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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지만 로봇의 State(x, y, θ)를 추출해내기 위한 EKF 와 

TI-Angle 을 이용하여 보정된 이동방향 정보를 추출하는   

VPass 의 EKF 가 별개의 알고리즘으로 동작하여, State 
vector 의 Covariance 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했다. 

본 논문은 소실점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각도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를 기존 EKF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VPass 와 원래의 EKF 

algorithm 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State vector 에 기반한 
알고리즘(Augmented VPass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Covariance 의 Propagation 이 일치 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실내 환경에서의 SLAM 은 실외 환경에 비해 절대적 
지표(Landmark) 부재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로봇이 
이동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Odometry Calibration 을 통해 오차누적을 줄이기 위한 
시도[1]가 있었고, 최근에는 Unscented transformation 을 
통하여 선형화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2]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 지표에 근거하여 
SLAM 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폐곡선을 
가지는 건물에서 같은 장소를 재방문 하는 방법을 통해 
오차의 누적을 줄이려는 연구[3]가 제시되었으나 폐곡선을 
형성하지 않는 건물에 적용이 불가능하며, 로봇이 같은 
곳을 재방문 한다는 점에서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다른 
접근법으로 문제의 해결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주변 환경이 수직적으로 존재한다는 제약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오차의 누적을 막는 연구[4,5]가 
제안되었으나 수직적인 제약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Augmented VPass 알고리즘의 자세한 설명이 
기술되며, 3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어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와 추후 
작업에 대하여 논한다. 

 
2. Algorithm Detail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ugmented 
State Vector 를 정의하였고 이는 Fig. 1 의 우측에 나온 바와 
같다. 

Augmented State Vector 의 Covariance matrix 는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절대적 지표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주어진 환경 내의 어느 장소에서나 
참조가 가능해야 하며, 둘째, 절대적 지표의 정보가 
정밀하게 참조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Data Association 이 
가능한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6].  

 
(1)

 
새로운 선이 표식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Covariance Matrix 가 갱신되며,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최근 실내환경에서 

소실점을 이용하여 이동로봇의 진행경로오차를 보정하며 
이를 통해 정밀한 지도를 형성하는 알고리즘[6]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를 
이용하여 선을 추출하고 평행한 두 직선의 소실점이 
사영공간에서는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에 관계없이 강인한 방법으로 직선의 각도(TI-Angle)를 
추출해내고, 이것이 절대적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TI-Angle 을 통하여 진행방향 정보의 오차가 누적을 
방지함을 실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2)

이 때, 새로 등록되는 Covariance 는 다음과 같다. 
 (3)

 (4)
 (5)

 (6)
 

(7)

 

(8)

 
 
 
 
 
 
 
 
 
 
 
Fig. 1 Changes in algorithm structure: from two separate EKF 
algorithms to one augmented EKF algorithm 새로운 TI-angle 이 지표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Covariance Matrix 가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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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는 이동 로봇의 진행 방향의 Covariance 를 

나타낸다.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이동 
방향의 Covariance 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State 
Vector 에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Fig. 3 는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지도 환경을 나타낸다. 
  

4. 결론 (2) 에서 Xwf,new 는 [ρw
new,Ψw

new,]T 이며 새로운 
선(line)지표를 나타내며, (3) 에서 Фw

new 는 새로운 지표로 
등록되는 TI-angle 을 나타낸다 

 
본 논문은 기존에 제안된 소실점을 이용한 정밀한 

지도형성에 관한 논문에서 두 개의 서로 독립된 EK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진행 각도의 정밀화를 이루면서 
발생했던 Covariance 의 불일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State vector 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에서의 진행 각도의 Covariance 와 새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에서의 진행각도의 
Covariance 를 비교하고,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소실점을 이용한 본 알고리즘이 EKF Framework 뿐 아니라, 
다양한 SLAM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새로 등록되는 Covariance 는 다음과 같다. 

 (10)

 (11)

 (12)

 (13)

 
(14)

  
위의 과정을 통하여 VPass 알고리즘을 Line-based 

EKF 에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고, Covariance 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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