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5, No. 10, pp. 1738 1745, 2016

http://dx.doi.org/10.5370/KIEE.2016.65.10.1738

1738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GPU 기반 SIFT 방법과 가상의 힘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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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localization and autonomous navigation method using GPU(Graphics Processing 

Unit)-based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algorithm and virtual force method for mobile robots. To do this, at first, 

we propose the localization method to recognize the landmark using the GPU-based SIFT algorithm and to update the position 

using extended Kalman filter. And then, we propose the A-star algorithm for path planning and the virtual force method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the mobile robot. Finally,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some experiments using the mobile robot with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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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율 이동 로봇은 주어진 작업 환경에서 로봇에 부착된 각종 

센서들을 이용하여 환경 정보를 수집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피하

는 자율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1-3]. 하지만 센서로부터 수집한 

환경 정보는 잡음을 포함하고 있어 위치 인식 및 자율 주행을 

어렵게 한다. 많은 로봇 관련 연구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위치 인식 방법과 자율 주행 제어 방법을 제안했으며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 주행을 위한 주행 제어 기술로 VFH(Vector Field 

Histogram)가 있다[1]. VFH 방법은 센서로 측정한 로봇 주위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 로봇이 목표 위치로 이동 가능한 방향을 매 

순간 결정하고 주행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상의 힘(Virtual force)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행 제어 

기술로 탐지된 장애물로부터 가상의 척력을 발생시키고 목표 위

치와 인력을 발생시켜 두 힘의 합 방향으로 로봇을 주행시키는 

방법이다[22]. VFH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주행 방향이 결정되며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두 방법들은 목표 위치까지의 

전역 경로가 없어 이동 경로의 최적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Potential field기법은 전역 공간 지도의 potential 

filed 생성하고 로봇이 가장 낮은 potential 방향으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전역 경로가 필요 없지만 동적 장애물이 발생할 경우 

potential field를 갱신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21].

이동 로봇의 위치 인식 방법은 엔코더를 이용해 로봇의 주행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바퀴형 이동 로봇을 사용한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5-9]. 그러나, 바퀴형 이동 로봇의 위치 측정은 

바퀴의 이동 거리를 분석해 지도상의 좌표계에서 얼마나 움직였

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바퀴의 미끄럼이나 외

부 환경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작업 공간의 특정 위

치에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이를 로봇이 인식한 뒤 로봇의 위치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을 통해 위치를 인식한다[2,3]. 랜드마크는 

종류, 위치 및 인식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추

가 하드웨어 없이 카메라만으로 인식 가능한 영상 기반 랜드마

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3,4]. 영상 기반 랜드마크를 인

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는 SURF(Speed-Up Robust 

Feature),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Template- 

matching 알고리즘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4,9,15]. 이중, 

SIFT는 다른 영상 인식 알고리즘에 비해 인식 성능이 가장 뛰어

나지만 많은 연산량으로 인해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GPU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병렬 처리 기술은 영상 처리 분야에서 비약적인 연산 속도의 향

상을 가져왔으며, 이를 SIFT에 접목하여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 있다. 바퀴와 랜드마크를 이용해 측정한 위치의 오차

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확장 칼만 필터

(Expended Kalman filter), Unscented 칼만 필터(Unscented 

Kalman filter) 및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 등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2, 4, 6, 7]. 확장 칼만 필터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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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동 로봇의 블럭도

Fig. 2 Block diagram for the mobile robot

로봇의 위치 측정 성능이 이미 입증된바 있다[2]. 다만, 이 방법

은 랜드마크의 수가 증가될 경우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파티클 필터는 확률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복잡

한 비선형 시스템의 모델링 없이 알고리즘 수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며 기존의 확장 칼만 필터와 유사한 위치 보정 성능, 확장 

칼만 필터에 비해 제약 없는 랜드마크의 수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파티클 수의 증가에 따라 

연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자율 주행 및 위치 인식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더 효율성이 

높은 자율 주행 및 위치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자율 주행

은 기존의 가상의 힘 기반 주행 제어 방법을 사용하며, 전역 경

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환경의 격자 지도를 생성하고 

A-star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위치 측정 방법은 연산량이 적은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며, 위

치 보정에 사용할 랜드마크의 인식은 GPU기반의 병렬 처리를 이

용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SIFT 알고리즘 사용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때, 인식된 랜드마크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다[13,14].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응용 가능성은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지능형 로봇을 이용

하여 여러 주행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

2. 이동 로봇 시스템

2.1 로봇 기구학 모델

제안하는 이동 로봇 시스템의 제어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작

업 공간의 전역 좌표계 와 로봇 좌표계 , 키넥트의 좌표

계  및 LRF(Laser Range Finder) 센서의 좌표계 로 나

타낸다. 

그림 1 로봇 및 센서의 기구학 모델

Fig. 1 Kinematics model of the robot and the sensors

로봇 좌표계가 전역 좌표계의   인 평면에서 전위 및 회

전 할 때 로봇 좌표계의 변환 행렬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키넥트 및 LRF 센서는  인   평면의 전위만 존재

하도록 한다. 또한, LRF 센서의 전위 은 식 (3)과 같이   

및 축 전위만이 존재하도록 한다. 이때, 키넥트는 컬러 영상 

및 깊이 정보의 좌표계와 로봇 좌표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그림 

1의 키넥트 좌표계 과 같이 - ,  으로 변경한다. 

     












cos sin  sin cos  
   
   

(1)

여기서, 는 측정 시간, 는 로봇의 회전각, 는 로봇의 

위치이다.

           
 (2)

           
 (3)

여기서,    은 키넥트의 위치, 그리고,    은 LRF의 

위치이다.

2.2. 전체 시스템 블럭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율 주행 로봇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위치 측정 및 자율 주행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위

치 측정 부문은 휠 디바이스로부터 엔코더 정보, 키넥트와 GPU

기반 SIFT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한 랜드마크 인식 정보를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해 위치 오차를 보정하도록 구성된다.

자율 주행 부문은 사용자가 입력한 로봇의 목표 위치로의 경

로를 생성하는 A-star 경로 탐색 기법, 로봇주위의 장애물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 LRF(Laser Range Finder)센서, 상기 두 정보를 

이용해 주행 중 로봇의 장애물 회피 및 목표 위치로의 주행을 

수행하는 가상의 힘 기법, 로봇의 목표 위치와 현재의 위치 및 

경로를 관리하는 주행제어 기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미리 정의한 

랜드마크의 영상과 위치 및 작업 공간의 지도 정보는 각각 

GPU-SIFT 및 A-star 경로 탐색 기법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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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동 로봇의 위치 측정을 위한 상태 벡터 모델

Fig. 3 The state vector model for the localization of the 

mobile robot

그림 4 GPU기반 SIFT 알고리즘의 개략도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GPU-based SIFT algorithm

3.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한 위치 측정

3.1 주행 거리를 이용한 위치 측정

사용된 로봇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개의 차동 바퀴

형으로, 로봇의 위치 및 회전 상태 벡터는 x      이며 

시간 의 변화에 따른 로봇의 회전각 변화는 식 (4)과 같이 좌우 

바퀴의 주행거리 차와 축간 거리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2,7].

      

  
(4)

      

  
(5)

로봇이 전역 좌표 공간에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    는 

식 (5)와 같이 두 바퀴의 평균 이동 거리 에서 삼각함수를 이

용한 식 (6), (7)과 같은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sin   sin  

 cos  
 

(6)

     


cos  cos   

 sin  
 

(7)

식 (4)~(7)을 이용해 로봇의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x   





cos  




sin  









 (8)

여기서, x        은 전 단계에서  추정된 로

봇의 상태이다.

3.2 GPU-based SIFT를 이용한 랜드 마크 위치 측정

SIFT 알고리즘은 다른 영상 인식 알고리즘에 비해 영상의 회

전, 크기 및 조도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응용되고 있다[9]. 다만, 다수의 가우시안 차분 영상 연

산 등으로 인해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본 논

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 기반

의 SIFT알고리즘을 이용한다. Sinha 등은 이러한 문제를 GPU를 

이용해 병렬 처리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연산속도를 대폭 향상시

킨바 있다[16,18]. 

본 논문에서는 Sinha 등이 제안한 병렬 처리 기반 GPU기반 

SIFT 인식 알고리즘을 nVidia사의 CUDA (Computing Unit 

Device Architecture)기반으로 구축했으며 수행 과정은 그림 4와 

같다[17]. 구축된 GPU기반 SIFT 랜드마크 인식 알고리즘은 시

작시 사용자가 정의한 랜드마크 영상에서 특징점(descriptor, 

key-point)을 생성하고 키넥트로 부터 RGB (Red-Green-Blue) 

영상을 가져와 특징점을 찾고 매칭한다. 이때, 매칭되는 특징점

의 본래 영상(저장된 랜드마크)과 대상 이미지(입력된 영상)의 

key-point 변화량을 최소자승법을 통해 비교하여 올바르게 매칭 

되지 않은 특징점을 제외시킨다. 매칭된 특징점의 key-point를 

통해 본래 랜드마크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 랜드마크의 중심 화

소(pixek) 위치를 구한 뒤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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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컬러 영상에서 인식된 랜드마크의 화소 위치와 해당 화소

의 깊이 정보를 통해 인식된 랜드마크의 실제 좌표를 구하기 위

해 IR카메라와 컬러 영상간의 포인트 변환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IR카메라 및 컬러 카메라간의 왜곡 계수를 추정해

야 하며 추정된 값은 식 (9)와 같다[25]. 측정된 랜드마크의 화

소위치  와 거리  를 이용해 랜드마크의 로봇 좌표계 

기준 위치 는 식 (10)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로봇의 위치 

에서 랜드마크 y의 측정 모델은 식 (12)와 같다. 매칭된 랜드

마크의 측정 좌표 x  y 는 확장 칼만 필터에 입력되어 추정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식 (11)의 는 랜드마크의 인식 거

리에 따른 상수이며, 실험을 통해 적당한 값을 구한다. 본 실험에

서는 ≐(m)로 하였다. 

≡

  

  

  

                        (9)

    




















  ×
  × 

 ×   





 (10)

     xy  



 
 

   


arctan   



 (11)

 여기서, y    , 는 축의 오차 보정 값이다.

3.3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위치 측정

확장 칼만 필터는 불확실한 모델의 오차가 포함된 측정값을 

측정하여 공분산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을 예측

하여 측정값을 얻을 때마다 상태를 보정하고 다시 예측하는 과정

을 반복하여 참값에 가깝게 수렴하는 추정치를 제시한다[2, 7]. 

본 로봇에 적용된 확장 칼만 필터의 예측 및 추정 과정은 다음

과 같다.

3.3.1 예측 과정

먼저, 로봇의 주행 거리에 의한 위치 및 방향을 갖는 상태 벡

터 x와 인식된 랜드마크의 위치 y로 식 (12)와 같이 정의한다. 

상태 벡터는 랜드마크를 제외한 주행 거리 변화량 x만 예측하

며 예측 값 

는 식 (13)과 같다.

    x  xy ⋯ y  (12)

    xx   x u    (13)

여기서, x      , x  u     , u   , 

  
 ×  이고, n은 인식된 랜드마크 개수.

공분산 행렬은 좌우 바퀴의 이동량에 대한 시스템 모델 

의 자코비안 행렬 를 이용해 식 (14)와 같이 업데이트 된다.

   
  

 
 (14)

여기서,   
   

이며, 는 상태 공간 방정

식의 편미분이며 식 (15)와 같다.

   x













  sin  
  cos  
  

(15)

 



 
 × 




,  u


이며,   




 


 

 
는 

측정 잡음의 공분산 행렬로 과 은 각각 좌우 바퀴 측정 잡음

이다.

3.3.2 추정 과정

추정 과정은 칼만 이득  , 로봇의 위치 추정값  및 오차 

공분산 를 계산한다. 칼만 이득 는 식 (16)과 같이 인식한 

랜드마크의 측정 모델 와 측정 잡음 로 계산되고 이를 통해 

로봇의 위치 추정값 x를 식 (17)과 같이 계산 한다. 또한, 인식

된 랜드마크 ID를 추정하기 위해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며, 

시간에 인식한 랜드마크 의 추정 위치는 y 이다. 

      






  (16)

     xk xk   zkx yj k (17)

여기서, zk는 인식한 랜드마크의 위치

앞서 언급한 확장 칼만 필터의 예측 및 추정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5와 같고, 이를 통해 시간에 추정된 로봇의 위치 

x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 확장 칼만 필터의 수행 과정

Fig. 5 Process of the extended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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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6 노드의 규칙에 따른 A-star 경로 탐색 결과, (a) 4-방향 연결 

경로 (b) 8-방향 연결 경로

Fig. 6 A-star path search result according to the node's rule, 

(a) 4-directional connection (b) 8-directional connection

그림 7 가상의 힘을 이용한 로봇의 충돌 회피 기법 

Fig. 7 Collision avoidance method for the robot using the 

virtual force

그림 8 이동 로봇 시스템의 컴포넌트 구성도

Fig. 8 Consist of the mobile robot components

4. 가상의 힘을 이용한 자율 주행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 위치로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는 주어진 작업 공간에서 경로를 탐색하고 충돌을 회피하며 이동

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경

로 탐색을 위해 주어진 작업 공간을 격자지도로 생성한 뒤 휴리

스틱 경로 탐색 알고리즘인 A-star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로를 

생성한다[20]. 먼저, 격자 지도는 미리 정의된 작업 환경을 격자

로 나누고 장애물 및 비 장애물 공간 정보를 추가한다. 이후 노

드 생성 규칙(4방향, 8방향)에 따라 노드 및 에지 정보를 생성한

다. 생성된 에지 정보를 통해 A-star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수행

해 경로를 생성하며 그림 6에 격자지도 4방향 및 8방향 연결 규

칙에 따른 경로 생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로봇은 생성된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힘 기법을 활용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가상의 힘 기법은 주행중 장

애물을 회피하며 경로상의 목표 위치로 주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인력과 척력의 합 방향으로 로봇을 주행시킨다. 인력 은 로봇

의 시간 위치 x와 다음 경로 상의 위치 위치와의 거리

를 이용해 발생하며 식 (18)과 같다. 척력은 사용자가 정의한 충

돌 회피 거리 거리 내에 LRF 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탐지 

될 때 탐지된 모든 장애물의 위치 와 로봇 위치와의 합의 반대 

방향 로 생성되며 식 (19)와 같다. 이때, 로봇은 생성된 척력

과 인력의 합 방향으로   와 같이 계산된다. 그림 

7에 가상의 힘을 이용한 로봇의 충돌 회피 과정을 나타내었다.

  
x                  (18)

 
  

 


tanh  x  davoid

 Okx   (19)

여기서,  및 는 각각 인력, 척력의 크기 조절을 위한 사용자 

정의 상수, N은 탐지된 모든 장애물 수

5.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로봇 시스템 및 실험 공간은 그림 

6과 같은 공간으로 11.83(m)× 13.06(m)이며 로봇의 주행을 고려

한 랜드마크는 13개 설치했다. 로봇 운용에 사용된 랩톱 컴퓨터

의 사양은 Intel i5, 4GBRAM, Geforce650GT, SSD 128GB이다. 

제안한 자율 주행 로봇은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를 이용하여 구현했으며 Wiondow 7 32bit 환경에서 

OpenCV, CUDA를 이용하여 구현했다. 그림 8에 개발된 OPRoS 

컴포넌트 및 각 컴포넌트간의 연결 상태를 나타냈다.

실험 진행은 로봇의 최초 위치(x=1, y=1)에서 목표 위치

(x=10, y=9) 까지 자율 주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은 동일

한 환경에서 가상의 힘만을 변화(실험 1: =1.0, , 실험 2 : 

=2.0, =0.5)시켜 총 2회 수행하고 로봇의 위치, 가상의 힘 변

화 및 랜드마크 인식률을 확인했다. 본 연구실에서는 레퍼런스 

측위 시스템이 없어 실험에서는 로봇 주행 후 최종 목표 위치에

서의 위치 오차를 실측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로봇 실험 결과

는 그림 9의 (a)~(d)까지 나타냈으며, 그림 9의 좌측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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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 로봇의 초기 위치

(a) The initial position of the mobile robot

(b) 12sec에서 이동 로봇의 상태

(b) State of the mobile robot in 12sec

(c) 50sec에서 이동 로봇의 상태

(c) State of the mobile robot in 50sec

(d) 110sec에서 최종 이동 로봇의 상태

(d) The final state of the mobile robot in 110sec

그림 9 이동 로봇의 실험 결과

Fig. 9 Experiment result of the mobile robot 

0 2 4 6 8 10 12
0

2

4

6

8

10

12

X
Y

Robot Position

 

 

Experiment1 
Experiment2 

Start
position

Target
position

그림 10 로봇의 주행 궤적

Fig. 10 Trajectory of the robot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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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 1에서 가상의 힘 변화량

Fig. 11 Variation of the virtual force on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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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험 2에서 가상의 힘 변화량

Fig. 12 Variation of the virtual force on experiment 2

영상은 작업 환경 지도로써 LRF의 탐지 상태(녹색 선), 탐색된 

경로(회색 선), 랜드마크(파란색 점)과 로봇이 주행한 궤적을 나

타냈다. 그림 9의 우측에는 로봇에 부착된 키넥트의 영상과 랜드

마크 인식 시 인식된 랜드마크의 ID 및 로봇 주행 각과의 차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로봇이 주행한 경로는 그림 10과 같았으며 목표 

위치에서 위치 오차는 평균 ±50cm를 나타냈다.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실제 GPU-SIFT의 랜드마크 인식 거리가 

0.5m~2.8m였으며, 영상의 FoV(Field of View)에 의한 영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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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 로봇의 회전에 따른 영상의 블러링 효과로 인해 랜드마

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확장칼만필터의 추정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으로서 위치 오차가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0에서 

실험 1에 비해 실험 2가 목표 위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약 20

초 정도 지연 되었다. 이는 실험 2에서 증가시킨 인력 때문에 로

봇의 주행이 불안정해져 로봇의 잦은 회전을 발생시켰기 때문이

었고, 그림 10에서 실험 2의 구불구불한 로봇 궤적(점선)으로 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은 이동 로봇의 위치측정 및 주행 제어 방법을 제안했

다. 먼저, 위치 측정 방법은 바퀴의 주행 거리를 분석한 위치와 

랜드마크 인식을 통한 위치 간의 오차를 확장칼만필터를 사용하

여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때, 랜드마크를 인식하기 위해 

SIFT 알고리즘을 사용했으며, 연산량이 많은 SIFT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GPU기반 병렬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다음으로, 이동 로봇의 주행 제어를 위해 A-Star 경로 탐색과 가

상의 힘 기법을 제안했다. A-Star 알고리즘은 작업 환경의 격자 

지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목표 위치까지의 경로를 탐색한다. 가

상의 힘 기법은 가상의 인력과 척력의 합 방향으로 로봇을 주행

시키며, 인력은 경로 위치로부터 발생하고 척력은 로봇이 탐지한 

장애물 위치로부터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기법을 개방형 

로봇 플랫폼인 OPRoS를 이용해 각 컴포넌트를 개발했으며 간단

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율 주행 로봇의 응용 가

능성 및 효용성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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