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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aph-based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approach has been gaining much attention in SLAM 

research recently thanks to its ability to provide better maps and full trajectory estimations when compared to the filtering-based 

SLAM approach. Even though graph-based SLAM requires batch processing causing it to be computationally heavy, recent 

advancements in optimization and computing power enable it to run fast enough to be used in real-time. However, data association 

problems still require large amount of computation when building a pose graph. For example, to find loop closu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hole history of the robot trajectory and sensor data within the confident range. As a pose graph grows, the number of 

candidates to be searched also grows. It makes searching the loop closures a bottleneck when solving the SLAM problem. Our 

approach to alleviate this bottleneck is to sample a limited number of pose nodes in which loop closures are searched. We propose a 

heuristic for sampling pose nodes that are most advantageous to closing loops by providing a way of ranking pose nodes in order of 

usefulness for closing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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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문제는 1986

년 ICRA 학회에서 최초로 논의[1]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

을 거듭해 왔다. 수년 전까지는 EKF 또는 Particle 필터를 이

용한 Filtering 방법[1-3]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그래프 

기반의 최적화를 이용한 접근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래

프 SLAM 문제는 로봇의 위치 또는 랜드마크의 위치를 노드

로 표현하고 두 노드 사이의 구속 조건을 에지로 표현하고 모

든 구속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최적의 노드의 값을 찾는 

문제이다. 그래프 SLAM은 주로 그래프를 작성하는 Front-End

와 작성된 그래프를 최적화시키는 Back-End로 구분된다. 

Back-End의 경우 수천에서 수 만개의 노드(변수)로 이루어

진 높은 복잡도의 최적화 문제 때문에 최초 제안[4]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 최적화 기법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g2o[5]라는

Back-End용 그래프 최적화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어 많은 연

구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그래프 SLAM과 관련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6].  

한편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래프를 작성하는 Front-

End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 설계된 알고리즘이 요구되며 많

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실시간 구동을 위해

서는 빠른 센서 데이터 처리 방법이 요구된다. 빠른 Front-

End 구현을 위해 Raw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특

징점과 기술자를 추출하여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거나[7-9] 다른 포즈 노드와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포

즈 노드를 포즈 그래프에서 제거하여 포즈 노드의 개수를 일

정 이하로 유지하는 접근법[10]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주행거리가 길어져 포즈 노드의 개수

가 많아졌을 때 루프 클로징 탐색이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휴리스틱을 제안한다. 제안된 휴리스틱을 통해 각 포

즈 노드의 유용도를 평가하고 높은 유용도를 가진 포즈 노드

들을 샘플링하여 루프 클로징의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다. 

 

II. 루프 클로징 

그래프 SLAM에서 루프 클로징은 로봇이 일정한 구간을 

지나 과거에 방문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해당 장소

에서의 과거 위치 노드와 현재 위치 노드 사이의 상대 위치

를 추정하여 이를 그래프의 에지(구속조건)로 추가하는 과정

이다. 이 때 과거 노드와 현재 노드의 상대 위치는 주로 스

캔 매칭[11,12] 알고리즘을 수행하거나 각 스캔 데이터의 특

징점[7,13]들 간의 Data Association(e.g. RANSAC)을 통해 추정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캔 매칭을 이용한 루프 클로징에 집

중한다.  

스캔 매칭을 이용하여 루프 클로징을 수행할 때의 문제는 

스캔 매칭 결과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최소자승법에 기반한 그래프 SLAM은 이러한 잘못된 루프 

클로징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스캔 매칭 

결과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스캔 매칭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일관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확인하여

야 한다(Pair-Wise Consistency [14]). 이를 위해 기존에는 현재 

위치와 공분산 행렬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일정 현재 로봇의 

위치에서 일정 거리(Mahalanobis 거리)이내에 있는 포즈 노드

들에 대하여 스캔 매칭을 수행한다. 하지만 로봇의 주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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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길어질수록 그래프의 크기가 커지고 이와 함께 포즈 노

드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루프 클로징의 수행 속도가 느

려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는 루프 클로징에 이용

되는 포즈 노드를 제한된 개수만큼만 샘플링하여 최대 연산 

시간이 일정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모든 포

즈 노드들이 루프 클로징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그림 1의 두번째 그림과 같이 두 스캔 데이터가 서

로 겹치지 않는 경우 스캔 매칭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포즈 노드 사이의 루프 클로징을 생성할 수 없다.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루프 클로징에 불리한 

포즈 노드가 샘플링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를 위해 포즈 노드의 질(Quality)를 평가하기 위한 휴리스틱

을 제안하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평가한다. 

 

III. 포즈 노드와 스캔 매칭 

두 포즈 노드가 스캔 매칭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각 노드에

서 얻어진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서로 겹치는지에 따라 결정

된다. 하지만 실제 센서 데이터가 겹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은 어렵고, 센서의 측정 범위와 두 노드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판별[14]하여왔다. 예를 들어 그

림 1의 첫 번째와 같이 근거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

는 경우 스캔 매칭이 유리한 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센서가 동일한 물체의 다른 면을 스캔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캔 매칭에 불리하다. 마지

막으로 세번째 그림과 같이 센서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경우 

두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스캔 매칭은 불가능하다. 실패 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노드들에 대한 스캔 매칭을 수행

하는 것은 연산 리소스 낭비이며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피해

야 한다. 

 

IV. 포즈 노드 Scoring 

각 포즈 노드들의 점수는 다음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 )2 2( )i i jS w t R R x y= Δ ⋅ + − Δ + Δ
�

 (1) 

그림 2은 식 (1)의 파라미터들을 나타내고 있다. 벡터 tΔ
�

 

[   ]
T

x y θ= Δ Δ Δ 는 두 포즈 노드 쌍의 상대 위치를 나타내고, 

i
R 와 jR 는 스캔 데이터의 85% 데이터를 포함하는 원의 반

지름을 나타낸다. 함수 ( )w tΔ
�

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함수로

써 두 포즈의 상대 위치에 따라 [0 1]w∈ 의 값을 반환한다.  

식 (1)은 거리 기반 Scoring과 각도 기반 Weighting으로 나

뉜다. 거리 기반 Scoring은 스캔의 측정 범위가 겹치는 정도

를 나타내며 LIDAR의 측정 범위가 360도일 때의 스캔 데이

터의 측정 범위를 근사화한 값이다. 각도 기반 Weighting은 

보통 2D LIDAR의 Angle of View가 360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

영한 함수로 두 노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높은 

가중치를 반환하고 서로 등지고 있을 때 낮은 가중치를 반환

한다. 

1. 거리 기반 Scoring [14] 

식 (1)의 ( )2 2

i jR R x y+ − Δ + Δ 을 나타내며 LIDAR의 

Angle of View가 360도 일 때 두 스캔 데이터가 겹치는 정도

를 근사화 한 값이다. 해당 값은 두 스캔 데이터가 겹치는 

경우 양수를, 겹치지 않을 경우 음수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좌측의 경우 두 노드 사이의 거리에 비해 센서의 

측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수를 반환한다. 반면 우측 그림

의 경우 센서의 측정 범위에 비해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멀

기 때문에 음수를 반환한다.  

 

그림 1. 포즈 노드의 위치에 따른 스캔 데이터. 

Fig.  1. Pose Nodes And LIDAR Scan Data. 

 

 

그림 2. 포즈 노드 Scoring 함수 파라미터. 

Fig.  2. Parameters of Pose Node Scoring Function. 

Jae-Jun Lee and Jee-Hwan Ryu 



빠른 루프 클로징을 위한 2D 포즈 노드 샘플링 휴리스틱 

 

1023

2. 각도 기반 Weighting 

식 (1)의 함수 ( )w tΔ
�

는 두 포즈 노드의 상대 위치 벡터 

tΔ
�

에 따라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함수로 식 (2)와 같이 정의 

된다.  

 

cos
( ), [ ] 0.

sin( )

( ), .

f

b

w t x y
w t

w t otherwise

θ

θ

⎧ Δ⎡ ⎤
Δ Δ Δ >⎪ ⎢ ⎥

ΔΔ = ⎨ ⎣ ⎦
⎪

Δ⎩

�

�

�

 (2) 

함수 ( )fw tΔ
�

와 ( )
b

w tΔ
�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cos (1 )
2

fw t
θ

β β
Δ⎛ ⎞

Δ = + −⎜ ⎟
⎝ ⎠

�

 (3) 

 
( ), .

( )
0.0, .

f th

b

w t
w t

otherwise

θ θ⎧ Δ Δ <⎪
Δ = ⎨

⎪⎩

�

�

 (4) 

식 (2)에서 함수 ( )w tΔ
�

는 기준 포즈 노드에 대하여 다른 

포즈 노드가 정면에 있는지 후면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

의된다. 조건 
cos

[  ] 0
sin

x y
θ

θ

Δ⎡ ⎤
Δ Δ >⎢ ⎥

Δ⎣ ⎦
이 참이면 다른 포즈 노드

는 정면에 있다고 판별하고 그 외의 경우는 후면에 있다고 

판별한다. 

함수 ( )fw tΔ
�

는 다른 포즈 노드가 정면에 있다고 판별되

었을 때의 가중치 함수로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β 는 범위 

[0, 1] 내의 파리미터로 변수 θΔ 에 따른 가중치의 변화 정도

를 결정한다. β 가 크면 θΔ 에 따른 가중치의 변화 정도가 

커지고 작으면 가중치의 변화 정도가 작아진다. 

반면 함수 ( )
b

w tΔ
�

는 θΔ 이 양수 파라미터 
th

θ 보다 작

을 때는 ( )fw tΔ
�

와 동일하게 정의되고 θΔ 가 
th

θ  이상 일 

때 ( )
b

w tΔ
�

는0을 반환한다. 다른 포즈 노드가 후면에 있을 

때 θΔ 가 180도에 가깝다는 의미는 두 포즈 노드가 서로 

등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두 스캔 데이터가 겹치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스캔 매칭에 매우 불리하다. 
th

θ 는 이러

한 노드들을 샘플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센서의 최대 스캔 각도(e.g. 180도)에서 30~50도 정도를 뺀 각

도가 적절하다.  

3. 샘플링 

샘플링 과정은 충분히 과거의 노드 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

하여 일정 노드 인덱스(본 논문에서는 30을 사용) 이전의 노

드 만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식 (1)에 따라 각 포즈 노드의 

점수를 매긴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N개의 노드를 선택

하는 것이다. 

 

V. 실험 

실험은 3개의 2D SLAM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지도를 만드

는 과정에서 루프 클로징을 찾기 위해 스캔 매칭을 수행한 

총 노드의 개수와 실제로 생성된 루프 클로징의 비율을 비교

하고 루프 클로징을 위한 평균 연산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

에서 새로운 포즈 노드는 로봇이 0.5m를 이동하거나 40도 이

상 회전할 때 마다 추가된다. 실험에 사용한 식 (3)과 (4)의 

파라미터는 각각 150 ,
th

θ = ° 0.8β = 이고 가중치 함수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 4가지 샘플링 방법으로 샘플링 된 포즈 노드. 

Fig.  3. Pose Nodes Sampled Using 4 Different Sampling Methods. 

 

그림 4. 정면(좌)과 후면(우)의 가중치 함수(θth = 150°, β = 0.8).

Fig.  4. Weighting Function for Front-Side(Left) and Back-Side

(Right)(θth = 150°, β = 0.8). 

2D Pose Nodes Sampling Heuristic for Fast Loop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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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즈 노드 샘플링 방법 

포즈 노드는 다음 4가지 샘플링 방법 중 A방법을 제외하

고 모두 5개를 샘플링한다. 

A. 범위 내의 모든 포즈 노드(All Nodes) 

B. 랜덤 포즈 노드(Random) 

C. 거리상 가장 가까운 포즈 노드(Nearest) 

D.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Proposed) 

2. 데이터셋 

실험은 Intel , Fr101, Aces 데이터셋으로 총 3개의 공개된 데

이터셋[15]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데이터셋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 스캔 매칭 알고리즘 

스캔 매칭 알고리즘은 Olson의 CSM (Correlative Scan 

Matching) 알고리즘[11]과 libicp [16]를 함께 사용하였다. CSM 

알고리즘은 하나의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2D 격자(Grid 

Cells)로 이루어진 Lookup Table을 만들고 또 다른 스캔 데이

터를 Lookup Table위에서 회전 및 평행 이동 시키면서 두 스

캔 데이터가 가장 잘 일치하는 셀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ICP 

알고리즘과 달리 최적화 기반의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최솟값(Local Minima)에 빠지지 않지만 연산량이 많아 

테스트 범위와 격자의 크기 해상도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CSM 알고리즘을 낮은 해상도의 격자로 수행하면(본 논문에

서는 30cm) 정확한 솔루션을 추정하지는 못하지만 솔루션 

근처에 대략적인 값을 추정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CSM 알고리즘을 ICP 알고리즘의 초기값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 루프 클로징 

루프 클로징은 현재 노드와 과거 노드와의 스캔 매칭을 통

해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스캔 매칭 결과로는 해당 

결과가 올바른 것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스캔 매

칭 결과를 곧바로 루프 클로징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여러 

개의 스캔 매칭 결과를 모아서 Pair-wise Consistency 체크[14]

를 수행한다. 이처럼 사용이 보류된 스캔 매칭 결과를 루프 클

로징 후보라 부르고, Pair-wise Consistency 체크는 여러 개의 후

보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가진 후보들을 제거하는 역

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스캔 매칭 결과의 일부만이 실제 그래

프의 루프 클로징으로 등록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된다. 

5. 평균 루프 클로징 연산 시간 

평균 루프 클로징 연산 시간은 루프 클로징 후보를 찾기 

위해 소모된 연산 시간을 의미한다. 연산 시간의 대부분은 

루프 클로징 후보를 생성하기 위한 현재 노드와 과거의 노드 

간의 스캔 매칭에서 소모된다.  

6. 루프 클로징 수용율 

루프 클로징 수용율은 루프 클로징 후보와 실제 루프 클로

징의 비율을 나타낸다. 루프 클로징의 후보의 개수는 루프 

클로징을 찾는 과정에서 수행한 스캔 매칭의 횟수와 동일하

기 때문에 동일한 수의 루프 클로징을 찾았다면 더 적은 후

보를 생성한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으로 루프 클로징을 찾았

다고 말할 수 있다.  

 

VI. 실험 결과 

그림 3는 Intel 데이터셋에서 샘플링 된 포즈 노드를 나타

내고 있다. 각각의 열은 4가지의 다른 샘플링 방법으로 샘플

링한 노드를 표시한다. 현재 포즈 노드는 실선으로, 샘플링 

된 과거의 포즈 노드는 점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으로 표시

된다. 스캔 매칭은 점선으로 표시된 모든 포즈 노드의 스캔 

데이터와 실선으로 표시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되

고 각 스캔 매칭의 결과는 루프 클로징 후보로 저장된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휴리스

틱으로 샘플링 한 포즈 노드는 거리뿐만 아니라 측정 방향을 

그림 5. 루프 클로징 평균 연산 시간(msec). 

Fig.  5. Loop Closures Mean Computation Time(msec). 

 

그림 6. 루프 클로징 수용율(실제 루프 클로징/루프 클로징 후보×100). 

Fig.  6. Loop Closures Acceptance Rate(Valid Loop Closures\Loop Closures Candidate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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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가까이 있지만 센서 데이터가 겹치지 않는 노드들

을 효과적으로 필터링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즈 노드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면 그

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100ms 이내로 루프 

클로징 연산을 완료할 수 있다. 반면 루프 클로징 수용율은 

랜덤 샘플이나 가장 가까운 샘플을 뽑는 방법에 비해 2배 가

량 높았고 범위 내의 모든 노드들을 샘플링하는 것과는 유사

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표 1의 총 스캔 매칭 횟수를 

고려했을 때 제안된 샘플링 휴리스틱은 총 데이터의 

15%~35%만을 이용하여 모든 노드를 이용한 것과 유사한 성

능을 기록하였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LIDAR를 이용한 2D 포즈 그래프의 크기가 

커졌을 때 포즈 노드 샘플링을 통해 루프 클로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휴리스틱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휴리스틱으로 샘플링된 과거의 포즈 노드는 현재 포즈 노

드와의 스캔 매칭이 유리하도록 샘플링되어 제한된 연산 리

소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 루프 클로징을 위해 수행한 스캔 매칭 횟수. 

Table 1. Total Number of Scan Matching For Loop Closings. 

 All Nodes Random Nearest Proposed 

Intel 31747 4732 4787 4650 

Fr101 3831 1315 1315 1263 

Aces 2746 976 980 955 

 

 

 

그림 8. 4가지 샘플링 방법으로 작성된 Point Cloud Map. 

Fig.  8. Point cloud maps built using 4 sampling methods. 

 

그림 7. 보이지 않는 지역의 노드의 샘플링. 

Fig.  7. Pose Node Samples In Invisibl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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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된 휴리스틱은 두 포즈 노드의 상대 위치

와 원으로 근사화시킨 센서 데이터의 측정 범위를 이용하여 

스캔 매칭의 관점에서 포즈 노드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안된 휴리스틱은 과거 노드에 대한 현재 노드의

위치 추정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로봇의 Odometry 오차가 크

게 발생하는 환경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림 7과 같이 벽이나 장애물로 인해 서로를 볼 수 없는 경

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된 휴리스틱에 의해 선정

된 노드 중 스캔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두 포즈 노드 간의 가시성(Visibility)를 평가할 수 있

는 수단이 있다면 서로 루프 클로징으로 연결될 수 없는 포

즈 노드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더 강인하게 루프 클로징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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