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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로봇산업의 시장 확대와 수요 증가로 인해 모바일 로봇 산업 시장 또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연구가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4].

모바일 로봇의 자율주행에 관련한 연구로는, 최근 비전, 초음파, 레이저 기반의 센서를 통해 

지도를 작성하는 SLA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8].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모바일 로봇에는 주로 그림 1과 같은 차동구동방식의 구동부가 적용된다. 해당 방식은 양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제어하게 되는데, 특히 곡선 주행 시 바퀴의 미끄러짐 현상(Wheel Slip)이 심화되어 

누적 위치오차를 발생 시킨다 [9-10]. 이에 따라 모바일 로봇의 주행 간 생성되는 각 지역좌표계의 

데이터들의 대응점 쌍을 기반으로 두 좌표계를 보정 및 정합하는 스캔매칭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1].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캔매칭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좌표계의 지도 데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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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모바일 로봇의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구현 시 사용되는 스캔매칭을 위한 회전오차에 강인한 
대응점 탐색 기법을 제시한다. 많은 모바일 로봇의 연구에 차동구동방식의 구동부가 사용되는데, 이는 곡선 주행이나 제자리 
회전을 위해 두 모터의 속력을 다르게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직선 주행에 비해 비교적 바퀴의 
미끄러짐 현상(Wheel Slip)을 심화시켜 모바일 로봇의 누적 위치 오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의 회전 반경을 기반으로 최근접점을 추출하는 대응점 탐색 기법을 통해 스캔매칭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 LRF(Laser Range Finder)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알고리즘에 주로 적용되는 
유클리디안 최근접점 기반의 대응점 탐색 알고리즘과 비교한 결과,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이 보다 정확하게 대응점 집합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키워드 : 모바일 로봇, SLAM, 스캔매칭, Wheel Slip, LRF.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earching method of corresponding points robust to rotational error for scan-matching used for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in mobile robot. A differential driving mechanism is one of the most popular type 
for mobile robot. For driving curved path, this type controls the velocities of each two wheels independently. This case increases a 
wheel slip of the mobile robot more than the case of straight path driving. And this is the reason of a drifting problem. To handle this 
proble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of scan-matching, this paper proposes a searching method of corresponding points using 
extraction of a closest point based on rotational radius of the mobile robot.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LRF(Laser Range Finder). Then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with an existing method, which is an existing 
method based on euclidian closest point. The result of our study reflects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searching corresponding points. 

Key Words : Mobile Robot, SLAM, Scan-matching, Wheel Slip, L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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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점에 해당하는 쌍들을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차동구동방식의 모바일 로봇의 회전 주행 시 

발생하는 누적오차에 강인한 대응점 탐색을 위해, 모바일 로봇의 

회전 반경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점 탐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 LRF(LMS200)를 통해 계측한 2차원 지도 

데이터를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스캔매칭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유클리디안 최근접점 기반의 대응점 탐색 방법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12-1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에 대해 제안하며, 3장에서는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의 검증을 

위해 적용한 스캔매칭 알고리즘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한 실험과 그 결과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제시한다.

2. 회전오차에 강인한 대응점 탐색 기법

모바일 로봇의 주행 시 LRF를 통해 획득한 이전까지의 전역 

지도와 현재 지점에서 획득한 지역 지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각각 식 (1),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2)

이 때, Encoder와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을 토대로 예측한 누적 

위치오차가 포함된 모바일 로봇의 현재 위치의 회전  축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 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어진 두 지도 데이터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각각의 대응점 

집합 는 식 (3), (4)와 같이 정의하며, 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 3의 의사코드와 같다.

  (3)

  (4)

01: for raw sensor data point  from LRF do

02:    ;  ;

03:    find the distance  of point  and

       center of robot;

04:    for previous map data point  do

05:       find the distance  of point  and

          center of robot;

06:       if  then

07:          find the distance  of

             point  and ;

08:          if  then

09:             ;  ;

10:          end if

11:       end if

12:    end for

13:    if  then

14:       ;  ;

15:    end if

16: end for

그림 3. 제안된 방법의 의사코드
Fig. 3. Pseudo code of proposed method

모바일 로봇의 회전 반경을 기준으로 한 오차 범위 내의 영역에 

위치한 데이터만을 대응점 후보군으로 사용함으로써, 제자리 

회전과 같이 급격한 각도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대응점 쌍을 추출하게 된다. 대응점 후보군을 결정짓는 

모바일 로봇의 회전 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실험에 사용한 LRF(LMS200)의 최대 측정 거리오차를 감안하여 

그림 1. 차동구동방식의 기구학 모델.
Fig. 1. Kinematic model of differential driving mechanism.

그림 2.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
Fig. 2. Proposed searching method of correspond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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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로 설정하였다 [14].

그림 3에서 제안된 대응점 탐색 방법을 적용하여 초기 대응점을 

추출하는 전체 과정은 그림 4의 순서도와 같다.

#1의 영역을 통해 대응점 후보군들 중 각 대응점 쌍에 해당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00mm 미만인 점들로 대응점 후보군을 축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오차가 매우 큰 대응점 쌍들을 추출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이때 기준 값으로 사용한 500mm는 실험에 사용한 

모바일 로봇의 주행 시 LRF(LMS200)가 갖는 측정 최대 거리오차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4의 #2로 표시된 영역은 전체 추출된 대응점 집합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된 대응점 쌍들에 대한 처리 과정이다. 해당 중복 

대응점 쌍들 중 대응점 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대응점 쌍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스캔매칭 알고리즘

2장에서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을 SLAM에 적용하기 위해 

그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캔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사용한 

방법은 그림 5와 같다 [15].

그림 5. 사용한 스캔매칭 알고리즘.
Fig. 5. Used scan-matching algorithm.

사용한 스캔매칭 알고리즘은 기존의 ICP(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의 Motion parameter 추정 과정에 사용되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기반의 LSE(Least-square 

Estimation)과정이다. 이는 비 반복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SLAM

의 실시간성 효율을 증진시키지만, 초기 1회에 추출된 대응점 

집합만을 사용하므로, 정확한 대응점 집합의 추출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ICP 알고리즘에 주로 사용되는 유클리디안 

최근접점 기반의 대응점 탐색 기법은 반복적인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대응점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대응점 생성 기법을 

통해 위 단점을 극복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스캔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대응점 탐색 정확도 비교

SLAM 구현을 위한 실험에서, 모바일 로봇의 주행 시 

LRF(LMS200)의 측정 거리오차는 평균적으로 약 300mm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안된 대응점 탐색 

그림 4. 제안된 대응점 생성 방법의 전체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for searching correspond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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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시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주행 실험 간 획득한 15개의 임의의 실내 환경 데이터 

각각에 대하여 ±10°(-10°, -9°, …, 9°, 10°)범위의 회전행렬과 0, 

100, 200, 300mm의 전이벡터를 다양하게 적용한 525개의 데이터 

쌍을 만든다. 다음으로,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 및 기존의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대응점 쌍들을 추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5는 대응점 추출 실험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와 동일한 모바일 로봇의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림 6. 오차 계산 예시.
Fig. 6. Example of error calculation.

그림 6을 기준으로 대응점 쌍 추출 성공 비율은 전체 추출된 

대응점 쌍의 개수 중 이상적인 대응점 쌍을 추출한 비율로 계산하며, 

그 방법은 식 (5)와 같다. 이를 통해 나타낸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 

각각의 실험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Success ratio (5)

그림 6의 각 그래프의 가로축은 실험에서 초기에 생성한 임의의 

데이터 쌍에 적용한 ±10°범위의 각도 오차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식 (5)를 통해 구한 이상적인 대응점 쌍의 추출 비율의 각도별 평균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모바일 로봇의 회전오차가 함에 따라 제안된 

방법이 전반적으로 많은 수의 이상적인 대응점을 추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Error에 해당하는 오차거리의 RMSE 값을 비교한 실험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생성된 대응점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바일 로봇의 

회전오차에 보다 강인하게 대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4.2 스캔매칭 알고리즘 적용 실험

4.1장의 실험을 통해 생성된 제안된 방법 및 기존 방법의 대응점 

쌍 각각에 대해, 3장에서 제시한 스캔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실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실험을 통해 예측한 모바일 로봇의 각도 및 위치를 실험 4.1

에서 초기에 적용시켰던 회전행렬 및 전이벡터와 비교해 오차 

값을 계산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비교적 정확하게 모바일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했다. 

(a) Initial translation = 0mm

(b) Initial translation = 100mm

(c) Initial translation = 200mm

(d) Initial translation = 300mm

그림 7. 대응점 생성 성공 비율: a, b, c, d는 각각 초기 전이벡
터의 거리가 0mm, 100mm, 200mm, 300mm인 경우.

Fig. 7. Success ratio of ideal point pairs: An a, b, c, and d represent 
an initial translation which are equal to 0mm, 100mm, 200mm 

and 300mm, respectively.

그림 8. 대응점 쌍의 거리오차.
Fig. 8. Distance error of corresponding point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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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캔매칭의 성능 향상을 위한 대응점 생성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유클리디안 최근접점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에서 모바일 로봇의 회전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오차범위 내의 영역으로 대응점 후보군을 축소한다. 실험 결과, 

제안된 대응점 탐색 기법은 기존의 기법에 비해 모바일 로봇의 

회전오차에 비교적 강인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회전 반경의 오차 범위  값과 그림 4의 #1 영역에서 

제시한 의 최댓값의 적절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LRF의 측정 최대 거리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대응점 추출을 위해 해당 값의 설정에 

대하여 모바일 로봇의 동적 특성, 주변 환경에 따른 LRF의 계측 특성 

등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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