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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의 자율 주행에 필요한 기술 중, 위치를 추정하는 

작업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로봇의 위
치추정은 자세 정보까지 추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향각

를 추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내부센서나 레이

저 스캐너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이로스코프, 전자 콤파

스 또는 휠 엔코더와 같은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적용이 쉽지 않거나 그 정보가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이로스코프의 측정 오류는 시간

에 따라 누적되며, 휠 엔코더는 바퀴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현상은 지면의 상태에 따라   
빈도가 잦을 수 있다. 레이저 스캐너는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워 작은 로봇 등에는 탑재하기가 쉽지 않다. 비전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카메라를 사용한 자세 추
정 기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1-3], 이는 보다 신뢰성이 높
고 정확하게 자세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Sturm [1]은 주변 환경의 시각적인 외양을 이용하여 실
시간으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비교적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 차

원의 방향 정보만 추정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5 도 이내로 
낮고 주변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Montiel 
[2]은 단일 카메라를 사용한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반의 실시간 방향각 추정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이는 랜드마크를 추적하여 영상처리에 필요한 계
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3 차원의 모
든 방향각이 30Hz 의 속도로 추정이 가능하다. 별도의 시스

템 초기화 과정이 필요 없지만, 일반적인 환경은 동적이어

서 다른 물체가 시야를 상당부분 가리거나 예상치 못한 로
봇의 큰 모션으로 인해 랜드마크 추적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자세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경우, 
이후의 추정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이전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다시 자세

추정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인 환경에서도 강인한 자세추정기법

을 제시한다. 추정한 방향각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거나 
시야에 보이는 랜드마크의 대다수를 추적하는데 실패한 경
우, 자세 추정을 재개하기 위해 맵의 모든 랜드마크를 빠
르게 탐색하여 현재 위치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2. 영상정보기반 자세추정기법 
 

Montiel [2]은 단일 카메라는 사용하여 자세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Davison [4] 이 제안한 EKF  
SLAM (Extended Kalman Filter SLAM) 기반의 위치 추정 방
법의 특별한 형태를 갖는다. 위 기법들의 핵심은 지도와 
카메라의 상태 정보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EKF 를 
이용해 그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SLAM 알고리즘을 사용하

지만 맵을 생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가능한 맵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면서 위치 추정을 위해 지도를 사용한

다.  

 
Fig. 1 An overhead view of the visual compass. The bold gray axis 

is the world coordinate frame and the black axis is the 
rotating camera frame. 

 
본 자세추정기법은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을 이용하

여 카메라 자신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각속도

로 회전만 할 수 있고, Fig. 1 에서와 같이 월드 좌표계의 중
심과 회전 좌표계의 중심은 카메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카메라의 상태 벡터는 3 차원의 방향각과 
각속도를 갖고, 랜드마크의 상태 벡터는 수평 회전각과 수
직 회전각을 갖는다. EKF 의 추정과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
용되는 상태벡터는 카메라의 상태와 랜드마크들의 상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가 된다 

이미지마다 일정한 수의 특징점을 유지하며 이들을 추
적하게 되는데, 시스템 동작 초기에서나 카메라의 이동 등
으로 인해 추적하던 특징점이 사라진 경우, 새로운 특징점

을 찾기 위해 전체 이미지 중 탐색영역을 지정한다. 이 영
역은 임의로 정하되 기존의 특징점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추적이 용이한 랜드마크를 구하기 위해 Harris Corner 
Detector [5] 를 사용하여 특징점을 찾는다. 탐색 영역내의 
특징점 중 가장 뚜렷한 것을 선택하고 그 것을 중심으로 
11 x 11 픽셀의 이미지 조각을 랜드마크 위치 정보와 함께 
저장하여, 이 후의 영상에서 랜드마크 매칭을 위해 사용하

도록 한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이미지에 나타난 특징점

은 이미지 좌표계로 표현되는데, 핀-홀 카메라의 기하학을 
이용하여, 월드 좌표계로 변환하여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 정보를 지도에 등록 할 수 있다. 

위와는 반대로, 월드 좌표계로 표현되는 랜드마크를 카
메라 전방의 이미지 평면상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카메라의 추정 방향에서 시야에 보
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랜드마크를 찾을 수 있다. 맵의 랜
드마크 중 현재 시야에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찾으

면, 획득한 이미지와 저장된 랜드마크 이미지 조각의 매칭

을 위해서 먼저 랜드마크의 불확실성에 따라 탐색윈도우의 
크기를 정한다. 이는 특징점 추적의 한 과정이며, 전체 이
미지에 대해 영상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산량이 줄
어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탐색 윈도우 안의 이미지를 등록된 랜드마크 이미지 조각

과 비교하여 그 위치 오차를 EKF 업데이트에 반영한다. 불
확실성이 큰 경우 탐색 윈도우의 크기도 커지게 되며, 일
반적으로 3σ의 타원을 윈도우로 정한다. 

본 시스템은 EK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므로 크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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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업데이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추정 단계에서는 카
메라의 모션모델을 사용하여 이전의 카메라 상태로부터 현
재 상태를 추정한다. 추정된 카메라 방향에서 지도에 저장

된 랜드마크가 시야의 어느 부분에 보여질지 계산한다. 이
미지와 각 랜드마크와의 매칭 정보를 바탕으로 칼만 필터

의 업데이트 단계를 진행한다. 이후에 새로운 특징점을 초
기화 하는데, 만일 화면에 보여지는 특징점의 개수가 정해

진 수보다 적으면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새로운 특징점을 
찾아 지도에 등록한다. 

 
3. 자세추정 복구 알고리즘 

 
자세추정기법을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빈번하게 겪을 수 있는 상
황 중 하나는, 움직이는 장애물이 시야를 가려 모든 특징

점을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부 가능하다 해도 그 
개수가 적은 경우 추정된 상태 정보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며, 이 후의 추정 결과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 
자세추정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정상으

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지와 지도상의 모든 랜드

마크를 비교하여 카메라의 방향을 검출한 후, EKF 알고리즘

을 재개해야 한다. 
자세추정에 실패했을 때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방향을 

다시 검출하기 위해, Lepetit [7] 의 이미지 조각 분류기

(Image Patch Classifier)를 SLAM 시스템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분류기는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

의 특징점 들을 지도상의 랜드마크 이미지 조각과 빠르게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이미지 조각의 외양을 학습하므로 시스템 시작 전 학습은 
필요하지 않다. [6] 본 시스템에서 이미지 조각의 클래스 수
는 100~1000 정도가 적당하다. 

특징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분류기는 이미지에 나타난 
특징점을 학습해야 한다. 이는 특징점을 분류하고 특징점 
클래스들 중 어느 부분들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
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미지 조각은 Random Test Q 

 

 

(1)

를 사용해 분류 할 수 있으며, 수식에서 Iσ 는 Gaussian 
Smoothing 을 적용한 이미지 조각내의 임의 픽셀에서 밝기 
값이다. 임계 값 zi 는 0~20 범위의 값에서 임의로 선택된

다. i 는 Random Test 를 수행한 횟수에 따라 증가하며, 이 
테스트는 Fig. 2 의 Randomized List 의 길이만큼 진행한다.  
실제 적용 시 리스트의 길이는 15 정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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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andomized List classifier as described in [6].  

 
랜덤 테스트 결과는 Randomized List 의 각 항목에 저장

되고, Fig. 2 에서와 같이 각 값을 단순히 연결하여 이진수를 
만들어 Binary Score List 의 인덱스로 사용한다. Binary Score 
List 는 이미지 조각이 각 특징점 클래스에 속하는지 여부

를 클래스 레이블 밑에 1 또는 0 으로 표현한 것이다. 

Randomized List 의 값들을 단순히 연결하여 하나의 이진수

로 표현할 수 있던 것과 같이, 각 Binary Score List 또한 하
나의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세추정에 실패하면 Randomized lists 분류기를 사용하

여 현재 시야에서 랜드마크로 적합한 특징점을 모두 찾는

다. 이미지에 나타난 특징점과 지도상의 특징점을 비교하

여 현재 방향을 검출하며, 이를 위해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미지의 특징점들이 충분히 현재 위치를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들을 통해서 카메라 상태의 불
확실성이 충분히 작은 것으로 판단되면, 자세추정 알고리

즘을 재개한다. 
 

4. 실험환경 
 

카메라의 FOV(Field of View)는 42 도 이며, 카메라 주변

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90 도 이상 회전하며 지
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빠르게 회전하

거나, 장애물로 시야가 가려져도 지도 정보가 존재하는 곳
을 바라볼 때, 자세 추정 복구가 가능하다. 본 시스템에 맞
게 RANSAC 및 Random Lists Classifier 의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록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프레임을 제거하여 Kidnapping 상황을 만들어 테스트 하거

나, 영상을 기록시 이미지에 블러링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기반의 자세추정 시스템이 동적 

환경에서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세 추정에 실패한 경
우에도 다시 복구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3 차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에 비해 
자세추정 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실험

실 밖의 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하락하지 않도록 도울 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구 알고리즘이 작동 시 지역적인 
방향 추정마저도 불가능하므로, 추후, 이를 가능하도록 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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