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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nomous navigating algorithms for mobile robots have been proved to be a difficult task. Based on the excellent 

homing performance shown by many insects, bio-inspired navigation algorithms for robotic experiments have been widely 

researched and applied to the design of navigational strategies for mobile robots. In this paper, among them, we analyze two simple 

landmark navigation methods their strengths and limits.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occlusion problem mainly, which is an 

important yet tough problem in many landmark navigation algorithms. In the point of view of the error of homing vector and the 

performance of the homing paths in the environment with artificial occlusions,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occlusion problem in both 

methods in order to further study 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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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바일 로봇의 자율 주행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면으로 연

구되고 있으며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님을 보였다[1,2]. 그에 

따라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보여주는 성공적인 귀소율은 

연구자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며 특히 이들이 지닌 비교적 적

은 수의 뉴론들로 이루어진 간단한 신경 시스템은 단순하지

만 효과적인 로봇 알고리즘 개발의 바탕이 되어 왔다[3,4].  

본 고에서는 특히 시각을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및 모바일 로봇을 위한 자율 주행 알고리즘으로의 적용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벌이나 개미와 같은 막시류의 곤충들은 매일 먹이를 찾기 

위해 둥지를 떠나고 돌아오는 중심지 기반의 사회적인 동물

이다. 곤충들을 이용한 실험은 이들이 일종의 이미지 매칭 

방법을 이용해 목표 위치를 탐색하고 방향을 찾는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스냅샷 모델의 제안을 통해 설명되

었다[5-7]. 스냅샷 모델에서 곤충은 목표 지점으로의 방향을 

두 장의 스냅샷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얻는다. 기준이 되는 

한 장의 스냅샷은 목표 지점에서 얻은 것이며, 현재 위치에

서의 스냅샷이 다른 한 장이 된다. 이 두 스냅샷 이미지를 

최대로 매치 시킬 수 있는 방향, 즉, 두 스냅샷 사이의 차이

를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곤충은 기준이 되

는 스냅샷을 찍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다.  

스냅샷 모델과 함께 꿀벌에 대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벌

이 목표 지점에서 얻은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의 크기와 방향

을 내비게이션에 활용한다고 했다[7]. 이 외에도 벌이 랜드마

크까지의 거리를 학습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몇몇 연구에 의

해 확인된 바 있다[8,9].  

이러한 곤충에 대한 실험 결과와 그들의 성공적인 귀소 성

능에 기반하여 다양한 랜드마크 기반 모바일 로봇 내비게이

션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ALV (Average Landmark Vector) 모델이 있

다[10]. ALV 모델은 적은 메모리와 계산량을 통해 2차원 벡

터를 계산하여 귀소 방향을 결정하며 이는 시뮬레이션과 로

봇 실험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4,10]. 또한, ALV 모델

을 신경망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방식이 

실제 동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바 있다

[11,12].  

ALV 모델이 랜드마크 벡터들의 평균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Hong 및 Weber 와 연구자들은 교정 벡터를 중심으

로 이동 방향을 결정하였다[13,14]. 이 교정 벡터들은 상응하

는 랜드마크 벡터들의 차이로 얻어지고 모든 교정 벡터들의 

합으로 귀소 방향을 결정한다. Weber와 연구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ALV 모델과 같은 개념에서 기반하지만 전혀 다른 방

법의 계산을 통해 결과를 얻는다.  

본 연구진은 또 다른 랜드마크 기반 내비게이션 방법인 거

리 추정 기반 랜드마크 벡터(DELV: Distance Estimation 

Landmark Vector)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15]. 이전 연구에서 

곤충들이 랜드마크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한 바와 같이, DELV 모델에서 로봇은 스냅샷 이미지를 통해 

거리가 포함된 랜드마크 벡터를 저장한다[9]. 기준 지점에서 

저장된 랜드마크 벡터들은 이후 임의의 위치에서 얻은 랜드

마크 벡터들과 비교되어 귀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벡터들이 단위 벡터가 아닌 길이를 포함한다는 점은 랜드

마크 벡터들의 평균을 활용하는 ALV 모델과의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DELV 방법은 이산화된 추정 거리의 활용으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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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16]. 이는 거리 추정의 에러에 대

해서도 안정적인 방법임을 보인다.  

하지만 랜드마크 기반 내비게이션 방법들은 가림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많은 정보가 시야에 확보된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랜드마크나 공간 상의 빛의 

영향, 혹은 움직이는 장애물에 의한 가림 현상은 그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본 고에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모바일 로봇의 귀소 알

고리즘, DELV 모델을 가림 문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Weber에 의해 제안된 ACV (Average Correctional 

Vector)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각의 강점과 한계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성능의 랜드마크 기반 알고리즘 

개발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II. 귀소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고에서는 두 랜드마크 기

반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DELV와 ACV를 몇 가지 다른 관점

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두 알고리즘은 모두 스냅샷 이미지

에서 랜드마크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며, 적절한 랜드마크 

매칭을 통해 귀소 벡터를 한 단계씩 적용한다. 차이점은 이 

귀소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과 상응하는 랜드마크 매칭의 기

준에 있다. 다음에서 이 두 알고리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하도록 한다.  

1. DELV 방법 

DELV는 랜드마크 정보를 활용한 회전 매칭을 통해 현재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15]. 방향 추정이 정확하게 

되었을 경우 귀소 벡터의 계산은 식 (1)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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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에서 도식으로 보여준다. 적절한 랜드마크 매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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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차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방향 추정은 랜드마크 순서 

회전 대신 각도의 변화를 통해 목표 지도에 투영하고 랜드마

크 매칭 추정과 같이 벡터의 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a) The DELV method. (b) The ACV method. 

그림 1. 귀소 벡터 HV의 계산. 

Fig.  1. The HV (Homing Vector) computation for both methods.  

(a) The DELV method (b) The ACV method. 

그림 2. 랜드마크 L3 가림 현상에 따른 귀소 벡터 HV의 계산. 

Fig.  2. The HV (Homing Vector) computation for both methods 

when landmark L3 is occluded.  

 

2. ACV 방법 

Weber와 연구자들이 제안한 귀소 알고리즘은 교정 벡터의 

개념을 도입한다[14]. 스냅샷 이미지에서 얻은 랜드마크 벡터

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먼저 교정 벡터를 구하여 이 교정 벡

터들의 평균으로 귀소 벡터를 결정한다. 이 ACV의 귀소 벡

터는 다음 식 (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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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벡터 C의 길이는 해당 랜드마크의 목표 위치에서의

각도 θi 와 현재 위치에서 얻은 랜드마크의 각도 αi 의 차이의 

크기로 결정된다. 즉, 상응된 각도의 차이가 클수록 교정 벡

터 또한 커져 귀소 벡터 영향을 주어 차이를 보완한다. 그림 

1(b)에서 이를 도식으로 설명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랜드마크 인식 방법과 귀소 벡터 계산 

방법의 차이에도 최종적으로 얻은 두 방법의 귀소 벡터 H는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다(그림 1). 

3. 랜드마크 가림 현상 

앞서 보인 그림과 식은 모두 일반적 환경에서의 귀소 벡터

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고에서 일반적 환경이란 어

떤 가림 현상이나 시야 제한의 문제가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하지만 랜드마크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은 랜드마크 가림 현

상에 민감하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림 현상은 다른 

랜드마크나 공간 상의 빛의 영향, 혹은 움직이는 장애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고에서는 인공적인 가림 현상을 제시하여 그 

효과와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랜드마크 가림 현상이 귀소 

벡터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2를 통해 표현된다.  

 

III. 실험 및 시뮬레이션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DELV와 ACV 방법의 결

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특정 환경 및 상황에서의 

각 방법의 특성을 분석한다.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각 방

법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일한다. 그 예로, DELV 방법의 경

우 기준 방향 센서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귀소 벡터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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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기준 방향 센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ACV의 조건에 

맞추어 방향 센서를 제공한 환경에서의 결과를 비교하기로 

한다. 또한, Weber와 연구자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다양한 상

응 랜드마크 매칭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하였는데, 본 고에서

는 DELV 방법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그 중 선형 회전만을 

이용하여 랜드마크 매칭 결과를 얻도록 한다[14].  

본 연구에서 랜드마크의 가림 현상은 인위적으로 랜드마

크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목표위치에서는 

모든 랜드마크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스냅샷을 찍도록 하고, 

이후에 임의의 위치에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몇몇 랜

드마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구성하여 스냅샷

을 찌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공적인 랜드마크 가림 

현상을 구성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네 번째 섹션의 귀소 벡터 분석과 다섯 번째 

섹션의 귀소 경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귀소 벡터 

분석은 공간적인 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귀소 경로로 

보여지는 결과는 시간적 측면에서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집

중한다.  

 

IV. 귀소 벡터 분석 

벡터맵은 해당 위치에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얻

은 귀소 벡터의 방향을 도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간 상에

서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된다. 그림 3의 네 

개의 검은 원은 환경 안의 랜드마크를 의미하고 중앙의 (500, 

500)가 목표 지점이다. 화살표들이 귀소 벡터를 의미하며 이

는 각 내비게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림에서 

두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두 귀소 벡터는 목표 지점을 향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의 두 벡터맵은 같은 환경

에서 각각 DELV와 ACV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보인다.  

그림 4는 그림 3에서 보인 각 내비게이션 방법의 성능을 

에러의 측면에서 보여준다. 여기서 에러란 각 위치에서 얻은 

벡터와 이상 귀소 벡터, 극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을 직선으

로 잇는 방향의 벡터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림 4에서는 각 

위치에서의 45°미만의 에러는 표시하지 않고, 45°에서 90° 사

이, 그리고 90°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에러 값을 

살펴 보면, 다른 랜드마크에 의해 가림 현상이 일어나는 위

치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에러가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 DELV와 ACV방법을 적용한 결과의 

에러 값은 그림 5에서 수치로 보였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에

러 경향을 보이지만 DELV가 ACV 모델에 비해 약간 적은 

에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랜드마크 환경이 달라질 경

우에도 DELV는 ACV보다 낮은 에러율로 좋은 성능을 유지

하며, 특히 랜드마크 배치가 비대칭 형태를 가질 경우 그 성

능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5에서 보여준 에러 그래프

는 각각 세가지 환경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각 방법의 성능을 가림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보

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가림 현상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즉, 

목표 지점에서 인지한 랜드마크를 이후 임의의 위치에서 전

부 시야에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에서 보인 

환경에 대한 실험을 위해 각각 1개, 2개가 가려진 환경에 대

한 결과를 그림 6에 보였다. 그림 6(a)와 (c)는 각각 1개의 가

림 현상, (b)와 (d)는 2개의 가림 현상에 대한 에러 결과를 보

인다. 이 경우, (a)와 (c)는 오른쪽 아래의 랜드마크 하나, (b)와

(d)는 왼쪽의 두 랜드마크가 가려졌다. 물론 목표 지점에 비

해 가려진 랜드마크 수가 많을수록 정확하게 귀소 벡터를 계

산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러의 

크기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랜드마크 매칭 과정

을 통해 적절한 귀소 벡터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림 6의 각 결과를 비교해보면 DELV는 ACV에 비해 랜드마

크 가림 현상에 따른 에러의 증가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a) DELV method with compass. (b) The ACV method. 

그림 3. 각각 다음 방법으로 얻은 벡터맵. 

Fig.  3. Vector map. 

(a) DELV. (b) ACV method. 

그림 4. 각 위치에서의 귀소벡터 에러. 

Fig.  4. Points with error in homing vector. 

 

 

그림 5. DELV와 ACV 방법으로 얻은 세가지 환경에서의 벡

터맵의 에러. 

Fig.  5. Error graph of homing vector by DELV and ACV method in 

three types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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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가려진 랜드마크 개수에 따른 에러 포인트와 적용된 

내비게이션 방법, (a) 1개, DELV, (b) 2개, DELV, (c) 1개 

ACV, (d) 2개, ACV. 

Fig.  6. Error points for the number of occluded landmarks 1(a, c) 

and 2(b, d) applying two methods DELV(a, b) and ACV(c, d). 

 

 

그림 7. DELV와 ACV 방법으로 각 환경에서 얻은 벡터맵의 

에러 그래프. 

Fig.  7. Error graph of homing vector by DELV and ACV method 

shown in Fig. 4 and 6. 

 

표   1. 각 환경에서의 귀소 벡터 에러 비율(%) (D: DELV, A: 

ACV). 

Table 1. Error point rate(%) for each environments. 

Occ#

L# 

none 1 2 3 

e > 45° e > 90° e > 45° e > 90°e > 45° e > 90° e > 45°e > 90°

L=3 
D 5.2 2.6 6.4 0.7 36.6 9.1   

A 23.7 2.0 42.7 12.1 84.3 28.2   

L=4 
D 9.5 3.7 6.2 3.0 13.2 8.3   

A 12.7 0.2 19.0 3.4 55.4 25.0   

L=5 
D 13.2 7.1 12.3 4.0 27.1 9.2 27.1 9.2

A 13.1 3.4 37.4 5.2 86.1 39.2 86.1 39.2

그림 7과 표 1에서는 이를 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과 표 1은 총 랜드마크 수와 가림 현상에 영향을 받

은 랜드마크의 수가 변화함에 따른 에러 값을 보여준다. 그

림 7은 그림 3, 4 그리고 6에서 보인 벡터맵과 그에 따른 에

러 포인트를 목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그래프로 표

현한 결과이다. 두 방법 모두 목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가

려진 랜드마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에러 값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ELV와 ACV를 

비교해보면 일반 환경에서의 에러율 (DELV 0와 ACV 0)은 물

론 가려진 랜드마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에러값 

또한 DELV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DELV 방법이 

ACV 방법에 비해 가림 현상에 좀 더 견고함을 보여주는 수

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상의 에러 관점에 더해 다음 섹션에서는 귀

소 경로에 대하여 각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V. 귀소 경로 분석 

앞서 보인 공간 상의 에러율은 각 위치에서 한번의 내비게

이션 방법 적용으로 얻은 귀소 벡터의 정확성만을 표현한다. 

하지만 실제 귀소 내비게이션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복

적인 적용을 통해 목표 지점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귀소 성공률 비교가 성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음 그림 8은 수렴 영역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각 위치에

서 출발하여 성공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수렴 가능이라고 한다. DELV와 ACV 방법으로 모두 현재 위

치에서 얻어진 귀소 방향을 얻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적

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다.  

수렴 가능한 위치의 경우 작은 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되었

고, 수렴 불가능한 경우 표시되지 않았다. 앞서 공간 상의 에

러율 분석과 마찬가지로 랜드마크 1개, 2개 가림 현상이 적용

되었을 경우의 수렴 영역을 그림 9에서 보였다.  

그림 8과 9에서 볼 수 있듯이, 가려진 랜드마크 수가 늘어

날수록 수렴 영역 비율 또한 줄어든다. 수렴 불가능이 되는 

요인은 주로 귀소 벡터 계산 에러로 인해 목표 지점이 아닌 

공간 상의 다른 곳에 수렴점이 생기는 것에 있다. 그림 9의 

(b)와 (d) 모두 다른 위치로의 벡터 흐름으로 인해 수렴 영역

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a) DELV method with compass. (b) The ACV method. 

그림 8. 각각 다음 방법으로 얻은 수렴 영역. 

Fig.  8. Catchment are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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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9. 가려진 랜드마크 개수에 따른 수렴 영역과 적용된 

내비게이션 방법, (a) 1개, DELV, (b) 2개, DELV, (c) 1개 

ACV, (d) 2개, ACV. 

Fig.  9. Catchment area for the number of occluded landmarks 1(a, c) 

and 2(b, d) applying two methods DELV(a, b) and ACV(c, d). 

 

표   2. 각 환경에서의 수렴 영역 비율(%). 

Table 2. Catchment area rate(%) for each environment. 

Occ# none 1 2 3 

L=3 
D 100 94.8 17.5  

W 99.6 8.3 5.6  

L=4 
D 93.2 83.4 62.9  

W 94.1 80.5 42.6  

L=5 
D 87.4 87.1 83.6 3.0 

W 91.1 85.1 54.1 1.8 

 

표 2는 가려진 랜드마크 수가 1, 2 그리고 3개가 됨에 따라 

총 랜드마크 수가 다른 각 환경에서의 수렴 영역의 비율을 

보인다. 랜드마크 가림 현상이 없는 경우 ACV가 DELV에 비

해 넓은 수렴 영역 결과를 보인다. 이는 이전 섹션에서 공간

적 에러를 기준으로 살펴본 성능과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가려진 랜드마크 수가 늘어남에 따라 ACV의 경우 그 성능

이 급격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LV에 비해 랜

드마크 가림 현상에 예민한 ACV의 성능이 수렴 영역의 측

면에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본 고에서는 두 간단한 랜드마크 기반 귀소 내비게이션 알

고리즘을 다양한 환경과 두 가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분석하

였다. 첫 번째는 귀소 벡터 분석이고 두 번째는 귀소 경로 

및 수렴 영역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벡터맵과 그

에 따른 에러 값을 기반으로 한 귀소 벡터 분석에서는 

DELV가 훨씬 적은 에러율을 보인 반면, 수렴 영역의 비율은 

ACV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또 한 가지로 랜드마크 가림 현상에 따른 성능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인위적으로 가림 현상을 만들어 그에 따른 귀

소 벡터와 수렴 영역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DELV가 ACV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내비게이션 방법들의 장

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향상된 성능의 내비게

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로봇 실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랜드마크 가림 현상 해결에 관한 연

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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