등은 다수

의 LED (Light-Emitting Diode)를 사용한 능동 랜드마크를 개

발하였다[15]. 이 랜드마크는 접안 스테이션 주변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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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의 자동 접안을 돕는다. Dudek 등은 컬러 교정 필터를 

사용한 산호초 인식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그들의 수중 로봇 

플랫폼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를 검증하였다[16]. Sattar와 

Dudek은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앙상블 트래커(ensemble 

tracker)를 개발하여 수중 패턴인식 및 추종 성능을 보였다

[17]. Negre 등은 자기 유사(self-similar) 랜드마크라는 수중 목

표물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중 로봇에 대한 랜드마크

의 거리와 방향각을 추정하는 실험을 소개하였다[18]. Maire 

등은 접안 지역에 흑백의 띠로 위치정보가 표시된 막대를 설

치하고, 하르(Harr) 사각 특징인식 기법을 적용한 접안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19]. 이 연구들은 수중 위치인식을 위해 특

별히 제작한 랜드마크를 제안하였지만, 대부분 랜드마크는 2

차원 형태로 설계되어 정면에서 바라봐야 정확한 위치 인식

이 가능하고, 측면이나 랜드마크 뒤 편에서는 위치인식의 정

확도가 낮아지거나 랜드마크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Lee 등은 랜드마크 인식과 추종을 위한 컬러 교정 기법의 효

과를 검증하였다[20]. 이 연구를 확장하여, Kim 등은 향상된 

템플릿 기반의 랜드마크 인식기법을 제안하였고, 단순한 형

태의 3차원 랜드마크를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실험으로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21]. 이 두 연구에서는 랜드

마크 인식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3차원 랜드마크를 사용하

였다. 하지만 이 기법들은 랜드마크의 크기 변화에 취약하여 

AUV가 랜드마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수중 인공 구조물을 랜드마크

로 이용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Balasuriya 등은 단일 카메

라와 어쿠스틱 센서를 이용한 자율 수중 케이블 추종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22]. Hover 등은 수중에 잠겨있는 배 표면을 

조사하기 위해 나사나 조립 홀(hole), 용접선 등을 랜드마크

로 이용하였다[23]. 그리고 카메라 및 어쿠스틱 센서의 랜드

마크 인식 결과를 활용하여 배 표면을 조사 중인 AUV의 위

치인식과 SLAM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의 3D 

모델링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 작업을 위해서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어쿠스틱 센서 등)가 함

께 필요하다. 그 외에 구조화된 수중 공간에서 RF (Radio 

Frequency) 신호를 이용한 위치인식[24], 수중 구조물 검사로

봇의 기구학적 관계를 이용한 EKF (Extended Kalman Filter) 기

반 위치 추정[25]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영상기반 수중 위치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수중 위치 인식을 위해 4개의 단순한 

형태를 갖는 3차원 랜드마크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랜드마크

는 템플릿 기반의 이미지 정합 기법[26]을 이용하여 인식하

였다. 하지만, 기존의 템플릿 정합 알고리즘은 조명 조건의 

변화나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 물체의 크기 변화 등에 

강인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 연구[21]에서는 가중치 템플릿 

정합과 다중 템플릿 기반 물체 선택 기법을 제안하여 물체 

인식 성능을 향상시켰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템플

릿 정합 기반 물체 인식 알고리즘이 물체의 크기 변화에도 

강인하도록, 컬러 기반 영상 분할 (segmentation) 기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영상 처리 결과를 활용하여 수중 로봇의 위

치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MCL (Monte Carlo 

Localization) 알고리즘[27]을 통해 지도 정보 기반 위치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도 정보와 위치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EKF기반의 SLAM 알고리즘[28]의 실험을 진행하

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개발 중인 수중 

로봇 yShark를 이용한 수조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랜드마크 인식 알고리즘의 결과는 기존 템플릿 정합 

및 기존 제안한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

으며, 수중 위치 인식 및 SLAM 결과는 초음파 방식의 실내 

GPS로부터 측정한 위치 정보(ground truth)와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논문은 II 장의 본문과 III 장의 실험 결과, IV 장의 결론으

로 구성되어있다. II 장에서는 영상기반 랜드마크 인식 기법

과 지도 정보 기반 위치 인식 기법, 수중 영상기반 SLAM 기

법에 대해 다룬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소개한 알고리즘들

에 대한 실내 수조 실험 결과와 분석에 대해 다룬다. 

 

II. 영상기반 랜드마크 인식 및 위치 인식 

1. 영상기반 랜드마크 인식 

자율 수중로봇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 구조물이 없는 해

양 환경에서의 자율 탐사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중 환경에서 

자연물의 특징점을 이용한 수중 로봇의 위치 인식 및 주변 

환경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9-31]. 하지만 수중 환

경에서는 수심에 따라 조명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탁도에 

따라 가시성이 낮아지며, 수중 부유물에 의해 영상에 노이즈

가 많은 등 영상처리에 불리한 특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자

연물만을 랜드마크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랜드마크를 설치한 수중 환경이 이러

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수중 

위치 인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4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였

다. 랜드마크는 원통형 구조의 대칭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로

봇의 평면상의 움직임에서 카메라에 보이는 물체의 외형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수중에서도 눈에 

잘 띈다. 이러한 설계는 탁도가 높고 가시성이 낮은 수중환

경에서도 높은 랜드마크 인식률을 기대할 수 있다.  

수중 환경의 악조건은 영상처리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

용한다. 매질의 특성 및 탁도에 의한 빛의 감쇠와 산란은 카

메라 영상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고, 수중 부유물은 이미지

에 고주파 노이즈를 생성하며, 제한된 광원 조건은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 조명 조건을 크게 변화시켜 인공구조물 인식

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중 환경 및 

카메라 특성에 의한 왜곡 보정(calibration) [32]과 경계선을 보

존하면서 노이즈 제거가 가능한 양방향 필터링(bilateral 

filtering) [33]의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인공 구조물을 수중 위치 인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

 

 

그림 1. 인공 랜드마크: 십자형기둥, 구, 원기둥, 삼각뿔. 

Fig.  1. Artificial landmarks: cross, sphere, cylinder, and cone. 

Donghoon Kim, Donghwa Lee, Hyun Myung, and Hyun-Tae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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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비전 분야의 물체 인식 기법이 필요하다. 그 기법 중 하

나인 특징점 기반의 기법에는 SIFT [34]와 SURF [35], GLOH 

[36], HOG [37] 등이 있으며, 다른 두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

점들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이미지를 정합한다. 이 기법은 주

로 각진 모서리나 복잡한 문양 등의 특징점이 많은 물체에 

적합하지만, 설계한 인공 구조물이 특징점이 적고 단순한 형

태이므로 이미지 정합이 쉽지 않다[20]. 다른 물체 인식 기법

으로 템플릿 정합[26] 기법이 있다. 템플릿 정합은 인식하고

자 하는 물체의 영상(템플릿)을 입력된 영상의 모든 위치에

서 비교하여 상관계수를 구하고, 임계치 이상의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위치를 목표물의 위치로 알아내는 기법으로,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도 정합이 잘 된다. 하지만 이 기법은 템플릿과 

영상을 있는 그대로 비교하기 때문에 조명 조건이나 노이즈, 

영상 속 물체의 크기 변화 등에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인공 구조물을 인식하여 위치 인

식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연구[21]에서는 가중치 상관 계

수 기반의 템플릿 정합과 다중 템플릿 기반 물체 선택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기존 템플릿 정합

과 적응형 이진화(adaptive thresholding)를 적용한 영상의 템플

릿 정합의 상관 계수를 가중 합하여 최종 상관계수를 계산한

다(그림 2). (ii) 모든 템플릿에 대한 상관계수의 비교를 통해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위치의 구조물을 선택한다.  

(i)의 방법은 흑백 명암 이미지(gray level image)에서의 템플

릿 정합이 조명 변화에 민감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

로, 그림 2와 같이 기존 템플릿 정합(첫번째 열)과 적응형 이

진화를 적용한 영상을 이용한 템플릿 정합(두번째 열)의 상

관계수를 각각 w1과 w2의 가중치로 가중 합하여 새로운 상

관계수를 계산하는 과정(맨 아래 행)이다. 상관계수는 명암으

로 표현하였으며, 밝을수록 높은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적응

형 이진화를 거친 영상은 영상 속 물체의 외형을 두드러지게 

하여 외형의 유사성을 상관계수에 반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상관계수는 템플릿에 해당하는 랜드마크 주변

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ii)의 방법은 상관계수가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 랜드마크의 색과 형태, 크기가 

비슷해, 템플릿마다 임계값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

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모든 템플릿에 대한 상

관계수를 계산한 후, 하나의 임계값을 적용하여 목표물의 후

보위치를 구하고, 각 후보 위치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갖

는 템플릿을 찾음으로써 물체 인식을 하였다. 

이 방법은 조명이나 노이즈 등의 환경변화에 대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템플릿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템플

릿 정합의 특성상 영상 속 물체의 크기가 템플릿 이미지의 

크기와 다르면 인식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3의 과정과 같은 영상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AUV를 외부조명이 거의 없는 심해 환경에서 운용한다고 가

정하였을 때, 수중 로봇에 장착된 조명이 가장 큰 광원이 되

며, 붉은색의 인공 랜드마크는 그 색조(hue)와 채도(saturation)

가 주변 환경에 비해 높은 색으로 촬영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영상 분할 방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그림 3의 상단

과 같이, 원본 영상을 HSV (Hue, Saturation, and Value) 컬러 모

델로 변환한 후, 색조와 채도 이미지를 각각 추출하여 이 두 

영상의 평균 영상을 만든다. 이 평균영상에 Gaussian filter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적응형 이진화 과정을 거쳐 이

진 영상을 만든 다음, 침식(erosion)과 팽창(dilation) 연산을 적

용하여 부유물이나 경계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림 3의 오

른쪽 아래와 같은 이진 마스크(mask) 영상을 생성한다. 이 마

스크 영상을 입력영상에 적용하면 그림 3의 가운데 아래와 

같이 랜드마크의 후보군만 분할된다. 각 분할된 후보군이 어

떤 랜드마크에 해당하는지 인식하기 위해, 템플릿 크기에 맞

춰 그 크기를 변환한 후, 가중치 상관 계수 기반의 템플릿 

정합과 다중 템플릿 기반 물체 선택 방법을 적용하여 인공 

랜드마크를 인식한다. 이 영상분할기법을 적용하여 랜드마크 

인식을 할 경우, 영상 속 랜드마크의 크기가 템플릿의 크기

와 달라지더라도 랜드마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템플릿 정합

을 위해 입력 영상의 모든 영역을 템플릿 영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2. 지도 정보 기반 위치 인식 

영상 기반의 지도 정보를 이용한 위치 인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CL (Monte Carlo Local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27]. 영상 정보를 통하여 수중 물체와 로봇간의 상대적인 

거리와 각도 정보를 구한 후 미리 정의된 지도 정보 (여기서

는 각 랜드마크의 위치들) 와의 비교를 통해 확률 기반의 위

치 추정을 수행한다. MCL 알고리즘을 위해 k 시간에서의 

N 개의 파티클(particle) 집합 { }i
k k

S s= ( 1 )i N= … 을 정의한

다. 파티클의 집합은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 | )k
k

p Zx

를 나타내며, 이때 현재 로봇의 자세 [ , , ]
T

k
x y θ=x 와 측정 

값들의 집합 { }
k

jZ z= ( 1 )j k= … 이 사용된다. MCL 알고리

그림 2. 가중치 상관계수 기반 템플릿 정합 과정. 

Fig.  2.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based template matching. 

 

그림 3. 컬러 기반 영상 분할 과정. 

Fig.  3. Color-based image segmentation. 

Vision-based Localization for AUVs using Weighted Template Matching in a Structur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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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예측과 갱신 단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예측 단계에서는 과거의 위치 및 측정값들을 기반으

로 모션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구하게 된다. 현재 위

치에 대한 예측 확률은 아래 식과 같다. 

 1 1

1 1 1 1
( | ) ( | , ) ( | )k k

k k k k k k
p Z p p Z d− −

− − − −

= ∫x x x u x x  (1) 

이를 각 파티클에 적용하면 파이클 
1

i

k
s

−

는 로봇의 모션 모델

(motion model) ( )1 1
| ,i

k k k
p s

− −

x u 에 의해 i

k
s 으로 예측되며, 여

기서 
1k−

u 는 로봇의 추측 항법(dead-reckoning)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로봇의 DVL (Doppler Velocity Log) 센서와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정보를 이용하여 수중 로봇의 

자세와 방향, 이동 속도, 변위를 추정한다. 이때 이동

(translation) 및 회전(rotation)의 잡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각각 

trans
σ 와 

rot
σ 로 정의한다. 

갱신 단계에서는 측정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은 베이

지안(Bayesian) 기반의 사후확률을 구한다.  

 
1

1

( | ) ( | )
( | )

( | )

k

k k k k

k k

k

p p Z
p Z

p Z

−

−

=

z x x

x

z

 (2) 

영상 처리 결과를 이용, 예측 단계에서 구해진 각 파티클

에 대해 측정 모델 ( )|i i

k k k
w p s= x 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

여하게 된다. 영상 처리 결과에서는 랜드마크에 대한 거리와 

방향각이 주어진다. 이때 거리와 방향각 추정의 잡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각각 
range

σ 와 
bear

σ 로 정의한다. 최종적으로 예

측된 파티클과 각각의 가중치 값의 집합 { , }
i i

k k k
S s w= 을 통

해 리샘플링(resampling)을 거친 후 새로운 파티클 i

k
s 를 구하

게 된다. 

3. 수중 영상 기반 SLAM 

지도 정보와 위치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기 위하여 EKF기

반의 SLA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기본적인 SLAM 알고리

즘의 형태는 참고문헌 [28]을 따른다. 수중 영상 기반 SLAM 

알고리즘 또한 로봇의 움직임을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하였

으며, 현재 로봇의 상태 변수는 [ , , ]
T

k
x y θ=x 와 같다. 그리

고 i 번째 랜드마크의 위치 또한 상태 변수 
,

[ , ]T
i k

x y=l 로 

나타낸다. 로봇과 랜드마크의 위치를 하나의 상태 변수로 나

타냈으며 아래 식과 같다. 

 
1,

,

k

k

k

i k

⎡ ⎤
⎢ ⎥
⎢ ⎥=
⎢ ⎥
⎢ ⎥
⎢ ⎥⎣ ⎦

x

l
X

l

�
 (3) 

EKF-SLAM의 예측 단계에서는 DVL 센서와 IMU 정보가 

사용된다. IMU 센서에서는 수중 로봇의 자세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 DVL 센서에서는 이동 속도와 이동 변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 이러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 

단계에서는 아래 식과 같이 상태 변수 | 1
ˆ

k k−
X 과 오차 공분산 

| 1k k−
P 이 예측된다. 

 | 1 1| 1
ˆ

k k k k k− − −

= +X FX U  (4) 

 | 1 1| 1k k k k k− − −

= +
T

P FP F Q  (5) 

여기서 F 는 상태천이 모델, 
k

U 는 제어입력, 
k

Q 는 시스템

잡음 공분산이다. 이때 시스템 잡음의 표준편차는 x, y의 경

우 각각 5 cm, θ 은 1o로 설정하였다. 제어입력 
k

U 는 DVL 

센서로부터의 변위 x , y와 IMU 센서로부터의 θ 값으로 구

성된다. 이때 상태천이 모델 F 는 항등 (identity) 행렬이다.  

영상을 통해 측정된 랜드마크의 거리 및 방향각 정보는 앞

서 예측 단계에서 구해진 상태 변수와 오차 공분산 정보를 

갱신하여 최종 상태 변수를 구하게 된다. 갱신 단계는 아래 

식들과 같다. 

 | 1
ˆ

k k k k−
= −V Z HX  (6) 

 | 1k k k k−

= +
T

S HP H R  (7) 

 
1

| 1

T

k k k k

−

−

=K P H S  (8) 

 |
ˆ

k k
X = | 1

ˆ

k k k k−

+X K V  (9) 

 | | 1

T

k k k k k k k−

= −P P K H K  (10) 

Vk 는 예측된 측정값과 실제 측정값의 오차이며, Zk 는 실제 

측정값, H 는 측정 모델, Rk 은 측정 잡음 공분산이며, Kk 는 칼

만(Kalman) 이득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상태 변수인 |
ˆ

k k
X

와 오차 공분산 |k k
P 가 구해진다. 이때 측정값 

k
Z 는 랜드마

크까지의 거리 및 방향각으로 구성되며, 측정 모델 H는 로

봇의 2차원 자세 x 에서 랜드마크의 위치 l 사이의 상대 자

세를 구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측정 잡음의 표준편차는 

거리값의 경우 20cm, 방향각은 3o로 설정하였다. 

 

III. 실험 결과 

1. 실험 환경 

KIOST에서 개발 중인 수중로봇 yShark [20]를 이용한 수조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수조는 

외부 조명 차단이 가능한 실내 수조로, 그 크기는 7m (폭) × 

4.5m (길이) × 1.2m (깊이) 이며, 내부에 4개의 인공 랜드마크

를 설치하였다. yShark은 5자유도 유영이 가능한 AUV로, 내

비게이션을 위한 전, 하방을 향하는 두 개의 카메라와 DVL, 

IMU, 실내 GPS를 장착하고 있다. 실내 GPS는 초음파 방식

인 KoreaLPS [38]의 USAT A105를 사용하였으며, 40kHz 대역

의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여 0.1m~0.01m의 오차로 yShark의 

위치를 측정한다.  

수중 로봇의 위치 인식 실험을 위해 그림 4와 같은 경로를 

설정하였다. 로봇의 이동 경로는 사각형의 직선 운동이며, 수

조의 왼쪽 아래에서 출발하여, 벽에서 1m 떨어진 경로를 따

라 움직이며, 회전은 하지 않는다. 센서(카메라, DVL, IMU, 

실내 GPS) 데이터는 동기화된 시간 정보와 함께 저장되며 

조명에 대한 반사율을 고르게 하기 위해, 목표물을 무광 빨

간색 페인트로 도색하였다. 인공 목표물은 가까운 목표물과 

먼 목표물이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

하였다. 인공 목표물 배치 후, 사전에 각 목표물 상단에 실내 

GPS 수신기를 위치시켜 절대 위치를 저장하였다. 가까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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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물은 최대 4m에서 최소 1m까지의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

하게 되고, 먼 목표물은 최대 5m에서 최소 2m의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항상 2개 이상의 목표물이 촬영

되도록 하였다. 

2. 영상기반 랜드마크 인식 

실험에서는 yShark에 장착된 백색 LED조명과 Bowtech의 

Divecam-550c의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720x480 크기의 

영상을 15fps로 촬영하였다. 실험은 기존 템플릿 정합(실험 

1)과 기 개발한 상관 계수 기반 템플릿 정합 및 다중 템플릿 

기반 물체 선택방법[21](실험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실

험 3)의 수중 인공 랜드마크 인식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1은 기존 템플릿 정합 대비 제안한 

기법들의 인식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실험 

2는 영상 속 템플릿의 크기가 변할 때 영상 분할 기법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성능 평가 기준으로는 TPR (True Positive Rate)과 FPR (False 

Positive Rate)을 사용하였다[39]. TPR은 목표물 인식이 잘 된 

결과로 TPR = TP/(TP+FN)로 계산하며, FPR은 인식이 잘못된 

비율로 FPR = FP/(FP+TN)로 계산한다. TPR과 FPR은 0과 1사

이의 실수로 표현된다. 여기서 TP (True Positive)과 FN (False 

Negative)은 각각 영상에 존재하는 목표물을 올바르게 인식하

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FP (False Positive)과 

TN (True Negative)은 각각 영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존재

한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이때 TPR은 높을수록, FPR은 낮을수록 인식률이 좋은 것이다. 

실험은 총 610 프레임의 네 가지 인공 목표물에 대한 연속

적인 영상으로 진행하였으며, w1과 w2는 각각 0.4와 0.6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에 나타나 있다. 실험 1의 기존 

템플릿 정합에서 TPR이 0.316, FPR이 0.177로 가장 낮은 성

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영상 속의 랜드마크의 크기가 가변

적이고 조명조건이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험 2는 

TPR이 0.554 FPR이 0.101로 실험 1에 비해 두 평가지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였지만 랜드마크의 크기에 따라 인식 성능

에 편차가 있었다. 실험 3에서는 TPR이 0.633, FPR이 0.026으

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FPR이 현저히 줄어들어 

랜드마크의 크기 변화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실험에서 십자 랜드마크의 인식률이 대체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십자 랜드마크가 대부분 

카메라의 화각을 벗어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

되면서 백색 LED 조명에 의해 흰색에 가깝게 촬영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구의 FPR이 다른 랜드마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수중 촬영 시 물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멀

어지면 빛의 감쇠와 산란 등의 효과로 영상이 흐릿해지고 어

두워지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3.5m 이상

의 거리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 때, 원통을 구로 잘못 인식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위의 3개 실험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랜드마크의 크기가 가변적인 영상에서 

랜드마크 인식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 지도 정보 기반 위치 인식 

지도 정보 기반 위치 인식을 위해 4개의 인공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실내 수조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수중 로봇의 실

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 GPS 발신기를 수조 

주위에 설치하였다. 실내 GPS 수신기를 수중 로봇의 상단에 

설치하였으며, 수신기는 항상 물밖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MCL 알고리즘의 파티클의 개수는 200개로 설정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예측 단계에서 이동(translation) 및 회전

(rotation)의 잡음에 대한 표준 편차인 
trans

σ 와 
rot

σ 는 각각 1 

m와 1o로 설정하였다. 갱신 단계에서는 거리와 방향각 추정 

표   1. 실험 1의 랜드마크 인식 결과. 

Table 1. Landmark detection results of Experiment 1. 

평가 기준 십자 삼각뿔 구 원통 총합 

TP 58 120 29 122 329 

FN 193 137 243 138 711 

FP 0 151 97 0 248 

TN 359 202 241 350 1,152 

TPR 0.231 0.467 0.107 0.469 0.316 

FPR 0.000 0.428 0.287 0.000 0.177 

 

표   2. 실험 2의 랜드마크 인식 결과. 

Table 2. Landmark detection results of Experiment 2. 

평가 기준 십자 삼각뿔 구 원통 총합 

TP 56 176 118 226 576 

FN 195 81 154 34 464 

FP 0 36 0 106 142 

TN 359 317 338 244 1,258 

TPR 0.223 0.685 0.434 0.869 0.554 

FPR 0.000 0.102 0.000 0.303 0.101 

 

표   3. 실험 3의 랜드마크 인식 결과. 

Table 3. Landmark detection results of Experiment 3. 

평가 기준 십자 삼각뿔 구 원통 총합 

TP 88 175 256 139 658 

FN 163 82 16 121 382 

FP 0 13 22 2 37 

TN 359 340 316 348 1,363 

TPR 0.351 0.681 0.941 0.535 0.633 

FPR 0.000 0.037 0.065 0.006 0.026 

 

그림 4. 인공 목표물의 배치 및 위치 인식 실험을 위한 로봇

의 경로. 

Fig.  4. Artificial landmarks displacement and a robot trajectory for 

navig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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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10 sec. 

 
(b) Elapsed time 20 sec. 

 

(c) Elapsed time 30 sec. 

 

(d) Elapsed time 40 sec. 

그림 5. 각 그림의 상단 부분: 랜드마크의 탐지 결과. 하단 부

분: MCL 알고리즘 결과.  

Fig.  5. Top of each figure: a landmark detection result. Bottom: a 

MCL result.  

 

 

그림 6. 예측 항법만으로 추정된 결과 오차와 MCL 결과 오

차. (실내 GPS 측정값과 비교). 

Fig.  6. Only dead-reckoning and MCL error results. (Compared 

with indoor GPS). 

 

의 잡음에 대한 표준 편차인 
range

σ 와 
bear

σ 를 각각 0.5 m 와 

5o로 설정하였다. MCL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는 그림 5와 같

다. 실험 경과 시간에 따라 네 가지 결과를 나타내었다. 카메

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과 영상 처리를 통해 얻어진 랜드마

크의 각도 및 거리 추정 결과는 상단에 표시되었다. 하단에

는 실내 GPS로 측정된 실제 수중 로봇의 궤적과 추측 항법

을 이용한 위치 추정, MC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

과를 각각 표시하였다. 추측 항법을 통한 위치 추정의 경우 

최종 결과는 수조 밖에 위치한다. 추측 항법 및 MCL결과의 

시간에 따른 거리 오차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MCL 결과의 

경우, 실내 GPS로 측정된 결과를 추종하며, 위치오차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0.28m로 나타났다. 

4. 수중 영상 기반 SLAM 

수중 영상 기반 SLAM 실험은 EKF 기반의 SLAM 알고리

즘이 사용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실험 경과  

Donghoon Kim, Donghwa Lee, Hyun Myung, and Hyun-Tae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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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10 sec. 

 
(b) Elapsed time 20 sec. 

 
(c) Elapsed time 30 sec. 

 
(d) Elapsed time 40 sec. 

그림 7. 각 그림의 상단 부분: 랜드마크의 탐지 결과. 하단 부

분: EKF-SLAM 알고리즘 결과. 

Fig.  7. Top of each figure: a landmark detection result. Bottom: a 

EKF-SLAM result. 

 

시간에 따라 네 가지 결과를 나타내었다. 카메라로부터 입력

되는 영상과 영상 처리 결과는 상단에 표시되었다. 하단에는 

실내 GPS로 측정된 실제 수중 로봇의 궤적과 추측 항법을 

이용한 위치 추정, SLA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

를 각각 표시하였다. 단일 카메라의 한계로 인해 영상처리를 

통해 추정되는 랜드마크와의 거리와 방향 데이터는 정확도

가 상당히 떨어지며, 추정된 랜드마크의 위치는 실제 위치와

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다. 추측 항법을 통한 위치 추정의 

경우 최종 결과는 수조 밖에 위치한다. SLAM 결과의 경우, 

실내 GPS로 측정된 결과를 추종하며, 위치오차의 RMSE는 

0.73m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기반 랜드마크 인식 기법과 이를 활

용한 지도 정보기반 수중 위치인식 및 SLAM 기법을 소개하

였다.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위치 인식을 위해 4개의 단순한 

형태의 3차원 랜드마크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인식하기 위해 

템플릿 정합 기법을 도입하였다. 템플릿 정합의 성능 향상을 

위해 지난 연구 내용을 확장하여, 영상 속 물체의 크기 변화

에도 강인한 템플릿 정합 기반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은 KIOST에서 개발 중인 수중 로봇 플랫폼 

yShark를 이용한 수조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TPR을 기

준으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그

리고 영상 처리 결과를 활용하여 수중 로봇의 위치 인식 실

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MCL 기반의 지도 정보 기반 위치 인

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도 정보와 위치 정보를 동

시에 획득하는 수중 SLAM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실험도 

yShark를 이용한 수조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MCL 위치인식 및 SLAM 결과 모두 수십 cm의 위치 오차 

성능을 보여주었다. 

Vision-based Localization for AUVs using Weighted Template Matching in a Structur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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