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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 기반 확률 맵을 이용한 단일 카메라의 위치 추정방법

Localization of a Monocular Camera using 
a Feature-based Probabilistic Map

김 형 진, 이 동 화, 오 택 준, 명 현*

(Hyungjin Kim1, Donghwa Lee1, Taekjun Oh1, and Hyun Myung1,*)
1Urban Robotics Lab, KAIST

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localization method for a monocular camera is proposed by using a feature-based probabilistic 
map. The localization of a camera is generally estimated from 3D-to-2D correspondences between a 3D map and an image 
plane through the PnP algorithm. In the computer vision communities, an accurate 3D map is generated by optimization using  
a large number of image dataset for camera pose estimation. In robotics communities, a camera pose is estimated by 
probabilistic approaches with lack of feature. Thus, it needs an extra system because the camera system cannot estimate a full 
state of the robot pose. Therefore, we propose an accurate localization method for a monocular camera using a probabilistic 
approach in the case of an insufficient image dataset without any extra system. In our system, features from a probabilistic map 
are projected into an image plane using linear approximation. By minimizing Mahalanobis distance between the projected 
features from the probabilistic map and extracted features from a query image, the accurate pose of the monocular camera is 
estimated from an initial pose obtained by the PnP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is demonstrated through simulations in a 
3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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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인식은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미지 기반의 위

치인식은 로봇 또는 사람의 네비게이션, 가상현실, 3차원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다. 최근에 카메라

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휴대폰, 자동차 등 다양한 장비에 장

착하게 됨으로써 카메라를 활용한 위치인식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인식은 SfM 

(structure-from-motion)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이 중

에 Bundle-Adjustment 기술 [2]은 카메라의 위치와 구조물의 

위치를 동시에 추정하며 에러를 최소화함으로써 최적화된 

해를 구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맵을 구성하면 

최적화된 맵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카메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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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추정한 연구가 있다. Lu 등은 kd-tree와 Nearest 
Neighbor(FLANN)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D SfM 모델로 구성

된 환경에서의 카메라 위치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3]. 
Sattler 등은 유사한 방법으로 휴대폰 환경에서 빠르게 위치

를 추정하는 연구를 하였다[5].
한편, 로봇 분야에서도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인식

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많은 특징점으

로 최적의 위치를 찾아 위치를 추정하는 반면에 로봇 분야

에서는 적은 특징점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여 정확한 위치

를 추정한다. 대표적인 위치인식 방법은 SLAM이다[6-8]. 일
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추출된 특징점은 거리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Bearing-only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이 많이 사용된다[9]. Bearing-only SLAM은 위치

를 추정하기 위해서 한번 관측된 데이터로 로봇의 전체 상

태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로봇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추가

적인 센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

해 로봇의 odometry를 이용하는 방법[10], 크기를 알고 있는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방법[11]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화된 맵에

서 효율적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로봇 분야에서는 위치 예측을 위해 추

가적인 센서를 이용해 위치와 특징점을 확률적으로 표현한

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맵의 정확도가 

낮을 경우 추가적인 센서 없이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데이터를 확률적

으로 모델링하여 맵을 확률 맵으로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

여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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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확률 맵의 특징점 이미지 투영 개념도.
Fig. 1. The projection concept on image plane of features on 3D 

probabilistic map.

본 논문은 II 장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III 장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한다. IV 장에

서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한다.

II. 제안된 단일 카메라 위치인식 방법

1. 특징점 기반 확률 맵

카메라의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생성된 특징점 

기반의 확률 맵이 필요하다. 사전 데이터의 센서 시스템은 

단일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RGB-D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확률 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

전 데이터의 센서 시스템 모델링이 필요하다. 사전 데이터

의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점은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

하여 3차원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다. 단일 카메라의 경우 

특징점의 깊이를 알 수 없으므로 SfM 기술을 이용하여 깊

이를 추정한다[12-14]. 해당 시스템에 적합한 공분산

(covariance)를 적용하면 특징점은 3차원 공간상에 좌표와 

공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특징점은 가우시안 확률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같은 

특징점은 다변량의 가우시안 확률의 병합 방법 [15]을 이용

하여 확률 맵 map을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

  
 

 (1)

는 확률 맵 상의 특징점을 의미하며 
와 

는 해당 

특징점의 좌표와 공분산을 의미한다. 은 확률 맵의 특징

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2. 특징점 매칭

카메라의 위치 인식을 위해서는 카메라 이미지와 확률 

맵의 매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카메라 이미지의 특징점

과 확률 맵의 특징점의 매칭을 통하여 매칭 쌍을 생성한다. 
맵과 이미지 간의 특징점 매칭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으므로[3,5,15,16],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매칭을 수행한다.
우선, 카메라 이미지와 확률 맵 간의 특징점 정합을 통

하여 매칭 후보군을 찾는다. 이미지상의 제약조건으로써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 2D 호모그래피

(homography)를 이용하여 이상점(outlier)을 제외시킨다. 결과

적으로  상의 특징점 와 카메라 이미지 상의 특징점 

의 매칭 쌍이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2)

  매칭 쌍을 의미하며 은 매칭 쌍의 개수를 의미한

다. 따라서 는 3차원, 는 2차원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

에 3D-2D 매칭 쌍을 구할 수 있다.
3. 카메라 초기위치 추정 방법

확률을 이용하여 카메라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카메

라의 초기 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3D-2D 매칭 쌍을 알고 

해당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PnP 
(perspective-n-point) [17]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

치를 추정할 수 있다. 식 (2)로부터 구한 매칭 쌍이 잘못 

매칭되었을 경우도 존재하므로 RANSAC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이상점을 제외시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한다. 카메라의 

위치는 6자유도를 가지는 과 로 표현할 수 있다.
4. 확률을 고려한 정확한 위치 추정 방법

확률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확률 맵의 특징점을 해당 이

미지 상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그림 1은 3차원 특징점의 확

률을 특정 이미지 상의 투영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3차

원 공간상의 좌표    의 카메라 이미지 상의 좌표인 

  로의 투영은 식 (3)과 같이 투영행렬(Projection 
matrix)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투영행렬의 행과 열에 대한 각각 요소를 의미

한다. 식 (3)은 동차 좌표(homogeneous coordinate)로 표현한 

식이며 이를 다시 표현하면 식 (4)와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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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차원 공간상의 점을 이미지 상으로 투영한 것과 같이 3
차원 공간상의 공분산 또한 이미지 상으로 투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분산의 경우 비선형 변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미지 상의 투영은 비선형 변환(projective)이기 때문

에 선형 변환(affine)으로 가정하여 투영한다.
가우시안 확률, 의 아핀변환(affine transformation) 

  은  로 표현할 수 있다. 아핀변

환의 는 상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식 (4)의 ∆를 공분산

의 중앙값을 대입하여 상수로 가정하면 식 (5)와 같이 와 

를 구할 수 있다.

 ∆
 


 


  

  
  




 




∆

 (5)

따라서 확률 맵의 특징점, 
 

의 이미지 상의 투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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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결과 (초록 : ground truth, 빨강 : 
기존 알고리즘, 파랑 : 제안한 알고리즘).

Fig. 2. The result of top view on simulation environments (green : 
ground truth, red : conventional PnP algorithm, blue :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3. 6자유도에 대한 오차 결과.
Fig. 3. Error plot of 6 degree of freedom.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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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와 

는 이미지 상에 투영된 좌표와 공분산을 의미 하

며 2차원이다. 식 (3)-(6)의 과정을   연산자로 간략히 하면 

아래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7)

여기서 는 
 

을 의미한다.  연산자를 통하여 3

차원 특징점의 확률을 이미지 상으로 투영시켰다. 기존의 

방법 PnP 방법은 투영된 특징점 
와 추출된 특징점 의 

유클리드(Euclidean) 거리가 최소가 되는 위치를 추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면, 제안한 방법은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거리가 최소화가 되는 해를 구하는 것이다. 투영된 특징점

의 확률과 추출된 특징점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식 (8)로 

표현된다.

   (8)

여기서 는 투영된 확률을 의미하며 은 가우시안 확

률과 점간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매칭되는 모든 특징점의 마할라노비스 거리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화 식은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arg

  


 



  (9)

와 는 번째 매칭 쌍을 의미하며 매칭 쌍의 총 개수는 

개 이다. 식 (9)를 풀면 마할라노비스 거리오차가 최소화

가 되는 카메라 위치, 과 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구한 매칭 쌍에는 이상점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상점은 

고려하지 하지 않으며 최적화하기 위하여 마할라노비스 거

리의 최소값을 고려하여 식 (10)과 표현한다.

arg
  


 

 min    (10)

최대값은 99.8%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3로 설정하여 3
  이상의 값을 가지는 매칭 쌍은 최적화시 고려하지 않도

록 한다. 식 (10)은 선형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값을 

기준으로 최적화를 수행한다. 최적화시 앞서 구한 PnP 알
고리즘의 결과를 초기 값으로 설정한다. 식 (10)을 최적화

를 하여  , 를 구함으로써 확률 값을 고려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한다.

III. 시뮬레이션 검증

본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확인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확률 맵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정

확한 위치 추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 맵은 시뮬레이

션 환경에서 가상으로 생성을 하였다. 50m×50m×10m의 3
차원 공간상에 1~3m의 임의의 공분산을 가지는 1000개의 

특징점으로 구성된 확률 맵을 구성하였다. 그림 2와 같이 

360개의 지름 10m 크기의 8자 모양의 경로를 생성한다. 시
뮬레이션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와 이미지 크기를 고려하여 해당 경로 위치에서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특징점을 찾아내고 매칭 쌍을 구성

한다. 확률 맵에는 각 특징점의 공분산에 비례하게 가우시

안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미지 상에는 픽셀 값 기준의 동일 

크기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였다. 각 360개의 위치에

서 기존의 PnP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결

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2는 시뮬레이션 환경과 이에 대한 결과의 평면도를 

나타낸다. PnP 알고리즘은 OpenCV의 상용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ground truth를 기준으로 각 축에 대

한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PnP 
알고리즘의 결과로부터 최적화를 수행하여 위치를 추정하

였으며 마찬가지로 각 축에 대해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

였다. 그림 3은 PnP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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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nP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 비교.
Table 1. The result with PnP algorithm and the proposed 

algorithm.
(단위 : m, degree)

PnP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

평균 분산 평균 분산

 0.634 0.353 0.292 0.085
 0.714 0.351 0.279 0.076
 0.801 0.444 0.706 0.368
 1.070 0.934 0.493 0.257
 1.527 2.141 1.273 1.658
 1.368 1.795 1.227 1.569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결과의 평균 및 분

산은 표 1에 표시하였다. 결과를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제안

한 알고리즘의 오차가 낮으며 분산 또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를 분석하면 특징점의 오차를 포함하여 마할라노

비스 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큰 오차

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점은 최적화시 상대적으로 적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은 오차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분
산이 낮은 것은 안정성을 의미하며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

존 알고리즘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특
히  , , 에 대해서 다른 요소보다 오차가 더 낮은데 이

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시 카메라의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설치방향, 내부 파라미터, 이미지 크기 

등의 특성은 위치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축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 , 에 대해서는 민

감하게 반응하며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짧아지고 이미지가 

클수록 넓은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 정확도가 향상된다.

I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은 사전에 구성된 데이터로 해당 센서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특징점 기반의 확률 맵을 구성하고 생성된 맵

에서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맵 

생성 시 최적의 맵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여 확률을 고려한 위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검증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로봇 또는 실제 차량 등의 위

치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점을 고려하였을 때 

10개 이상의 특징점 매칭이 되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써는 실제 데이터 셋

을 이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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