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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

ping)은 주변 환경에 대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1]. 최근 

SLAM은 증강/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여러 산업 분

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증강/가상현

실 분야에서 실감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기 위하여 정확한 위치추정 기술은 필수적이며, SLAM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확한 위치 추정을 위

하여 SLAM에 카메라, LiDAR, IMU등 여러 종류 센

서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여러 센서를 함

께 활용하기에는 각 센서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비교적 저

렴한 Monocular SLAM[2]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Monocular SLAM이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는 지도의 빠른 초기화, 특징점이 많은 환경에서 동

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좋은 성능이 나타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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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지도 초기화를 개선하려는 연구[3], 특징점 

뿐만 아니라 특징선까지 활용하여 SLAM에 적용하

려는 연구[4]등이 제안되었다. 최근 지도의 빠른 초

기화와 특징점과 특징선을 모두 활용한 기법이 제안

되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게 

되었다[5].

한편 대규모 공간에 대한 SLAM의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발히 연구되었던 

SLAM은 단일 사용자를 주요 사용 대상으로 간주하

여, 대규모 공간에 대해서 혼자 지도를 생성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

업 SLAM에 대한 연구 [6-9]가 과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도 제작 시 상대방의 시작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점, 단안카메라가 아닌 스테레오 카메라 등을 

활용해야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로 인해 

실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0]과 같은 연구가 제안되었

다. [10]은 다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영상 지도 간

의 3차원 유사성 변환을 통해 지도를 정렬하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도의 크기가 달라도 정렬이 

되는 이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0]은 특징점만을 

활용한 SLA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 제안되었다.

[11]의 경우 Visual SLAM을 통해 획득한 공간 지도

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규모 공

간에 대해 다수 사용자가 지도를 제작한다면 지도의 

완성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확하고 환경에 강인한 사용자 위치 추정을 위해

서는 특징점 뿐만 아니라 특징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5]를 기반으

로 하여 다수 사용자가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 대해 

특징점과 특징선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지도 병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대규모 공간에 대해 여러 

명의 사용자가 지도를 동시에 제작 할 경우, 중첩 영

역이 발생하면 BoW(Bag-of-Words)방식을 통해 중

첩을 감지한다. 중첩이 발생했을 경우 각 지도간의 

3차원 닮음 변환(similarity transform)을 특징점과 

특징선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계산한다. 계산한 3차

원 닮음 변환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를 정렬하고 병합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한 장점은 지도의 초기

화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위치추정을 수행할 수 있

고, 특징점과 특징선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특징점

이 많이 추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추정

이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지역에 대해서 다수 사용

자가 지도를 동시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연구

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축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

템으로 실험한 결과를 기존의 시스템들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특징점과 특징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단안 카메라 

SLAM

지도 융합은 SLAM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키프레

임(keyframe)과 3차원 기하 정보가 정밀한 위치정보

를 가질수록 수월하다. 단안 카메라 기반의 다양한 

SLAM 연구가 존재하였지만 우리는 그 중 SLAM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강화시켜 더욱 정밀한 지도를 생

성하는 기법[5]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기법의 경우 초기화 과정에서 기존 매칭 쌍이 존재하

는 영상에서 검출된 점들에 대해서만 호모그래피

(homography) 혹은 에피폴라 기하학(epipolar ge-

ometry)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프레임 사이 가상의 

영상에서 특징점을 생성한 후 행렬 분해(matrix fac-

torization)의 방법을 통해 강인하게 초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추적과 3차원 기하정보 생성 단계에

서 특징점의 정보 뿐만 아니라 특징선 정보까지 추가

로 사용하여 실내와 같이 특징점 정보가 검출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강인하게 동작한다. 마지막으로 기

존 양끝 점으로 선을 표현하여 6개의 매개변수를 사

용하던 선 표현 방법대신, 플리커 좌표계에서 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의 수를 5개로 

줄여 SLAM의 그래프 최적화 단계에서 비용이 줄어

들어 효과적이다.

2.2 협업 SLAM

협업 SLAM은 대규모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영상

지도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6]의 경우 하

나의 지도를 참조하여 다수 사용자들이 하나의 지도

를 공유 및 확장하는 기법으로 사용자들이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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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한 한계

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 

사용자가 따로 지도를 생성하고 이를 정렬하는 연구

[7-9]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로봇이 지

도를 생성하는 과정만을 가정하였으며, 3차원 공간

을 2차원 평면으로 간주하여 지도 정렬을 진행하였

다. 또한 스테레오 카메라 사용환경 기반이기 때문에 

지도의 크기(Scale)값에 대한 고려는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 Monocular 영상 

지도에 대한 융합 기법[10]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의 

경우 BoW 기법을 기반으로 지도의 겹치는 부분을 

검색한 후 매칭된 특징점들 쌍의 관계를 통해 두 지

도를 하나의 일정한 크기로 정합한다. 또한 이 과정

에서 중복되는 특징점의 정보들은 제거하여 생성된 

하나의 지도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10]과 달리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정을 위하여 특징

점과 특징선을 활용하여 실내와 같이 질감 정보가 

부족한 곳에서도 잘 동작하는 SLAM으로 제작한 지

도 병합 방법을 제안한다.

3. 본  론

Fig. 1은 제안하는 지도 병합 방법의 전체적인 흐

름도를 나타낸다.

SLAM A와 B가 한 공간에 대하여 동시에 동작한

다고 가정했을 시, SLAM A로 만들어진 지도와 

SLAM B로 만들어진 지도에서 중첩이 일어난 부분

을 감지하는데 BoW 기법을 활용한다. BoW 기법은 

SLAM B의 현재 프레임과 중첩이 발생한 SLAM A

의 프레임들을 병합 후보군으로 간주하고 3차원 점

과 3차원 선을 활용하여 지도를 통합하기 위한 3차원 

닮음 변환(Sim3)을 계산한다. 계산된 3차원 닮음 변

환을 정상치(inlier)의 개수를 통해 정확한 유사도가 

계산되었는지 판단한다. 정확한 유사도가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유사도를 계

산한다. 정확한 유사도가 계산되었을 경우 이를 바탕

으로 두 개의 SLAM 지도를 정렬하고 두 지도간의 

겹치는 3차원 점과 3차원 선을 병합하여 하나의 

SLAM 지도로 생성한다.

3.1 BoW를 활용한 SLAM 지도의 중첩 영역 감지

BoW는 특징점과 특징선 기반 모두 수행 가능하

나,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기반의 BoW 기법만을 사

용하였다. 그 이유는 특징점이 특징선보다 더 많은 

수가 검출되고, 기존에 특징점 기반의 BoW 방법을 

사용한 연구[2]에서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SLAM 지도를 구성하는 프레임들의 특징점들은 사

전에 수많은 영상에서 클러스터링이 수행된 클러스

터에 의해 visual word로 표현된다. 각 프레임의 이

미지들은 visual word의 히스토그램, 즉, BoW로 표

현되어 SLAM 지도의 BoW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 SLAM B의 현재 프레임의 BoW가 SLAM A 지

도의 BoW 데이터베이스에 질의(query)되어 중첩이 

발생한 SLAM A 지도의 프레임들을 병합 후보로 골

라낸다.

3.2 두 지도의 3차원 닮음 변환(Similarity Transfor-

mation) 계산

SLAM B의 현재 프레임과 BoW기법을 수행하여 

발견한 병합 후보 프레임들 사이에 점과 선을 매칭한

다. 매칭쌍이 일정 개수 이상인 경우에 [12]를 사용하

여 3차원 닮음 변환을 계산한다. 구해진 3차원 닮음 

변환은 정상치(inlier)의 개수를 구하여 검증 과정(식 

(1)∼(4))을 거친다.

(1)에서 SLAM B의 현재 프레임에서 관측되는 

번째 3차원 점을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고(  )

3차원 닮음 변환(S)을 적용한 뒤 SLAM A의 병합 

후보 프레임의 영상에 투영한다.(는 투영 함수) [2]

에서 해밍 거리를 활용하여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

이 검증되었고, 이진기술자(binary descriptor)를 사

용하기 때문에 투영된 위치에 존재하는 번째 2차원 

특징점()과 기술자(descriptor)의 해밍 거리를 Fig. 1. Flowchart for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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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d는 해밍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 이때, 가

장 작은 해밍 거리를 가지는 인덱스를 라 한다. 이

번에는 SLAM A의 병합 후보 프레임에서 관측되는 

번째 3차원 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과정을 수

행한다.(식 (2)) 이렇게 구해진 SLAM B의 현재 프레

임의 2차원 점의 인덱스를 라 한다. 이때, 와 가 

같은 경우 정상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1)

 


    
  


 (2)

특징점과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특징선을 사용

하여 수행하여 와 가 같은 경우 정상치라고 판단

한다.(식 (3)∼(4)) (3)에서 SLAM B의 현재 프레임

에서 관측되는 번째 3차원 선을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고( ) 3차원 닮음 변환(S)을 적용한 뒤 

SLAM A의 병합 후보 프레임의 영상에 투영한다.

(투영함수 ) 투영된 위치에 존재하는 번째 2차원 

특징선( )과 기술자의 해밍 거리를 계산한다.(해

밈거리 계산함수 d) 이때, 가장 작은 해밍 거리를 가

지는 인덱스를  라 하고 SLAM B의 병합 후보 프레

임에서 관측되는 번째 3차원 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식 (4)) 이렇게 구해진 SLAM

B의 현재 프레임의 2차원 선의 인덱스를 라 하고,

와 가 같은 경우 정상치라고 판단한다.

 


       (3)

 


  
  

  
 (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상치라 판단된 점과 선

이 일정 개수 이상일 경우 3차원 닮음 변환이 정상적

으로 계산되었다 가정하고, 구해진 3차원 닮음 변환

을 지도 병합에 사용한다.

3.3 계산된 3차원 닮음 변환을 활용하여 지도 정렬 

및 지도 병합 수행

3.2절에서 계산된 3차원 닮음 변환 관계를 바탕으

로 지도 정렬과 지도 병합을 수행한다. SLAM B 지

도의 요소들(프레임, 3차원 점, 3차원 선)에 계산된 

3차원 닮음 변환이 적용되어 SLAM A 지도에서 중첩

이 발생한 프레임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이때, SLAM

A의 중첩된 프레임에서 발견되는 3차원 점과 3차원 

선이 SLAM B의 현재 프레임에 투영된 후 매칭쌍을 

탐색해 겹치는 점과 선을 찾아낸다. 정렬된 SLAM

B 지도에서 겹치는 점과 선을 제외하고 그 외의 프레

임, 3차원 점, 3차원선을 SLAM A에 추가하여 병합

된 지도를 완성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구현환경

본 논문에서는 c++로 구현된 시스템을 Interl Core

i7-7700HQ(2.80GHz), 16GB램 환경에서 실험하였

다. 제안된 시스템은 [10]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우

리는 만들어 지는 두 SLAM지도를 그래프기반 최적

화 툴인 g2o 프레임워크[13]를 사용하여 최적화하였

다. 사용된 특징점은 ORB이며 우리가 실험에 사용

할 때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3000개를 프레임당 검출

할 특징점의 개수로 선택하였다. 또한, 특징선의 경

우 LSD 선 검출기[14]를 사용하여 선을 검출하였으

며 그 기술자는 LBD[14]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

험은 TUM-seq의 fr2_desk, fr2_xyz, fr3_str_tex-

ture_far의 총 3개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4.2 실험결과

Table 1은 single map과 merged map을 ground

truth와 비교한 결과이다. single map은 [10]의 시스

템으로 3개의 데이터셋을 실행한 결과이다. 기존 시

Fig. 2. 3D similarity calculation between SLAM A and B.

Table 1. Comparison of Absolute Pose Error RMSE(m)

TUM-seq Single Map Merged Map

fr2_desk 0.05 0.1

fr2_xyz 0.015 0.007

fr3_str_texture_far 0.01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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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Trajectory 정확성을 비교했

을 때 성능차이가 거의 없게 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표이다. Merged map은 제안한 시스템으로 3개의 

데이터셋을 실행한 결과이다. 2개의 데이터셋에서는 

Single map의 에러가 조금 더 작은 결과를 보였으나 

1개의 데이터셋 에서는 merged map의 에러가 조금 

더 작았다. 에러의 단위가 작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미미하였고, 단일 SLAM으로 제작한 지도와 여러명

의 사용자가 함께 제작한 지도가 유사한 성능을 나타

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는 single

map과 merged map의 생성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

다. single map에 비해 merged map의 지도 생성 시

Table 2. Comparison of Map Generation Time(s)

TUM-seq Single Map Merged Map Time Reduction Rate

fr2_desk 233 156 33.1%

fr2_xyz 307 208 32.3%

fr3_str_texture_far 95 78 17.9%

Fig. 3. trajectory error map on fr2_desk (left:single map, right: merged map).

Fig. 4. trajectory error map on fr2_xyz (left:single map, right: merged map).

Fig. 5. trajectory error map on fr3_str_texture_far (left:single map, right: merg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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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다소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4, 5는 각각의 데이터셋으로 trajectory error를 시

각화 한 그림이다. 빨간색일수록 에러값이 높은 경향

을 띄고, 파란색으로 내려갈수록 에러값이 낮다는 의

미이다. Fig. 6, 7, 8는 두 SLAM 지도가 병합되어 

생성된 결과 이미지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는 추가 특징으로 선을 사용한 

단안카메라 기반 SLAM에서 생성된 지도들을 하나

의 지도로 만드는 지도 융합 연구를 제안한다. 최근 

단안카메라 기반 SLAM에서 특징점이 검출이 잘 되

지 않는 환경에서 선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점뿐만 아니라 

선 정보까지 포함한 시스템에서 지도 간 융합을 한

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3차원 좌표계에

서 각 지도 간 유사성 변환 행렬을 계산하기 때문에 

서도 다른 크기를 가지는 지도를 하나의 지도로 정렬

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에서 융합된 지도

의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기 때문에 융합된 지도사이 

크기의 부하를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 시간대에 

동일 공간에 대하여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도 병합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다른 

시간대에 동일 공간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도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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