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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도 병합 문제는 오랫동안 주요한 다중 로봇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병합하

는 지도 간의 공통 정보가 충분히 많아야 사용 가능 하거나 특수한 하드웨어를 요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인공 신경망 모델들을 사용해 상기한 한계들을 극복해 로봇 간의 상대 위치를 추

정하고 병합된 지도의 품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1) RGB 이미지에서 로봇의 

상대 위치를 추정하고, 2) 변환된 지도 이미지에서 상대 위치의 오차를 회귀하고, 3) 병합된 지도 이미지

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3개의 인공 신경망 모델로 구성된다. 모델들에 대한 양적 평가, 시뮬레이션 환경에

서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지도를 병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1. 서론 

다중 로봇 SLAM에서의 지도 병합은 동일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복수의 로봇들의 부분 지도를 하나의 

지도로 병합하는 문제이다. 로봇의 부분 지도의 종류나 추가 

정보에 따라 지도 병합 문제는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나[1], 

일반적으로 로봇들의 시작 위치가 불확실함을 전제한다[2].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서로 다른 시작 위치를 갖는 각 

로봇들의 점유 격자 지도(Occupancy Grid)에서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해 각 개체의 부분 지도들 사이의 최적 변환을 찾는 

연구들이 존재한다[3][4]. 하지만 지도 정보만 이용해 변환을 

찾는 기존 연구들은 지도들이 충분한 겹치는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2]. 지도 정보 외에 복수의 로봇 간 상대 

위치를 측정해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로봇들이 특수한 전방향 

센서와 마커가 장비되어 있음을 가정했으나[5], 이러한 가정은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존 지도 병합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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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로봇이 범용적인 RGB 카메라로 얻은 이미지에서 인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 다른 로봇의 상대 위치를 추정하고 

지도 병합에 이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해당 시스템은 병합 

지도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위치 추정 외에도 로봇 지도 

사이의 방향 오차를 회귀하고 병합 지도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들을 사용한다. 개별 모델들에 대한 양적 

평가와 가상 환경에서의 시나리오 수행 결과, 제안한 시스템이 

향상된 성능의 지도 병합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시스템은 로봇 𝑅0와 𝑅1에 대해, 각 로봇의 지도 

이미지 𝑴𝟎, 𝑴𝟏 , 각 로봇의 자신의 지도에서의 위치 𝜃0, 𝜃1 , 

𝑅0가 𝑅1을 포착한 RGB 이미지 𝐼를 입력 받아, 𝑴𝟎을 기준으로 

병합된 지도 �̂�을 출력한다. 시스템의 모든 위치 변환은 아핀 

변환이며, 제안하는 시스템의 의사 코드는 알고리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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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상대 위치 추정 지도 병합 시스템 

입력: 𝑴𝟎, 𝑴𝟏, 𝜃0, 𝜃1, 𝐼 

출력: �̂� 

1:  𝜃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 ← 𝑃𝑜𝑠𝑒𝐸𝑠𝑡𝑖𝑚𝑎𝑡𝑖𝑜𝑛(𝐼)  // 상대 위치 추정 모델 

2:  𝑇 ← 𝜃0𝜃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𝜃1)−1         // 𝑴𝟏에서 𝑴𝟎로의 변환 

3:  �̃�𝟏 ← 𝑇(𝑴𝟏) 

4:  𝑅 ← 𝑂𝑟𝑖𝑒𝑛𝑡𝑎𝑡𝑖𝑜𝑛𝐸𝑟𝑟𝑜𝑟(𝑴𝟎, �̃�𝟏) // 방향 오차 회귀 모델 

5:  �̂�𝟏 ← 𝑅−1(�̃�𝟏) 

6:  𝑴𝟎와 �̂�𝟏을 �̃�로 병합 

7:  �̂� ← 𝐷𝑒𝑛𝑜𝑖𝑠𝑖𝑛𝑔𝐴𝑢𝑡𝑜𝑒𝑛𝑐𝑜𝑑𝑒𝑟(�̃�)  // 노이즈 제거 모델 

8:  return �̂� 

2.1 RGB 이미지에서 로봇의 상대 위치 추정 

RGB 이미지 𝐼에 투영된 로봇의 자세를 추정하는데 DOPE[6] 

모델이 사용되었다. 해당 모델은 본래 로봇 암의 pick-and-pla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6DOF 자세(x, 

y, z, roll, pitch, yaw)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의 지도 병합에 필요한 x, y축에 대한 평행이동과 

z축에 대한 회전 값만을 사용한다. [6]의 데이터 생성 방법을 

참조해 본 연구에서도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포착된 이미지를 

생성해 훈련에 이용했다. 

2.2 분리된 지도 이미지 데이터 생성 

지도 이미지를 병합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려면, 

동일 환경의 다른 시작점에서 두 로봇이 SLAM을 수행해 

각각 얻은, 𝑴𝟎 , 𝑴𝟏 , �̂�의 label인 𝑴으로 구성된 set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HouseExpo[8] 데이터의 실내환경 지도를 

임의로 나누어 총 103573개 set을 생성했다. 그림 2는 생성된 

set의 예시와, 생성 데이터와 가상 환경에서 SLAM으로 얻은 

지도 325장의 비교를 위한 픽셀 누적 분포의 히스토그램이다. 

회색 픽셀을 제외한 두 히스토그램의 상관관계는 0.9898이다. 

2.3 두 지도의 방향 오차 회귀 

𝜃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 가 지도 변환에 사용될 때, 평행 이동의 오차보다 

회전의 오차가 지도 병합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𝑴𝟎와 �̃�𝟏을 입력 받아 두 지도 사이의 변환의 회전 

오차를 추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자연 이미지의 회전 각도를 회귀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의 

성능이 기존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것이 알려져 

있다[9]. 본 연구도 𝑴𝟎와 �̃�𝟏이 연결된 2차원 채널 이미지를 

입력 받아 방향 오차의 scalar 값을 회귀하는 단순한 CNN 

모델을 사용했으며, 방향 오차는 매 학습 마다 [−30°, 30°]의 

구간에서 균일 추출했다. 

2.4 Denoising Autoencoder 모델로 병합 지도 처리 

�̂�𝟏 과 𝑴𝟎 을 병합한 �̃� 은 𝜃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 , 𝑴𝟎, 𝑴𝟏 로 인한 오차가 

존재한다. Denoising Autoencoder는 매 학습 마다 확률적으로 

손상된 입력에서 원본 입력을 복원[10]하는 자기 지도 학습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𝜃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의 label에, 이미지의 변의 길이가 

L일때 [−0.025L, 0.025L]구간에서 평행이동 오차와 [−10°, 10°] 

구간에서 회전 오차를 균일 추출해 적용한다. 

또한 VQ-VAE-2[11]의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autoencoder가 

이산적이고 계층적인 latent variable을 학습하도록 했다. 그리고 

복원된 이미지의 품질 향상을 위해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SSIM)[12]가 복원 손실 함수로 사용되었다. 이는 인공 

신경망에서 이미지 복원 시 SSIM이 L2 Norm보다 이미지의 

품질이 높기 때문이다[13]. Encoder, decoder를 𝐸, 𝐷 , 이산화된 

latent variable을 𝑒𝑗 라 했을 때, 손실 함수 ℒ 은 아래와 같이 

복원 오차를 줄이고 latent variable을 이산 공간으로 사상한다. 

𝑒𝑘 = 𝑎𝑟𝑔𝑚𝑖𝑛𝑗‖𝐸(�̃�) − 𝑒𝑗‖ , �̂� = 𝐷(𝑒𝑘) 

ℒ(𝑴, �̃�, �̂�) = 

1 − 𝑆𝑆𝐼𝑀(�̂�, 𝑴) + ‖𝑠𝑔[𝐸(�̃�)] − 𝑒𝑘‖
2

2
+ 𝛽‖𝑠𝑔[𝑒𝑘] − 𝐸(�̃�)‖

2

2
 

3. 실험 결과 

3.1 상대 위치 추정 모델 평가 

  DOPE의 pre-trained weight를 생성된 로봇 이미지 80000장에 

대해 추가로 훈련한 후 test set 이미지 2000장에 대해 x, y축 

평행이동과 z축 회전의 오차의 절대값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델은 x, y축 평행이동에 대해 각각 평균 0.38m, 0.15m, 

표준편차 16.69, 11.44의 오차를 가지며, z축 회전에 대해 평균 

16.03°, 표준편차 16.62의 오차를 가졌다. 

3.2 지도 병합 모델의 비교 평가 

그림 1. DOPE 훈련 이미지의 예시. 왼쪽은 임의의 배경과 장

애물에 임의의 자세를 갖는 로봇의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Falling Things[7] dataset을 참조해 현실적인 물리를 적용하여 낙

하하는 로봇을 포착한 photorealistic 이미지이다 

그림 2. 왼쪽부터 순서대로 𝑴𝟎 , 𝑴𝟏 , 𝑴의 예시이며, 맨 오른

쪽이 두 지도의 픽셀 누적 분포의 히스토그램이다. 왼쪽이 생

성 지도, 오른쪽이 SLAM으로 얻은 지도의 히스토그램이다. 



 

 

방향 오차 회귀 모델과 병합 지도의 노이즈 제거 모델을 

연결하여, 생성한 지도 데이터의 test set에 대해 성능을 평가 

했다. 𝜃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 의 오차는 훈련과 같은 조건이며, 방향 오차 

회귀 모델, VQ-VAE-2 구조, SSIM 손실 함수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성능을 평가했다. VQ-VAE-2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은 latent variable의 차원이 같은 단순한 autoencoder 

구조를 사용했으며, �̂� 과 𝑴 의 픽셀 값을 이산화해 픽셀 

단위의 정확도를 측정했다. 이때 �̂� 에서 회색 영역의 true 

positive 픽셀은 평가에서 제외하여 지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unknown 영역에 대한 과대평가를 방지했다. 표 1과 같이, 

제안한 모델의 정확도가 78.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그림 

3은 test set의 한 예시에 대한 제안한 모델의 중간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비교 모델들과 제안하는 모델의 정확도이다. 

방향오차보정 VQ-VAE-2 SSIM 정확도(%) 

X X X 69.51 

X X O 72.55 

X O X 72.76 

X O O 75.83 

O X X 74.14 

O X O 77.14 

O O X 77.06 

O O O 78.82 

3.3 가상 환경에서의 로봇 시스템 동작 

ROBOTIS사의 TurtleBot3 Burger 로봇에 Intel사의 RealSense 

D435 카메라를 부착한 모델을 사용하여 Gazebo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SLAM을 수행하는 다중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본 

연구가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해 지도를 병합하는 시나리오를 

수행했다. 그림 4와 같이, 제안한 시스템은 가상 환경에서 두 

지도 간의 겹치는 영역이 적은 상황에서도 지도를 병합하는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각 인공 신경망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하여 학습시킨 후, 독립적으로 학습된 모델들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가상 환경에서 다중 로봇의 지도 병합의 성능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지도 

정보에 대한 제약과 하드웨어에 대한 제약을 극복해, 이전보다 

범용적인 다중 지도 병합 시스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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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왼쪽부터 𝑴, 𝑴𝟎, 𝑴𝟏, 𝑴𝟎와 �̃�𝟏의 병합 지도, �̃�, �̂�. 

그림 4. 위는 시뮬레이션중인 다중 로봇과 RGB 이미지에 포

착된 로봇의 추정된 상대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래는 위

의 조건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𝑴𝟎, �̂�𝟏, �̂�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