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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코너 패턴의 매칭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EKF 기반 SLAM

EKF-based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of Mobile Robot using

Laser Corner Pattern Matching

김 태 형* · 박 태 형

(Tae-Hyeong Kim · Tae-Hyoung Park)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xtended Kalman filter(EKF)-based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SLAM) 

method using laser corner pattern matching for mobile robots. SLA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mobile robot. 

However, existing method has the disadvantage of increasing the computation time, depending on the number of landmarks. 

To improve computation time, we produce the corner pattern using classified and detected corner points. After producing the 

corner patterns, it is estimated that mobile robot's global position by matching them. The estimated position is used as 

measurement model in the EKF. To evaluated proposed method, we preformed the experiments in the indoor environments. 

Experimental results of proposed method are shown to maintain an accuracy and decrease the computation time.

Key Words : Mobile robot, Laser scanner, Natural landmark, Corner pattern, Convex corner, Concave corner, SLAM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onics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 taehpark@chungbuk.ac.kr

* Dept. of Control and Robot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 thkim1351@chungbuk.ac.kr

Received : July 18, 2016; Accepted : October 28, 2016

1. 서  론

이동로봇의 산업시설, 의료 시설 및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의 활용을 위하여 복도 환경에서의 자동주행[1], 실내 환경에서

의 자동주차[2] 및 원격구동[3]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레이저 스캐너의 거리 정보[4], 카메라의 영상 

정보[5]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 졌

는데, SLAM이란 로봇의 센서를 통해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동로봇이 미지의 공간에 놓였을 때 

공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동로봇을 

미지의 공간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SLAM을 통해 위치를 추정

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저 스캐너는 비교적 고가의 센서이지만 AGV (Automatic 

Guided Vehicle) 등 산업용 이동로봇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

른 거리 센서들에 비해 거리측정 정보의 정확도 및 정밀도가 높

으며, 측정할 수 있는 거리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연구[6]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양의 거리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2D 레이저 스캐너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높으며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 실내에서 구동되는 산업용 이동로봇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2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 2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방법은 크게 인공표식을 

이용한 방식[7]과 자연표식을 이용한 방식[8]으로 구분된다. 벽

면에 반사판 등의 인공표식을 부착하고 로봇과 인공표식 사이의 

거리를 통해 로봇의 위치를 계산한다. 정확하며 활용이 편리하지

만 사용자가 일정 간격마다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은 별도의 표식을 설치하지 않고, 주변 물체까지의 거

리 정보만을 이용하는 자연표식을 이용한다. 별도의 표식을 설치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SLAM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표적으로 거리 정보를 점대점으로 매칭하여 위치

를 인식하는 방법[9], 거리 정보를 이미지화 한 후 특징점을 추

출해 이를 매칭하여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10],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관측한 표식을 확장칼만필터의 측정모델로 이용해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11]등이 있다. 점대점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

공하지 않은 거리 정보만을 이용한다. 레이저 스캐너만을 사용하

여 위치 인식이 가능하지만 모든 거리 정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행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미

지의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은 픽셀단위로 구성되는 이미지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수행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관측된 표식의 위

치를 측정모델로 이용하는 방법은 표식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태벡터 및 공분산 행렬의 크기가 커지며, 이에 수반되는 행렬

연산이 수행 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방

법들 중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관측한 표식을 확장칼만필터의 측

정모델로 이용해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은 인공 표식이나 자연 표

식 모두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의 경우 표식의 개수에 따

라 수행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

지 않도록 표식의 개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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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측정점의 예시 (b) 좌표 변환

Fig. 1 (a) An example of measure points (b) Coordinates 

conversion

(b)

(a) (b)

그림 2 (a) 코너점 검출 (b) 볼록 코너점 (c) 오목 코너점

Fig. 2 (a) Corner points extraction (b) Convex corner 

point (c) Concave corner point

그림 3 불연속점 및 클러스터

Fig.  3 Break point and cluster

본 논문은 실내 산업현장과 같은 비교적 복잡도가 낮은 환경

에서 사용되는 이동 로봇의 SLAM을 위해 코너 패턴을 새로이 

제안한다. 두 가지 유형으로 코너점을 분류하고 코너점의 쌍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식의 유형과 거리를 비교

하여 매칭한 결과로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며, 추정한 로봇의 위

치만을 확장칼만필터의 측정모델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관측한 모든 표식의 위치를 측정모델로 이용할 때와 코너 패턴을 

매칭하여 추정한 로봇의 위치만을 측정모델로 이용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표식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행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동 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코너점의 검출 및 

분류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코너 패턴의 생성 및 매칭

에 대해 제안한다. 4장에서는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해 오차를 

보정하여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실험 결

과 도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6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코너점 검출

레이저 스캐너는 일정 각도마다 주변의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측정한 거리 정보는 점의 형태로 2차원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측정점이라 정의하며, 그림 1(a)와 같이 측정점들의 

집합으로 주변 환경을 나타낼 수 있다. 

           (1)

n번째 임의의 측정점을 이라고 하고, 까지의 거리를  , 

과의 각도를 라고 할 때, 레이저 스캐너는 측정점 을 식 

(1)과 같이 원통 좌표 형태로 출력한다. 

              

  sin    cos            (2)

측정점 에 대해 식 (2)를 이용하여 직교 좌표계 상의 좌표 

   으로 변환하며, 그림 1(b)에 나타내었다. 

모서리는 실내 환경의 면과 면이 만나는 접선을 말하며, 2차원 

평면상에서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의미하며, 이를 코너점으로 

정의한다.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점들을 이용하여 코너점을 검출

하며, 그림 2(a)와 같다. 본 논문은 볼록 코너점, 오목 코너점으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볼록 코너점은 레이저 스캐너를 기준으로 코

너의 모양이 볼록한 코너점, 오목 코너점은 코너의 모양이 오목

한 코너점을 의미하며, 각각 그림 2(b), (c)와 같다. 그림에서 붉

은 원은 코너점, 푸른 원은 레이저 스캐너를 나타낸다.

코너점을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클러스터링과 세그

멘테이션으로 구성된다. 클러스터링은 그림 3과 같이 측정점들 

중 동일한 물체를 스캔한 측정점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주

는 것을 의미하며, 불연속점은 클러스터 간의 경계를 말한다. 그

림에서 점선은 동일한 클러스터를 나타내며, 붉은색 사각형은 불

연속점을 나타낸다. 세그멘테이션은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직선 

성분을 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너점 검출 알고리즘은 다음 

순서를 따르며, 그림 4에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4(a)부터 그림 

4(c)까지는 동일한 클러스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나타낸

다. 그림 4(b)와 그림 4(c)의 max는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선분과 임의의 점이 이루는 

수직선의 거리 중 최대값을 나타낸다. 최대값 max만을 이용하여 

임계값 보다 클 경우, 해당 점을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 한

다. 그림 4(d)의   는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검출한 직선, 

그림 4(e)의  는 코너 후보점, 그림 4(f)에서 사각형과 원은 

분류한 코너점이다.

S1. Distance based Convolution Clustering(DCC)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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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목-오목 패턴 (b) 오목-볼록 패턴

(c) 볼록-오목 패턴 (d) 볼록-볼록 패턴

그림 5 코너 패턴의 종류

Fig. 5 Types of corner pattern

그림 6 코너 패턴의 파라미터

Fig. 6 Parameters of corner pattern

(a) 클러스터 (b) 과정 1

(c) 과정 2 (d) 과정 3

(e) 코너 후보점 검출 (f) 코너점 분류

그림 4 세그멘테이션 및 코너점 검출 과정

Fig. 4 Process of segmentation and corner points extraction

[13]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및 불연속점 검출

S2. Iterative End Point Fit(IEPF) 알고리즘[14]을 이용한 세

그멘테이션을 통한 선분 검출

S3. 검출된 선분의 교점을 코너 후보점으로 검출

S4. 코너 후보점에 대해 식 (3)을 이용하여 코너점 분류

 
 ≥
 ≥

 ≤∠ ≤
(3)

식 (3)에서 
는 각각 두 점 와 간의 거리, 두 점 

와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점 를 중심으로 한 세 

점   의 사이각도를 나타낸다. 또한 는 코너점을 분

류하기 위한 점간 거리의 최소값을 정의하고, 와 는 사

이각도의 범위를 나타낸다. 사이각도의 범위를 달리하여 볼록 코

너점과 오목 코너점으로 분류한다. 거리 및 사이각도에 대한 범

위를 제한함으로써 둥근 기둥이나 다소 복잡한 실내 환경에서 분

류가 애매한 경우의 코너점 검출을 방지한다. 또한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레이저 스캐너의 내부 오차를 감안하여 거리 최대값 

max를 비교하여 코너 후보점을 검출한다. 이를 통해 각도 변화

가 뚜렷한 측정점을 코너 후보점으로 검출하며, 볼록 코너점과 

오목 코너점으로 분류함에 있어 각도의 모호함에 따라 분류가 잘

못 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코너 패턴

3.1 코너 패턴 생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코너 패턴은 코너점의 쌍을 의미한다. 

두 가지로 분류한 코너점을 스캔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묶어 구

성하며, 두 개의 코너점은 동일한 클러스터에 존재한다. 코너 패

턴은 그림 5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코너 패턴은 로

봇의 이동 및 회전에 고유 특성이 불변하며, 단일 코너점과 달리 

코너점의 쌍으로 구성되어 위치 인식에 강인하다. 또한 동일한 

패턴이 인접 좌표에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없어 매칭이 수

월하다.

         (4)

            (5)

시간 에 생성한 개의 코너 패턴  로 이루어진 코너 패

턴 집합 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시간 에 생성한 임의의 

번째 코너 패턴  는 식 (5)와 같이 코너 패턴의 유형  , 

패턴의 길이  , 패턴을 구성하는 두 코너점의 중점 좌표 

   를 포함한다. 여기서 코너 패턴의 유형 는 패턴을 

구성하는 두 코너점의 분류에 따르며, 하나의 코너 패턴을 구성

하는 파라미터들은 그림 6과 같다. 이 파라미터들은 시간 에 생

성한 코너 패턴 과 전역 좌표 상에 추가된 코너 패턴 을 

매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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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a) 매칭 가능 영역, (b) 매칭 가능 영역에 의한 패턴 

매칭

Fig. 7 (a) Possible areas of patterns matching (b) Patterns 

matching by possible areas

3.2 코너 패턴 매칭

3.2.1 지역 좌표 변환

코너 패턴의 매칭 및 이동 로봇의 위치 추정을 위해 전역 좌

표는  , 레이저 스캐너의 관측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좌

표는 
로 정의한다. 전역 좌표 는 코너 패턴 집합 를 

포함하며, 지역 좌표 
는 코너 패턴 집합 를 포함한다. 로

봇의 이동 및 회전에 따라 레이저 스캐너가 측정하는 거리 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한 코너패턴의 상대거리 및 각도도 변화한

다. 따라서 이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지역 좌표 
의 코너 패턴 

집합 에 회전 및 이동행렬을 적용해 좌표축을 전역 좌표계로 

일치시켜야 한다. 

 ′ 





 ′
 ′
 ′
 ′





    





   
   
  cos sin
 sin cos











 
 
 
 





 







  
  






(6)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측정한 현재 이동 로봇의 각도를  , 

t-1에서의 이동 로봇 위치좌표를    라고 했을 때, 시간 t

에 생성한 코너 패턴 집합 를 구성하는 개의 코너 패턴 

 는 식 (6)과 같은 변환 함수 를 이용해 절대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 후의 코너 패턴은  ′ , 이를 구성하는 집합은 

′으로 정의한다.

3.2.2 파라미터 비교를 통한 코너 패턴 매칭

파라미터 비교를 통한 코너 패턴의 매칭은 전역 좌표 의 

코너 패턴 집합 에 포함되는 코너 패턴  과 전처리를 거

친 지역 좌표 
의 코너 패턴 집합 ′에 포함되는 코너 패턴 

 ′의 파라미터를 비교하여 성질이 유사한 패턴들을 대응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라미터를 비교하기 앞서, 

에서 인식한 이동로봇의 위치좌표   에서 관측 가능

한 코너 패턴들만 따로 선별하여 비교한다. 관측 가능하다는 것

은 시간 의 레이저 스캐너의 스캔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코너 패턴의 매칭과정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S1. 코너 패턴 집합 에 포함되는 코너 패턴    중 위치

좌표   에서 관측 가능한 코너 패턴 선별

S2. 패턴의 유형 과 ′가 동일여부 확인

S3. 식 (7)을 이용해 패턴의 길이 차 비교

S4. 식 (8)을 이용해 패턴을 구성하는 두 코너점의 중점 

′ ′ 을 이용한 위치 대응 판단

   ′ ≤                            (7)

    ′    ′ ≤              (8)

식 (7)의 는 두 패턴의 길이 차에 대한 임계치이다. 레이

저 스캐너 내부 오차로 인해 패턴 길이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

에 두 패턴의 길이차도 조금씩 달라진다. 이러한 길이변화에 대

응하여 두 패턴의 길이를 비교한다. 식(8)은 그림 (7)과 같은 원

형의 매칭 가능 영역을 정의한다.  의 중점   와 ′ 
의 중점 ′ ′의 위치 대응 판단을 위한 영역이다. 식의 

는 매칭 가능 영역 반지름의 임계치이다. ′가 포함하는 

개의 모든 코너 패턴 유형, 길이 비교 및 위치 대응 판단을 수

행한다. 


  

    
 


  

    
 

(9)

와 ′의 패턴들 중 매칭된 패턴들은 각각 식 (9)와 같

이 표현한다. 여기서 
 , 

는 각각 와 ′의 패턴들 

중 매칭된 패턴들의 집합이며, 
은 매칭된 패턴의 수를 나타

낸다.

3.3 매칭된 코너 패턴을 이용한 위치 추정

단위 step 동안의 이동량 ∆, ∆은 식 (10)을 이용하여 구

한다. 

∆ 
     

∆ 
     

(10)


  

 , 
  

 은 각각 매칭 패턴 집합 
 , 

에 

포함되는 패턴들의 중점 좌표이다. 
  

 와 
 ′  ′는 각

각 
 , 

에 속하는 코너 패턴들의 중점을 나타낸다. 추정

한 ∆, ∆를 바탕으로 로봇의 전역 위치를 추정한다.



  ∆ ∆  (11)

식 (11)을 이용해 이동 로봇의 전역 위치

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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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

1 
     

    

2 
   

  


3 for  landmark

4  if have seen

5     





   
 

6    

     


 

7      


8  else

9   augmentation (   )

  (Increase space complexity = ) 

  (Increase computational complexity =  ) 

표    1 기존의 표식 기반 확장칼만필터 SLAM

Table 1 Existing landmark-based EKF-SLAM

4. EKF 기반 SLAM

본 장에서는 코너 패턴 매칭을 이용해 추정한 전역 위치를 이

용한 이동로봇의 SLAM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엔코더의 주행 

정보를 이용해 추정한 이동 로봇의 위치에 대해 EKF를 이용해 

오차 보정하여 이동 로봇의 위치를 인식한다.

     
 (12)

코너 패턴 매칭을 이용한 EKF 기반 SLAM의 상태 벡터는 식

(12)와 같으며,   는 로봇의 위치 및 각도를 나타낸다.

4.1 예측 단계


     

    
(13)


   

  


  



∆ 

 ∆



 (14)

예측 단계에서는 시간 에서 추정한 상태벡터  에 변

화된 엔코더의 주행 정보를 이용하여 상태벡터를 예측하며, 예측

한 상태벡터 및 공분산 행렬은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은 좌우 바퀴의 회전에 의해 예측된 상태벡터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상태벡터 및 제어입력에 대한 자코비안 행렬이

다.  에서  은 각각 좌우 바퀴의 에러상수를 나타내며 식 

(14)와 같다.

4.2 갱신 단계

갱신 단계에서는 앞서 예측 단계에서 예측한 상태벡터 
과 

공분산 행렬 
에 대해 센서로 관측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

한다. 

    
 

                            (15)

  





   
 

 

     


 

   


(16)

관측 정보는 코너 패턴 매칭을 이용해 추정한 이동 로봇의 전

역 위치로 식 (15)와 같다. 또한 관측 정보를 이용한 상태벡터와 

공분산의 갱신 과정은 식 (16)과 같다. 는 칼만 이득을 나타내

며, 는 상태 벡터에 대한 관측모델의 자코비안 행렬, 는 센

서의 측정 오차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나타낸다.

4.3 코너 패턴 추가 및 기존 코너 패턴 갱신

로봇의 이동 및 회전함에 따라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코너 

패턴이 관측될 수 있다. 매칭되지 않은 패턴들은 전역 지도 

에 추가하고, 기존의 코너 패턴들의 위치는 갱신할 필요가 있다. 

패턴을 추가하기 위해 인식한 로봇의 위치와 각도를 이용한다. 


    

      
 ′

 
 ′ 






 
 ′
 
 ′
 
 ′
 
 ′





 





   
   
  cos sin
 sin cos











 
 
 
 





 














 (17)

 
 

 
   

 
  

 

 
   

 
           (18)

패턴 추가를 위한 식은 식 (17), 기존의 코너 패턴의 위치를 

갱신하기 위한 식은 식 (18)과 같다. 
은 매칭되지 않은 패턴

들로, 시간 에서의 패턴 에서 매칭된 패턴 
을 제외한 

것이다. 전역 좌표 을 구성하는 에 확장 칼만 필터를 이

용해 인식한 위치를 이용해 전역좌표로 변환한 
 ′을 더해 전

역 좌표에 추가한다. 갱신은 매칭된 두 패턴의 전역 좌표 값의 

평균을 이용하며, 매칭이 발생하는 패턴의 중점 전역 좌표 


  

 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 오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4.4 계산 복잡도 비교

일반적으로 기존의 표식 기반 확장칼만필터 SLAM은 관측된 

모든 표식의 위치를 측정모델로 이용한다. 따라서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체 표식의 수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식

의 갯수가 개 증가할 때, 계산 복잡도는  , 공간 복잡도는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5]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은 코너 패턴의 매칭을 통해 추정한 위치만을 측정모

델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알

고리즘 및 계산, 공간 복잡도 비교는 다음 표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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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8 (a) 이동 로봇 (b) 환경 A (c) 환경 B

Fig. 8 (a) Mobile robot (b) Environment A (c) Environment B

(a)

(b)

그림 9 환경 A에서의 위치 오차 그래프 (a) X 오차 (b) Y 오차

Fig. 9 Position error graph in environment A (a) X eroor 

(b) Y error

단위(m)
기존 방법 제안 방법

x 오차 y 오차 x 오차 y 오차

평균 0.035 0.041 0.032 0.064

표준편차 0.018 0.032 0.026 0.049

표    3 환경 A에서의 실험 결과

Table 3 Results of experiment in environment A

단위(m)
기존 방법 제안 방법

x 오차 y 오차 x 오차 y 오차

평균 0.102 0.196 0.041 0.074

표준편차 0.046 0.133 0.032 0.051

표    4 환경 B에서의 실험 결과

Table 4 Results of experiment in environment B

Algorithm :

1   Corner pattern matching

2   
     

    

3   
   

  


4     





   
 

5    

     


 

6      


7   augmentation (  )

  (Increase space complexity ≤ ) 

  (Increase computational complexity ≤) 

표    2 제안 방법

Table 2 Proposed method

5. 실   험

5.1 실험환경 및 방법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안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 비교를 위해 위치 오차, 수행 

시간 및 정해진 궤적 주행을 통한 위치 인식 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방법은 관찰되는 모든 자연표식을 확장칼만필터

의 측정모델로 이용해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16]이다. 이를 위해 

사용된 실험 장비는 그림 8(a)의 이동로봇이며, 로봇에 장착된 레

이저 스캐너는 SICK사의 NAV350, 자이로스코프는 Microinfinity

사의 CruizCore XG1350이다. 그림 8(b), (c)와 같이 환경 A(복

도), 환경 B(로비) 총 2개의 실내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각각 

2.1(m) × 10.0(m), 11.0(m) × 11.0(m)의 크기를 갖는다.

5.2 실험 결과

코너점 검출을 위한 파라미터로       볼록 

코너점은      로, 오목 코너점은    

  로 설정하였다. 또한 코너 패턴 매칭을 위해 

     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위치 오차 실험은 환경 A와 환경 B에서 각각 10번 실행

하였으며, 환경 A에서는 10m 직선 주행을 통해 결과를, 환경 B

에서는 90도 회전 주행을 통해 측정한 위치 오차를 측정하였다. 

그림 9와 표 3이 환경 A에서 측정한 위치 오차를 나타내며, 그

림 10과 표 4가 환경 B에서 측정한 위치 오차를 나타낸다. 환경 

A에서의 직선 구간에서는 기존 방법을 이용한 경우의 위치 오차

와 제안 방법을 이용한 경우의 위치 오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환경 B와 같은 회전 구간에서는 제안방법이 오차가 더 작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코너 점의 쌍으로 이루어진 코너 패턴이 로

봇의 이동 및 회전에 고유 특성이 불변하므로 회전이 동반되는 

환경에서는 더 강인한 성능을 내 위치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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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동 로봇의 궤적

Fig. 12 Trajectory of mobile robot

(a) 환경 A (b) 환경 B

그림 13 지도 작성 결과

Fig. 13 Mapping results

단위 (ms) 기존 방법 제안 방법

평균 31.34 7.30

표준편차 11.91 5.14

표    5 수행 시간 실험 결과

Table 5 Results of computation time

(a)

(b)

그림 10 환경 B에서의 위치 오차 (a) X 오차 (b) Y 오차

Fig. 10 Position error graph in environment B (a) X eroor 

(b) Y error

그림 11 수행시간 그래프

Fig. 11 Computation time graph

또한 600 스텝 간 로봇이 이동하면서 SLAM을 수행하는 동안 

알고리즘 수행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11과 같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정확한 수행시간 비교를 위해 동일한 

거리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수행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은 평균 31.34 ms을 나타냈으며, 제안방법은 평균 7.30 

ms로 훨씬 빠른 속도를 보였다. 기존 방법은 행렬에 대한 공간

복잡도 및 계산복잡도가 제안 방법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제

안방법이 훨씬 빠른 수행시간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는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한 

위치를 나타낸 이동 로봇의 주행 궤적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4.5(m)×3(m)의 정해진 경로를 로봇이 주행하며 위치를 인식

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제 주행 궤적을 나타낸 흑색 점

선과 비교하여 데드레코닝 방법은 오차 누적으로 인해 시작점과 

도착점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또한 위치 인식의 결과로 나

타낸 주행 궤적도 실제 주행과 궤적 상당한 오차를 보인다. 반면 

청색 십자로 나타낸 기존 방법의 궤적과 적색 원형으로 나타낸 

제안 방법의 궤적은 실제 주행 궤적과 X 좌표, Y좌표에서 최대 

0.3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지만, 시작점과 도착점의 좌표가 

만나는 것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작성 결과는 그림 13과 같으며, 각각 환경 A, B에서 작성

한 지도이다. 환경 A, B의 주변 장애물을 측정점을 이용하여 표현

하고 있으며, 환경 B의 경우 우측의 유리 창문의 난반사로 인한 

노이즈가 존재함에도 좋은 지도 작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6. 결  론

기존의 EKF-SLAM은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관측한 모든 표

식을 확장칼만필터의 측정모델로 이용해 위치를 인식한다. 그러

나 이 방법은 표식의 개수 증가에 따라 수행 시간이 크게 증가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2D 레이저 스캐너

를 이용하였다.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측정된 거리정보를 이용

하여 코너점을 검출, 분류 및 패턴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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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너 패턴간의 매칭을 통해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고 추정한 

로봇의 위치만을 측정모델로 이용하여 시간 및 공간 복잡도를 줄

인 EKF 기반 SLAM 수행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실내 산업 

현장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동일한 거리 정보에 대한 주행 위치 

비교 실험을 통해 정확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행

시간 감소를 비교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안방법의 개

선정도를 입증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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