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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다양성 유지를 위한 지역적 그룹 기반
FastSLAM 알고리즘

Geographical Group-based FastSLAM Algorithm for
Maintenance of the Diversity of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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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astSLAM is an algorithm for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using a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 and its performance is known to degenerate over time due to the loss of particle diversity, mainly caused by the particle
depletion problem in the resampling phase. In this paper, the GeSPIR (Geographically Stratified Particle Information-based
Resampling) technique is proposed to solve the particle depletion problem. The proposed algorithm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steps : the first step involves the grouping of particles divided into K regions, the second obtaining the normal weight of
each region, the third specifying the protected areas, and the fourth resampling using regional equalization weight. Simulation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btains lower RMS errors in both robot and feature positions than the conventional
FastSLAM algorithm.
Keywords: FastSLAM, particle filter, particle’s diversity, particle stratified, geographically grouped

I. 서론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로봇이

SLAM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연관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로봇 자세정보, 특히 헤딩 각도에

이동 중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 대해 맵을 만들면서, 자동적

대한 오차가 크거나 주행 및 환경센서정보 특성이 수시로

으로 위치 추정을 하기 위한 로봇 자율 주행 분야에서 필
수적인 기술이다[1-10,14,15].

변경되는 실제 환경에의 적용에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FastSLAM이 제

이는 Localization과 비슷한 절차로 수행되나 발견된 위치

안되었다[10,14,15]. FastSLAM은 Rao Black-wellized Particle

와 자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특이정보인 특징점의
위치정보와 식별정보가 사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행하

Filter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파티클 마다 맵과 로봇의 위치
로 분리하고, 파티클 필터를 사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칼만

면서 생성되고 추정된 정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런데

필터를 사용하여 특징점 위치를 추정한다. 그러므로 계산

로봇의 주행과정에서는 동작제어잡음과 환경센서 잡음이
존재하고 그 결과 예측된 로봇의 추정 오차가 커지게 되면

복잡도가 특징점 수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파티클 마다
다른 추정치를 저장함으로써, 추정치간의 보완이 가능한 장

서 SLAM의 효율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점이 있다.

이러한 SLA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칼만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는데, 특히 EKF-SLAM

하지만 FastSLAM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퇴보하
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파

은 실내 환경[3-5], 실외 환경[6], 수중[7], 지하[8]등에서 로

티클의 다양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11,12]. 즉 FastSLAM은

봇의 위치 인식에 많이 응용되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지
도 확장에 따른 계산 복잡성의 증가 문제와 주행 프로세스

재추출 단계에서 낮은 가중치의 파티클들이 삭제되고 높은
가중치를 가진 파티클들을 삭제한 만큼 복제하게 되는데,

모델과 환경 센서 관측기 모델에서의 선형화 오차가 존재

이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통된 파티클들이 많아지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IEFK-SLAM, UKF-

는 파티클 고갈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이는 알고리즘의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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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파티클의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획득
된 환경 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면, 파티클의 다양성이 더 빨
리 사라지게 되어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파티클의 다양성
이 낮아지면 필터의 추정성능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FastSLAM에서는 과도하게 재추출과정 일어
나는 것을 방지하여 파티클의 다양성을 장기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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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추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와 같이 파티클의 다양성을 오랜 시
간 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

[17-19]. 먼저 Gordon는 파티클의 수를 증폭하여 샘플의 수
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샘플 수에 상응하는 확률 밀도

여기에서 FastSLAM은 로봇의 위치에 대한 Posterior가 알려
졌을 때 효과적으로 식 (2)와 같이 인수분해 되어 질 수 있

함수를 얻어 냈다[17]. 하지만 샘플수가 늘어나면 로봇의

다[10,14-16].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상승하는 장점은 있지만, 재 추출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계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서 Grisetti는 파티클 고갈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각 파티
클과 제안 분포를 재사용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18]. 하지만 로봇의 경로 및 환경 맵을 가중치가
가장 큰 파티클의 정보로만 나타내었고 이와 같은 도출 방

 

 



     (2)

환경 맵에서 각 특징점에 대해 FastSLAM은 파티클의 위
치       에 대해 분리된 추정함수를 사용한다.
인수분해로 인하여, FastSLAM은 각 특징점마다 분리된

법은 항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Xiuzhi는
재 추출 과정에서 제거되는 낮은 가중치를 가진 파티클의

EKF를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EKF-SLAM보다 더 효율적

그룹들을 높은 가중치를 가진 파티클의 그룹에 혼합하여

파티클 정보  
 은 식 (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4-16].

다양성 손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19]. 하
지만 다양한 파티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티클의 다
양성 상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적으로 분산된 파티
클 정보를

사용하는 GeSPIR

(Geographically

으로 갱신된 추정 값을 얻을 수 있다. 시간 t에서의 m번째




 〈 
 

  ∑   ∑ 〉

(3)

여기에서  은 파티클의 인덱스를 나타내고,  
 은  


번째 파티클의 경로 추정치, 그리고 
  ∑   는   번째

Stratified

파티클과 관련된 특징점 위치를 나타내는 Gaussian의 평균

Particle Information-based Resampling) 기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파티클의 분포로부터 계산된 가중치와 파티클들이

과 공분산을 나타낸다.
FastSLAM 알고리즘 수행 과정은 추출(sampling), 측정데

위치한 지역적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에 파티클들을

이터 갱신, 가중치부여, 재추출(resampling) 4단계를 반복적

생존시켜 로봇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재 추출
과정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켜 지속적으로 파티클의 다양성

으로 수행한다. 추출 단계에서는 로봇이 이동 중 센서로부

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FastSLAM의
구조와 다양성 상실 문제에 대해 기술한다. III 장에서는 지
역적으로 분산된 파티클의 정보를 사용하는(GeSPIR) 알고
리즘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을 한다. IV 장에서는 컴
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 추출 알고리즘과 로봇의 위
치 에러와 특징 점 에러 그리고 파티클의 수에 따른 위치
에러를 비교를 통해 GeSPIR의 향상된 성능을 입증한다. 마
지막으로 V 에서는 결론은 내린다.
II. 이동로봇의 FastSLAM 구조와 다양성 상실 문제
SLAM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astSLAM에서는 시간 t에
서 주행로봇의 위치를 나타내는   와 맵 정보를 나타내는
를 기록한다. 맵 정보는 시간 t에서 관찰된 n개의 특징점
들로  으로 표시하고, 특징점의 수는  으로 표시한다.
기록된 정보를 통해 SLAM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로 로봇
의

위치와




지도의

위치를

Bayesian

법칙에

의해



    과 같이 공식화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은 맵 정보와 주행로봇의 위치의 posterior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관측을   , 로
봇 제어 입력을   , 그리고 맵의 위치 와 관
측들  사이의 관계를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SLAM
문제는 Basyesian filtering 통해서 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10].

터 측정한 특징점에서 관찰한 파티클 
기록한다. 측정

데이터 갱신 단계에서는 특징점들로부터 관찰한 파티클들
이 새로운 파티클이 아니라면 각각의 관찰된 파티클에 대

한 평균 
  와 공분산 ∑  갱신을 수행한다. 추출한 파

티클 데이터를 갱신하고 나면, 각각의 파티클에 대한 가중
치  
을 계산하며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Pr 

(4)

각각의 파티클에 가중치가 부여되면 가중치  
 에 비례한
확률을 가진 파티클을 추출하고, 이를 대체하여 N개의 파
티클을 복제한다.
그림 1은 FastSLAM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복
적 중요도 재추출(SIR: Sequential Importance Resampling) 과
정에 대해 보여준다[18]. 각각의 파티클은 대상 분포가 제
안 분포 보다 큰 지역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고 작은 지
역은 낮은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그림 1에서 스탭이 k-1
때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임시적인     번째 파티클
 

은 재추출 과정에서 3배가 복제되고 낮은 가중치를


가진 
 은 재추출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개수가 복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특징점들은 가중치
가 낮게 부여되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파티클들이 기록하고 있는 로봇
경로와 특징점의 추정 값을 반복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따
라서 파티클 필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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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astSLAM에서 반복적 중요도 재 추출 과정.
Fig. 1. SIR process in FastSLAM.
진 파티클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파티클 고갈 문제가 나타
나는 것이다. 이것은 재추출 과정이 파티클의 다양성에 영
향을 끼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해준다. 때문에 급격한
파티클의 다양성손실은 필터의 일관된 장기 예측을 방지하
게 되며, 추정 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추출 때
제거되는 파티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III. 지역적으로 분산된 파티클의 정보를 사용하는
재 추출 기법 (GeSPIR)
본 논문에서는 FastSLAM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IR
알고리즘에 다양성 상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적으
로 분산된 파티클의 정보를 사용하는 GeSPIR을 제안한다.
기존 알고리즘은 재 추출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공통된 파
티클이 많아지고 특정지역에 다수의 파티클이 밀집하는 결
과를 초래하여 필터의 추정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그러므
로 기존 재추출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성 상실
문제를 개선하기위하여 GeSPIR에서는 재 추출 과정을 수행
하기 위하여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는 GeSPIR의 4단계 과정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먼
저 파티클의 위치좌표를 이용하여 파티클 분포의 중심좌표
를 계산한다. 이 좌표를 통해 K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에서 평균가중치를 가진 파티클을 재추출 과정에서 제
외시킨다. 이 파티클들은 다음 로봇의 위치 예측 때 사용하
기 위하여 복제된 후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각 지역에 존재
하는 파티클들의 위치좌표를 통해 K개의 중심좌표를 계산하
여 각각의 중심 좌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파티클들을
재 추출 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 지역을 설정한다. 이
보호 지역에 존재하는 파티클들은 재 추출 과정에서 제거되
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파티클들을 생존시킬 수 있다. 그
리고 파티클의 분포를 통해 재추출 과정에서 낮은 분포지역
에 존재하는 파티클에 지역적 평준화 가중치(regional
equalization weight)를 부여하여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파티클 영역을 다음 로봇의 위치 예측 때에도 활용한다. 전
체적인 GeSPIR기법에 대한 방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그림 2. GeSPIR 알고리즘 재 추출 과정. (a) 파티클 공간 분할
(b) 보통의 가중치를 가진 파티클을 재 추출 과정에서
제외 (c) 보호 지역 설정 (d) 지역적 평준화 수행.
Fig. 2. The GeSPIR algorithm resampling process. (a) Particle
space split (b) Excluded from the Resampling process of
normal weight of particle (c) Setting up of protected areas
(d) Regional equalization is performed.
Algorithm 1. GeSPIR 알고리즘.
Algorithm 1. GeSPIR Algorithm.
Input : 
: particle information

output :

 


: new particle information

Steps
1. Particles grouping [described in Fig. 2(a)]
1.1 using K-means algorithm [20,21]
1.2 calculate the coordinates of the center of the entire
particle from 
[Eq. (5)]

1.3 find the coordinates of the center of each
region. [Eq. (6)]
1.4 record grouped K region each of particles
        
1.5 the number of particles stored in the K region
calculate  : From Each of particles recorded  
2. Find the middle weight from K region and save
[described in Fig. 2(b)]
2.1 specify the weights of the threshold [Eq.(8)]
2.2 middle weight particles saving [Fig. 3]
3. Specify a range of safety [described in Fig. 2(c)]
3.1 setting up safety areas [Eq. (9)]
4. Resampling process [described in Fig.2(d)]
4.1 particle replication of safety areas
4.2 regional equalization weighted calculation [Eq.(12)]
4.3 input the new particles about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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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에 고루 분포된 파티클을 일정 그룹으로 나
누기 위하여 비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인 K-Means 알고리
즘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는 클러스터의 수를 사전에 지정
하고, 대상 객체들을 적절한 클러스터에 배정하는 것으로,
n개의 객체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객체가 지정한 클러스터
개수에 모두 포함할 때 까지 객체를 클러스터링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장점이 있다[20,21].
먼저 파티클을 K개의 지역으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하여
K개의 중심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K개의 중심점은 전체
파티클의 분포의 중심 좌표로부터 나누어진 K개의 지역 안
에 존재하는 파티클의 중심좌표로 설정한다. 먼저 K개의
지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파티클의 중심좌표 를 알아야
한다.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이동 중 파티클의 위
치를 측정하였을 경우 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되어

그림 3. 평균적인 가중치를 보존하기 위한 Threshold 값 지정.
Fig. 3. Specify the value of the threshold in order to preserve the
weighted average.
고 있는 가중치 정보를 통해 내림차순으로 파티클을 정렬
하고 높은 가중치의 판단 기준인  와 낮은 가중치의 판
단 기준인 의 사이 값을 가지는 파티클을 재 추출 과정
에서 제외시킨다. 각각을 구하는 방법은 식 (8)과 같다.

야 한다. 이는 180도와 –180도를 평균으로 구하였을 경우
실제 평균은 180도가 되지만 값은 0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각도에 따라 좌표 값을 따로 저장해서 +영역의 값
과 –영역의 값의 차를 더한 평균좌표를 파티클 분포의 중
심좌표로 계산하였고 식 (5)와 같다.
 ∑  ∑ 

∑   ∑ 
 
   

∑  ∑

 ∑   ∑  





  

 

       

  

   





(8)

여기서  는 파티클의 개수,  가중치의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공간을 할당하는 사용자 입력
값인 0.1~0.9의 값을 가지는 수치이다. 평균적인 가중치를
가지는 파티클은 복제과정을 거친 후 
 에 저장되어 다음

(5)

스탭 때 계속적으로 로봇의 위치 예측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전체 파티클 분포에서 중심좌표를,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좌표 값을  ,  좌표 값을

티클 그룹인  을 획득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평균적인 가중치를 가지는 파티클을 제외하고 남은 파티
클 중에서 식 (6)과 식 (7)로 부여 받은 그룹 번호로부터

 를 통해 평균적인 가중치를 획득하는 방법과 나머지 파

 , 가중치를   라 한다. 그리고 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좌표 값을  ,  좌표 값을  , 가중치를   라 한다.

그 그룹에 속해있는 파티클의 분포를 기록하기 위하여

   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파티클의 지역적 분포를 평

파티클의 좌표 값의 합과 가중치의 합의 평균을 이용하여
파티클 분포의 중심좌표로 설정하면 K개의 클러스터를 구

준화하기 위한 가중치를 적용할 때 이용된다. 또한 식 (6)
으로부터 계산된  와  로 보호 지역을 설

성하기 위하여 K개의 중심점  을 설정하고 그

정하게 된다. 이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파티클은 제거될 수
있는 파티클이라도 유지되어 파티클을 다양성을 유지시킨

중심점과의 거리  를 계산하게 되며 이는 식 (6)과 같다.
  

 

∈

   

다.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파티클을 판단하는 조건은 식 (9)
와 같다.

(6)

     

(9)

즉 보호 지역은 K지역 안에 있는 파티클의 분포 중심

여기서 는 전체 파티클 분포의 중심 좌표, 는 K지역에
속해 있는 파티클의 좌표이다.  는 와   의

좌표인   와 K지역에 속하는 파티클의 좌표인

거리 값이 된다. 여기서 파티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Euclidean distance를 사용 하

의 거리가, 전체 파티클 분포의 중심 값에서 K지역에 존
재하는 파티클의 중심 좌표와의 거리인  에 보호지역 설정

며 식 (7)과 같다.

값인 를 곱한 값 보다 작은 거리에 존재하는
파티클에 대해 보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파티클로 판단하

 


 

   
  


 



(7)

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상위 95%에 해당하는
파티클을 보호 지역에 존재하는 파티클로 판단하였다. 보호
지역이 설정되면 각 파티클에 대한 복제 개수를 설정하게

각 지역으로부터 중심 좌표가 정해지면 중심 좌표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파티클들을 그룹화하고 파티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에 대한 그룹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파티클의 그룹화가 끝나면 각각의 그룹에서 존재하는 평균
적인 가중치를 가진 파티클을 찾는다. 이는 파티클이 가지

된다. 복제개수  을 정하는 과정은 식 (10)과 같다.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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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식 (10)에 의해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파티클에 대
해서 파티클의 복제 개수가 1보다 작고 파티클이 생존하지
못할 때 복제 개수  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식 (11)
과 같다.
 



  ≥ 

    

(11)

마지막으로 보호지역에 설정된 파티클을 제외한 남은 파
티클의 복제 개수를 통해서 K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파
티클의 개수를 일정 수로 유지시켜 지역적으로 평준화하기
위한 가중치  을 구하게 되고 이는 식 (12)와 같다.
 

⌈




  



 



⌉

(12)

여기서 식 (5)와 식 (6)을 통해 구한 그룹화 과정으로 얻는
K개의 지역에 속해있는 파티클의 수인  와 파티클을 그
룹화 한 개수인  를 이용하여 파티클의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파티클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복제 개수를 부여한다.
여기서   은 평균가중치를 제외한 파티클의 개수
에서 각 지역에 분포해야할 파티클의 평균 수치를 구하는
식이다. 즉 100개의 파티클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을 경
우 각 지역마다 존재해야할 파티클의 일정 수는
로 0.25가 된다. 그리고  은 각 지역에 존
재하는 파티클의 실제 수를 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식
(12)로부터 실제 파티클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가산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파티클이 복제되어야할 개
수에 이용되어 평균적인 가중치를 가진 파티클과 보호지역
에 설정된 파티클 그리고 지역적평준화 과정을 수행 후 남
은 새로운 파티클 집합


 을

구성하게 된다. 때문에 지역

적으로 파티클의 분포가 낮고 가중치가 낮은 경우에도 가
산가중치가 부여되어 재 추출 과정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
IV. 실험 및 결과
GeSPIR의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 CPU 3.30GHZ에 RAM
4.0GB를 가지는 PC에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고 그림 4
와 같다. 그림 4는 12개의 특징점을 가진 지도에 있어서 주
어진 경로를 실선으로 표현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을 활용하

그림 4.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주어진 경로 및 예측된 경로.
Fig. 4. Given path and estimated path in Simulation environment.
   ∆ cos  ∆    
    ∆sin    ∆ 

     
∆





반지름은 0.2m이고 바퀴와 바퀴사이의 거리는 0.4m로 설정
하였다. 로봇의 이동속도는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기위하여





∆
∆ 
  ∆ 
  ∆ 
∆    ∆  



(13)

(14)

로봇의 상태는    로 모델링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직교 좌표  는 방향이다.
∆
 ←  ∆   ∆  
∆
 ←   ∆    ∆ 

(15)

노이즈를 고려한 좌우 바퀴의 이동양을 식 (1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 ∆은 마지막 추출 기간 동
안 각각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가 회전한 양이고, 
은 좌우 바퀴의 에러상수이며 0.02/ms 설정하였다. 평균 
∑를 가지는 가우시안 랜덤 값은
에서 분산
  ∑  이다. 로봇의 위치에서 특징점을 측정하
였을 경우의 센서의 측정 모델  와   는 식 (16)과 같다.

여 예측된 경로를 점선으로 표현하여, 1회 폐 루프가 일어
났을 때 예측된 로봇의 경로를 표현한 예이다. 로봇 바퀴의



  
 
 


           
  
tan        
  







(16)

왼쪽이 3.5m/s 오른쪽이 4m/s로 설정하였고, 바퀴의 대한

여기에서    는 맵에 대한 특징점의 위치이며,   

오도메트리 노이즈는 0.02m/s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로봇이

로봇이 이동 중 특징점을 관찰 후 예측한 파티클의 위치

이동하였을 경우에 대한 특징점의 오차와 로봇 위치에 대

        는 관찰 노이즈이다. 따라서  와   는 특

한 오차를 기록하였고 25개 50개 75개 100개의 파티클들을
이용하여 총 10번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오차에 대한 평
균을 기록하였다. 로봇이 이동할 때, 식 (3)에 의해  
 의
모든 파티클에 대하여 노이즈를 포함한 로봇의 상태는 식
(13)과 식 (14) 그리고 식 (15)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징점에 대한 관찰 노이즈를 고려한 거리와 방향이 된다.
SLAM은 로봇의 위치인식과 맵의 올바른 작성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 오차에 대한 에러율 측정이 매우 중
요하다[22]. 그러므로 각각의 위치 오차에 대한 에러는 식
(17)과 식 (18)를 통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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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와  는 각각 RMS (Root Mean Square) 특징
  

점에러와 RMS 위치 에러를 나타낸다.   와  
점  와 로봇의 실제 위치이고,


 은

는 특징

 번째 파티클에서

추정된 로봇의 위치 그리고  는 파티클의 수이다. 여기서
구해진  와  를 이용하여 측정된 누적값의 평균을 구하
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GeSPIR 알고리즘은 기존
FastSLAM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IR 알고리즘과 PSR

그림 5. 재 추출 과정에서 살아남은 파티클의 수 측정.
Fig. 5. Kind of measure of the surviving particles in the
resampling process.

(Partial stratified Resampling)을 이용하여 재 추출 과정에서
살아남은 파티클의 수의 비교, 위치 오차(RMS position
error), 특징점 오차(RMS feature error) 그리고 파티클의 수
에 따른 위치 에러를 비교함으로써 증명하였다. 각각의 그
래프는 GeSPIR이 실선, PSR이 빈 점선, 그리고 SIR이 점선
이다.
그림 5는 초기 생성된 파티클에 인덱스를 부여하여 재
추출 과정에서 살아남은 파티클의 종류를 측정한 그래프이
다. 재 추출 과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GeSPIR의 경우는 초
기 60개의 파티클을 유지하면서 로봇의 위치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재 추출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됨
에 따라 파티클의 다양성은 감소하지만 평균 30개의 파티
클을 유지하면서 로봇의 위치를 예측하고 있었다. 반면 기
존 알고리즘의 경우는 급격하게 파티클의 종류가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 RMS 위치 오차 비교.
Fig. 6. RMS position error comparison.

그림 6은 GeSPIR과 기존 재추출 알고리즘과 로봇 위치
에러의 누적값 평균의 오차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시간이
약 0~200까지 모든 알고리즘은 RMS 위치 에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로봇이 SLAM알
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특징점이 보여지고 새롭
게 파티클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로봇의
Close Loop가 일어났을 경우 생성된 파티클들은 갱신 과정
에서 위치적으로 보정을 수행한다. Close Loop가 일어나기
전까지 SIR은 약 0.23m, PSR은 약 0.20m, GeSPIR은 약
0.15m를 보였다. 시간이 200 이후에는 모든 알고리즘은 오
차를 보정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알고리즘인 GeSPIR이 200~600 사이에
최솟값 0.1m를 보인 반면에 SIR과 PSR은 각각 0.20m,

그림 7. 재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RMS 특징점 오차 비교.

0.16m를 보였다. 600시간 이후부터는 GeSPIR은 0.07m로
SIR이 0.18m로 수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PSR은

Fig. 7. Comparison between the RMS features error of resampling
algorithms.

0.14m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GeSPIR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
리즘에 비해 낮은 위치 오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로
봇의 위치를 보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은 GeSPIR, SIR, 그리고 PSR의 RMS 특징점 에러
의 누적 값의 평균을 보인 그래프이다. 모든 알고리즘은 약
0~150까지 특징점에 대한 에러값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

에서 SIR과 PSR은 각각 0.28m와 0.27m를 보였다. 반면
GeSPIR은 0.25m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50~600 사이
에는 SIR이 최솟값이 약 0.22m를 보였으며 GeSPIR이 PSR
보다 약 270 시간 때 상승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
최솟값 GeSPIR이 0.13m, PSR이 0.16m로 GeSPIR이 빠르게
위치를 보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00 스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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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지속적으로 파티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GeSPIR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재
추출 기법이었던 SIR과 PSR의 RMS position error와 feature
error, 파티클의 수에 따른 로봇 위치 오차 그리고 재추출
과정에서 살아남은 파티클의 종류를 비교함으로써 알고리
즘의 우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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