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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인지는인공지능에이전트와모바일로봇이실세계에서정확하고안전하게활동하기위해핵심적으로요구되는능력

이다. 로봇공학과인공지능분야에서는이를위해오랫동안동시적위치추정및지도생성(SLAM)기술을발전시켜왔다. 최
근에는기계학습과컴퓨터비전기술의발전에힘입어영상정보만을활용하는 Visual SLAM이활발히연구되고있다. Visual
SLAM은 공간 지각을 위해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점들을 사용하는데, 충분한 영상 특징점이 추출되지 않는 경우
위치추정에실패하고,이전에방문한장소를올바로인식하지못하게된다. 본논문에서는물체인식모델(Object detector)을
이용하여의미적특징들을추가로생성한뒤영상특징점들에결합함으로써이러한한계를보완하는새로운방법을제안한다.
제시된방법에서의미적특징들은 Visual SLAM에서전방위적으로쓰이는특징점매칭과시각적어휘집합의표현력을효과
적으로강화하며,기존영상특징점기반의 SLAM시스템들에플러그인방식으로사용가능하다. 실제가정환경과유사하게
구축한 실험실에서 Softbank Robotics사의 로봇 Pepper와 YOLOv3 사물 인식 모델을 활용하여 위치 재인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ORB-SLAM2의결과와비교하여 10.9%증가한인식성공률과 45.8%감소된거리오차의성능개선이있었다.

1 서론

모바일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들이실제세계에서활동하기위해서는정확하고안전한자율주행

기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빠른 공간 인식

및측위능력이필요하다. 로봇공학과인공지능분야에서는이를

위해동시적위치추정및지도작성(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기술을발전시켜왔다. SLAM은미지의공간에

서 로봇이 주행하기 위해 지도를 생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문제를말한다. 그중에서도카메라영상기반의 SLAM

을 Visual SLAM이라고 부르며, 고가 장비인 LiDAR를 사용하지

않아도되는장점때문에다양한응용분야에서의요구가증대되고

있다 [1]. 특히최근기계학습과딥러닝의발전으로 Visual SLAM

의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사람이 공간 인식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배치된 물체의 종류와

색상등다양한의미적특징들을기억하고활용하는것과달리,일

반적으로 Visual SLAM은 카메라의 영상으로부터 인식 가능한 특

징점들을 추출하여 3차원 지도에 매핑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현재

시점의 영상 특징점들을 기존 지도와 비교하여 매칭 결과가 가장

높은지점으로현재위치를추정한다. 이러한영상처리기반의방

법은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영상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정보량이 부족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즉, 특정 픽셀과 그 주

변픽셀들의밝기값으로부터추출된국소적인정보만을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의 움직임에 따른 영상 변화에 민감하며, 이로

인해 충분한 영상 특징점이 추출되지 않는 경우 위치 추정에 실패

하고, 이전에 방문한 장소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물인식기술은영상으로부터의미적인정보를추출해내는대

표적인방법으로, 2012년 ImageNet Challenge에서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기반의 사물 인식 기법이 압도적

인성능으로 1위를차지한이후부터지금까지관련연구가가속화

되고있다. 신경망기반의사물인식모델은조명,시선방향,물체

와의거리등다양한조건을고려하여학습되기때문에신뢰도높은

인식결과를반환해주며,따라서 Visual SLAM시스템에서지도를

구성할때영상특징점과함께활용하기에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식 기반의 의미적 특징을 영상 특징점에

결합하는방식으로최고수준의 Visual SLAM알고리즘중하나인

ORB-SLAM2 [2]의핵심처리모듈인특징점(keypoint)매칭과시

각적어휘집합(Visual Vocabulary)의표현력을효과적으로강화함

으로써 이전에 방문한 장소의 인식 성능을 향상시켜, 회귀점 검출

그림 1: 제안하는시스템의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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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closing),위치재인식(Relocalization)과정의성능을향상시

키는것을목표로한다. 성능검증을위하여제안한방법을그림 1

과같은구조로적용하고,실제가정환경과유사하게구축된실험

실에서모바일로봇을이용하여실험한결과를제시한다.

2 연구내용

2.1 특징점검출및매핑

기존 ORB-SLAM2는 RGB 영상에서 주변 점들과 강도(inten-

sity)값차이가큰특징점들을검출한뒤, 카메라와의거리를계산

하여특징점들을 3차원공간에서재구성하는방식으로지도데이터

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추출된 특징점 각각에 대하여 기술자(de-

scriptor)를 계산하여 각 특징점의 특성을 저장하며, 기술자를 K-

means 클러스터링하여 Bag-of-words 개념의 Visual vocabulary를

생성한다. 또한 각 영상의 프레임마다 기술자들의 분포를 기록한

Visual vocabulary vector를두어각프레임의특성을저장한다.

본논문에서는특징점기술자에물체정보를확장하여기존기술

자의 성질을 유지하되, 해당 특징점이 속한 영역의 물체 레이블을

기존기술자의마지막값으로추가한다. 또한기존의Visual vocab-

ulary vector와유사하게,각프레임마다물체레이블(Object label)

의분포를추가하여의미론적인정보가추가된Visual-semantic vo-

cabulary vector를기록한다.

프레임 f에포함된 Semantic vocabulary와 Visual vocabulary의

집합을 각각 Lf , Bf로 두고, f에 포함된 특징점들 중 Semantic

vocabulary l을 가지는 집합을 P l
f , Visual vocabulary i를 가지는

집합을 P i
f로 두었을 때, Visual-semantic vocabulary vector Lf를

수식 1와같이나타낸다.

Lf :=
{
(l, ω) | l ∈ Lf , ω = γ|P l

f |
}

∪
{
(i, ω) | i ∈ Bf , ω = ωi|P i

f |
} (1)

여기서 ωi는 Bag-of-Words에서 vocabulary i의 가중치(weight)

이며, γ는 Visual vocabulary vector와 Semantic vocabulary vector

간의가중치를조절하는상수이다.

2.2 기술자간유사도계산

기존의 ORB-SLAM2는각기술자간의유사도를 Hamming dis-

tance로정의하여계산한다. 본논문에서는아래와같은유추에입

각하여물체레이블을기술자에추가한다.

• 물체레이블이존재하지않는기술자가존재한다면의미있는

정보를유추하기힘들다.

• 두 기술자의 물체 레이블이 다르다면, 두 특징점은 서로 다른

물체에포함된점이기때문에유사도를더낮게둔다.

• 두 기술자의 물체 레이블이 같다면, 두 특징점은 같은 물체에

속하지만서로같은점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에 따라 기술자간 유사도를 두 기술자의 물체 레이블이 다를

때패널티 ξ를곱하여수식 2과같이정의한다.

distpq :=δpq · |i ∈ {0, 1, ..., 31} : pi 6= qi|, (2)

δpq :=

{
1 if lp = lq

ξ o.w.

2.3 후보키프레임선정

현재영상의프레임이이전에방문했던지점임을인식하기위하

여,지도상에저장된모든키프레임(keyframe)에대하여현재프레

임과의 유사도를 비교하며 그 값이 충분히 유효할 경우 해당 키프

레임으로부터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러한방식을모든키프레임에대하여매번계산하기위해서는매우

큰계산량이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유사도 비교 대신 Visual

vocabulary vector를 비교하여 현재 프레임과 비슷한 Vocabulary

분포를가진키프레임만을후보로선정하여위치를계산하는방법

을 사용한다. 선정된 후보 키프레임들은 ORB-SLAM2의 회귀점

검출과위치재인식과정에서사용된다.

본논문에서는기존 ORB-SLAM2의후보키프레임선정방법에

새롭게 Visual-semantic vocabulary를적용하는방법을알고리즘 1

과같이제안한다.

Algorithm 1후보키프레임선택
Input : current frame f , map M

Output : candidate keyframe list
1: initialize C1, C2, C3, Candidates
2: for each k ∈ all keyframes in M do
3: n← number of labels in both f and k
4: if n 6= 0 then
5: add (k, n) to C1
6: end if
7: end for
8: C2←

{
k | ((k,m) ∈ C1) ∧

(
m > 0.8 ·max

n
(C1)

)}
9: for each k ∈ C2 do

10: Nk ← neighboring frames of k
11: acc← sum of L1 norm(f , k′) over k′ in Nk

12: kbest ← k′ in Nk maximizing L1 norm(f , k′)
13: add (kbest, acc) to C3
14: end for
15: sort C3 by acc
16: Candidates←

{
k | ((k, b) ∈ C3) ∧

(
b > 0.75 ·max

acc
(C3)

)}
17: return Candidates

2.4 시스템구축

물체인식모델로Mask-RCNN과같은 RCNN계열의모델은높

은 IoU (Intersection over Union)를가지지만,프레임당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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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높아실시간으로동작해야하는 SLAM시스템에적합하지않으

므로높은처리속도를보이는 YOLOv3[3]모델을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Softbank Robotics사의 Pepper 로봇은 Depth

센서가 포함된 ASUS Xtion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Omni-

directional 휠 메커니즘을 통해 전방향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하며카메라각도조절이가능하다. 입력영상값은 ROS토픽으로

서버에전달되며,이를 YOLOv3노드가전달받아약 0.1초의계산

시간 이후 물체의 바운딩 박스 좌표와 물체 레이블이 기록된 물체

토픽을생성한다. SLAM노드에서는 3D센서토픽과함께물체토

픽을 전달받아 지도 생성과 위치 인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SLAM 노드 내부 지도의 좌표축 방향과 스케일은 새로운 지

도가 작성될 때마다 달라지므로, 이를 실제 환경의 좌표축 방향과

스케일이같도록정합하여같은지점이항상같은좌표값을가지도

록하였다. 최종적으로 SLAM노드에서추정된현재위치값을로

봇이전달받아이를참고하여사용하는방식으로로봇의자율주행

성능을향상시켰다.

3 실험결과

기존 SLAM시스템의성능측정을위해사용되는 TUM RGBD

Dataset과 같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대부분 야외 환경의 데이터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체 인식 모델로 감지가 가능한 물체가 매우

적기때문에제안된방법을실험하기에적합하지않다. 따라서기

존 SLAM 시스템에 대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개선 정도를 측정

하기위해일반가정집과비슷하게실험환경을구축하였다. 이후

Pepper로봇을구축된실험환경에서주행시켜촬영된카메라의영

상을저장한뒤, ORB-SLAM2시스템과본논문에서제안한시스

템각각에서활용하여정확도를측정하는실험을수행하였다.

재방문한후보키프레임선정은회귀점검출과정과위치재인식

과정에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나, 회귀점 검출에 비해 위치 재인식

과정의 결과를 더 엄밀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치재인식과정의성능측정에중점을두었다.

실험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영상의 30프레임마다한프레임

을측정프레임으로,나머지를매핑(mapping)프레임으로둔다. 두

시스템각각에대해매핑프레임으로지도를생성하고프로세스를

(a)제안된시스템 (b) ORB-SLAM2

그림 2: 위치 재인식 성능 측정 결과. X 표식은 측정 프레임의 좌
표이며, O표식은추정된프레임좌표이다.

종료한다. 이후생성된지도를다시로딩하여측정프레임을한프

레임당 5번씩반복하여입력하고,검은색화면의더미프레임을입

력하여현재위치를찾지못한상태로전환한다. 그렇게다섯번의

반복프레임내에위치를찾은빈도를인식성공률로정의하고,인

식성공시반환된위치와지도생성과정에서측정프레임주변의

프레임에서반환된위치를통해구한참값과의오차평균값을거리

오차로정의한다.

실험결과본논문에서제안한시스템에서 79.25%의인식성공

률과평균 0.0512m의거리오차를보여,기존의 71.43%, 0.0945m

와비교하여향상된성능을보였다.

표 1: 위치재인식실험결과
인식성공률(%) 거리오차(m)

제안된시스템 79.25 0.0512
ORB-SLAM2 71.43 0.0945

성능증가율 10.9% 45.8%

4 논의및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기법으로 얻어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Visual SLAM에, 물체인식모델을통해얻어낸물체의레

이블정보를추가하여실시간성을유지한채로재방문인식률이더

높은새로운방법을제시하였으며,위치재인식과정에서인식률과

정확도가 더 높은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 외에 더

다양한 의미론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Visual SLAM 시스템의 추가

적인개선을이루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밖에도향후연구를통해실험에적합한추가데이터셋을확보

및 생성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수행하고, 물체 재인식 과정

뿐만 아니라 회귀점 검출 과정에서의 성능 개선을 실험하기 위한

새로운방법을다루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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