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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실내 위치정보

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Wi-Fi, 블루투스 등의

네트워크 기반의 측위 기술은 접근성은 좋으나, 통신의 제약으로 신

호 음영 및 불균등 지역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 간의 매칭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

식은 통신의 제약 없이 안정적인 위치 추정이 가능하며 시스템 구

축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영상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실내의 인공적인 랜드마크를 식별하는 방식은 실내 환경

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며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사

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고려

하여 영상을 이용한 통합적인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우선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가 부착된 모바일 로봇을

이용해 보행 공간과 활동 공간에 대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

상에 대해 위치를 등록하여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으로 영상의 특징점에 대한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영상을 매칭하는 BoW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

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정확도 및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여 최적의 시스템 설계 방안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모

바일 로봇을 이용하므로 수동 구축보다 효율적이며,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갱신에 용이하다. 구

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여러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된

질의 영상에 대해 위치를 추정한 결과, 80% 이상의 정확도를 확인

하였다. 또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구축자는 소요

시간과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코드북의 크기와 데이터베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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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결정해야 하며, 보행 공간에 대해 사방 촬영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획득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영상 간의 해상도

차이를 줄인다면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갱신해 나갈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 지하 공간 등에서 위급 상황

이 발생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위치 추정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이

갖는 신호 음영 및 불균등 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물체가 많은 전시 공간에서의 관람자의 목적에 맞춰

관람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위치정보 및 이동 경로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력 약자를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다

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

주요용어 : 실내 위치 추정, 광학 영상, 영상 매칭 BoW,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학번 : 2013-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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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의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내에서의 위치 추정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

스를 위한 기본 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내 위치정보는 대

형 상업시설에서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진압 및 대피 경로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유재준, 2012). 또한, 시각 장애인

등의 보행 약자를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의 보행과 활동의

제약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제공하는 지도도 운용되고 있다.

실외 위치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는 건물 밀집 지역이나 실내 등에서 수신 한계를 가지므로, 실내에

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적

외선 등의 측위 기술이 도입되었다(Mautzs, 2011; 유재준, 2012). 그

중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한 Wi-Fi, 블

루투스 등의 네트워크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신 신호 세기의 불안정성, 엑세스 포인트(access point) 분포의 민

감성 등을 원인으로(Biswas and Veloso 2003; Cahwathe, 2009), 신

호가 잡히지 않거나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비상구, 지하 공간 등의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위치를 추정하기 어렵다(Liang et al., 2013).

반면 영상을 이용한 위치 추정은 실내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는 실

내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사용자 촬영 영상과의 매칭을

통해 사용자에게 위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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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기술

보다 시스템 구축비용이 저렴하다(khan, 2014). 또한, 통신에 독립적

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실내 공간에 대해 안정적인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Brumitt et al., 2000). 영상을 이용한 실내 위

치 추정은 주로 인공적인 랜드마크(landmark)를 식별하여 위치를

제공하였으나(한상준 등, 2012; Jang et al., 2005), 실내 환경에 물체

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며 시력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최태웅 등, 2012). 또한, 대

부분 수동으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므로, 그 구축과 갱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확도를 확보하며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연구 동향

최근 실내 측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외에서 주로 사용되

던 GPS(Yeh et al., 2009; Panzieri et al.,2002)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RFID, 블루투스, 관성 센서 등 다양한 센서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측위 기술이 등장하였다(Mautzs, 2011; 유재준, 2012;

Robertson et al., 2009). Bekkali et al.(2007)은 이동형 RFID로 확률

분포 지도를 생성하고 칼만 필터를 수행하여 실내 위치를 추정하였

고, Bruno and Delmastro(2003)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건물 내에

서 지속해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와 더불어 공간에 대한 이해에 제약이 있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실

내 위치 및 경로 제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김지수 등,

2014; Coughlan et al, 2006). Kulyukin et al.(2006)은 도우미 로봇

과 RFID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실내 길 찾기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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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으며, GPS, 스마트폰 나침반,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 시

각 장애인들에게 실내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도 출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측위 기술은 통신을 기반

으로 하므로 신호의 불안정성, 신호 도달거리 제약 등의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가우시안 프로세서를 적용하여 Wi-Fi 신호의 불안정

성을 극복하거나 블루투스와 WLAN 기술을 통합하여 신호 분포를

균등하게 하는 연구 등, 실내 측위를 위한 기술 또한 확장되고 있다

(오휘경 등, 2011; Aparicio et al., 2008).

영상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정은 실내 영상이 시점 변화에 민감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실내에 특정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이를 식별하여 위치를 추정한다(Chandraker et al., 20; Ye et al.,

2009; Thrun, 1998). 색상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대칭적이고 반복적

인 사각 구조의 랜드마크를 식별하거나, 원형의 대칭적인 구조의 랜

드마크를 관성 센서를 부착한 사용자가 영상을 촬영해 인식하는 등

주로 랜드마크의 형태나 모양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Yoon,

2001; Naimakrk and Foxlin, 2002). 이는 추정률이 높고 구현하기

쉽지만, 실제 실내 환경에 대한 사실감과 유연성이 떨어진다.

한편 특정한 표식 없이 촬영된 영상의 물체들을 이용한 위치 추정

은 특징점을 기반으로 한 영상 매칭이 대표적이다(Se et al., 2005;

Hayet et al., 2003; Liang et al., 2013). Kawaji et al.(2010)은 전방

위 카메라로 촬영한 질의 영상에 대해 PCA-SIFT와 최근접 이웃

검색 기법을 통합하여 매칭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Se et

al.(2005)은 SIFT로 추출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허프 변환과

RANSAC을 사용해 매칭하였다. 또한 김종배(2008)는 패턴 매칭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고 그 영상을 중첩하여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실내 영상의 시점 변화의 민감성과 조명, 잡음 등의 영향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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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강한 특징점 추출은 전체 정확도 및 수행 시간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Baumberg, 2000; 김준철, 2010). 이에 Ledwich and

Williams(2004)는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 기법인 SIFT에 대해 크기

와 복잡성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여 매칭 소요 시간을 감소시켰다.

그 외에도 Kang et al.(2009)은 실내 공간의 반복 구조와 유사 패턴

의 영향을 고려하여 영상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특징

점을 기반으로 한 영상 매칭은 동일 물체의 인식에 국한되며, 데이

터베이스 영상의 수가 늘어나면 매칭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해 시스

템 효율이 떨어진다(Khan, 2014, Jegou et al., 2010).

1.3.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실내 공간에서 영상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2차원 레이저 스

캐너와 광학 카메라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

을 제작하여 위치정보가 참조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질의 영상과 구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 간의 매칭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 때,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특징

점에 대한 빈도 히스토그램을 추출하고 이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

여 영상을 매칭하는 BoW(Bag of Word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질의 영상과 매칭된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위치정보를 사용자의 위

치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정확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평가하여 최적의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영상을 이용한 위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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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부적으로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을 이용한 위치 추

정, 그리고 최적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려 요소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4장에서는 실험 대상지를 선정하여 광학 영상과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보행공간과 활동공간의

구분된 실내 공간에 대해 각각 구성하고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획

득한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에서 제안한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고려 요소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

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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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 먼저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해 영상 데이터베이스

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영상

매칭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2차원 레이저 스캐너

와 광학 카메라가 부착된 모바일 로봇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로봇으

로 실내 공간을 주행하며 획득한 2차원 스캐닝 데이터들을 하우스

도르프 거리를 사용해 매칭하여 실내 2차원 도면을 구성하였고, 이

를 건물 평면도와 매칭하여 광학 영상의 위치를 한 번에 등록하였

다. 그 다음으로 BoW 알고리즘을 이용해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영상을 매칭한다.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등록된 영상의 위치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질의 영상과 매칭된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위치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로 결정한다.

2.1. 하우스도르프 거리(Hausdorff Distance)

하우스도르프 거리(Hausdorff Distance)는 공간 객체 간의 비 유사

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ICP 등에 비해 작은 왜곡에 덜 민감하다는

것과 계산 과정이 단순하여 계산량이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Arkin, 1991; Donoso-Aguirre et al., 2008).

두 공간 객체를 이루는 유한한 점들의 집합을  ⋯와

 ⋯라 할 때, 와  사이의 하우스도르프 거리는 수식

(2-1)과 같다.

  ma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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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2-1)의 와 는 수식(2-2)와 수식(2-3)과 같다.

  max∈min ∈∥∥ (2-2)

  max∈min ∈∥∥ (2-3)

수식(2-2)와 수식(2-3)에서 ∥∙∥는 두 점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

리를 의미한다. 는 에서 로의 직접 하우스도르프 거리

(Direct Hausdorff Distance)라 정의하며 에 속하는 점들 중 에

속하는 점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장 긴 경우의 거리를 의미한다. 즉,

는 거리에 기초하여 도형 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이웃한

의 모든 점들의 순위를 매긴 후 가장 순위가 높은 점을 선택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은 하우스도르프 거리에 대한 개념

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대 개념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점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노이즈에 매우

민감한 단점이 있다(박성천 등, 2010).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 연

산을 사용하여 이상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개선된 하우스도르프

거리(Modified Hausdorff Distance)라 하며 수식(2-4)와 수식(2-5)로

정의한다(Dubuisson and Jain, 1994).

  



∈

min ∈∥∥ (2-4)

  



∈

min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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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하우스도르프 거리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사용해 2차원 스캐닝 데이터

들을 연속적으로 매칭하여 실내 공간을 복구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2. BoW 알고리즘

영상 매칭 기법의 하나인 BoW(Bag of Words) 알고리즘은 본래

문서 자동 분류 기법으로 글에 포함된 단어들의 분포를 근거로 문

서가 어떤 종류인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환율’, ‘주가’, ‘수요’ 등의

단어가 주로 언급된다면 이 문서를 ‘경제학’에 관련된 문서로 분류

하는 것이다. 영상을 기반으로 한 BoW 알고리즘은 영상 데이터베

이스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점의 집합을 선정해 이를 기반으로 질

의 영상의 특징점들 분포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유사한

영상과 매칭한다(Sivic and Zisserman, 2003; Csurka et al., 2004).

특히, BoW 알고리즘은 특징점을 기반으로 한 매칭과 달리 영상 내

물체의 공간적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특징점 발생 빈도만으로 영상

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비교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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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반 BoW 알고리즘은 특징점 추출(feature extraction), 코드북

생성(codebook generation),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histogram

generation), 그리고 영상 매칭(image matching)의 네 단계로 구성

된다.

2.2.1. 특징점 추출

영상을 기반으로 한 BoW 알고리즘은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에 대한 특징점 추출에서 시작한다. 추출된 특징점은 BoW 알

고리즘의 이후 단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므로, 영상을 대표할 수 있

는 적절한 특징점의 추출과 주변 패치 평균 화소 값, SIFT 서술 벡

터 등으로 그 특징의 적절한 서술은 전체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정

확도에 중요하다. 특징점 추출에는 대표적으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extraction),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

PCA-SIFT 등을 사용된다(Lowe, 2004; Bay et al., 2008, Ke and

Sukthankar, 2004). 본 연구에서는 SIFT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2.2.2. 코드북 생성

각 영상의 특징점 추출이 완료되면, SIFT 서술 벡터 등을 훈련 벡

터로 하여 대표 특징점들의 집합인 코드북(codebook)을 생성한다.

코드북은 일종의 사전으로 데이터베이스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점들을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얻은 각 클러스터의 중심들의 집

합으로 정의된다. 즉,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특징점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림 2-2]는 데이터베이스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로부터 코드북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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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데이터베이스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로부터

코드북을 생성하는 과정

코드북에 포함된 대표 특징점들을 코드워드(codeword)라 정의하며

그 수는 그 코드북의 크기를 의미한다. 코드북의 크기는 BoW 알고

리즘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드북의 크기가 커질수록 데이

터베이스 영상의 훈련 특징점들의 세밀한 그룹화가 가능해 매칭 정

확도가 높아지나 매칭 소요 시간도 길어진다(Jiang et al., 2007). 코

드북의 크기는 클러스터링 수행 조건을 조절하여 결정한다. 클러스

터링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K-means, K-medoids, 위계적 클러스터

링(hierarchical clustering) 등이 사용된다(Botterill et al., 2008;

Philbin et al., 2008; Sivic and Zisserman, 2003; Nister and

Stewenius, 2006). 본 연구에서는 Appropriate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코드북을 생성하였다.

2.2.3.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

코드북이 생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특징점 발생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영상에서 추출된 각 특징점을 유클리디안 거

리가 가장 작은 코드워드로 대체하고, 각 영상에 대해 코드워드의

발생 빈도를 히스토그램으로 벡터화하는 것이다(Jiang et al., 2007).

이로써 서로 다른 개수의 특징점을 가진 영상들을 동일한 크기로

고정된 히스토그램들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이는 영상마다 추출되는



- 11 -

특징점들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 차원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막아

주고 영상매칭의 계산량을 줄여준다(김호성 등, 2014). 이 과정을 통

해 영상마다 하나의 히스토그램이 생성되며 그 크기(bin의 개수)는

코드북의 크기와 같다. [그림 2-3]은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3] 코드북을 이용한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

2.2.4. 영상 매칭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의 특징점 발생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한 후, 그들 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영상을 매칭 한다. 같은 객체를 더 많이 포함할수록

영상들 간의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히스토그램 유사도를 기반으로 영상을 매칭하는 방식은 히스토그

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과 분류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히스토

그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은 다양한 거리계수를 사용해 히스토그

램 간의 거리를 직접 비교하여 거리가 최소가 되는 영상들을 매칭

하는 것이다. 한편, 분류기를 이용하는 방식은 먼저 데이터베이스

영상에 대해 분류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 내 영상 히스토그램을

훈련 벡터로 하여 질의 영상에 대해 분류기를 수행한다. 그 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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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 히스토그램을 각 범주에 포함되는 영상 히스토그램들의 성

향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범주로 질의 영상을 매칭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간의 매칭에

BoW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등록

된 영상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질의 영상과 매칭된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위치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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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정 과정을 수행 및 평

가하고, 최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흐름도는 [그림

3-1]과 같다.

우선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을 직접 제작하여 위치정보가 참조된 영상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후, 영상 데이터

베이스와 질의 영상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BoW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생성된 코드북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의 특

징점에 대한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그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

해 영상을 매칭하였다. 그 다음,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매칭

된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위치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

였다.

또한, 제안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된

질의 영상 각각에 대해 제안 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하였다.

질의 영상 중 몇 장이 제안 시스템을 통해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

었는가를 정확도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를 위해 코드북의 크기, 데

이터베이스 영상 수, 보행 공간의 촬영 방식, 영상의 해상도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적의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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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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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 기반의 실내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위치정보가 참조된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동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각 영상의 위치정보를 도면에 등록

하는 등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Kang et al.,

2009; Zhilliang et al., 2012; Nister and Stewenius, 2006). 또한, 수

동으로 촬영된 영상은 시점, 조명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구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갱신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로봇

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해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

하였다. [그림 3-2]는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나타낸다. 우

선 모바일 로봇으로 실내 공간을 주행하며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하였고, 연속적으로 획득된 2차원

스캐닝 데이터 간 매칭을 통해 공간을 복구하여 실내 2차원 도면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출된 실내 2차원 도면을 건물 평면도에

매칭하여 광학 영상의 위치를 등록함으로써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을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으로 나누어

정의하여 각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을

제안하였다. 각 공간의 정의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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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데이터베이스 구축 흐름도

실내 공간 정의 및 특징

활동 공간

- 공간 성격에 맞는 활동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는 공간

- 전 방향 폐쇄

- 공간 성격을 반영하는 물체가 공간 전체에 퍼져있음

(강의실의 책상, 전산실의 컴퓨터 등)

보행 공간

- 건물 출입 또는 활동 공간 간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전후로 열린 공간

- 바닥면에 놓인 물체가 적고 특징이 되는 물체가

대부분 벽면에 존재 (문, 게시판 등)

[표 3-1]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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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로봇에 장착된 휠 인코더는 초기 위치로부터의 로봇의 이

동량을 제공한다. 따라서 로봇의 초기 위치에 대한 누적 휠 인코더

값을 이용해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매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

용자 주행 로봇의 한계와 로봇의 사용 목적이 실내 공간 모델링이

아닌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에

대해서만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였다.

[그림 3-3]은 누적 휠 인코더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2차원 스캐닝

데이터 간의 매칭을 통해 보행 공간의 일부를 구성한 것이다. 구성

된 실내 공간은 특히 회전각에 대해 부정확함을 보였다. 이는 로봇

의 바퀴와 지면과의 마찰, 하중의 불균형 등으로 휠 인코더 값의 정

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사용해 2차

원 스캐닝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매칭하여 실내 공간을 구성하였

다.

우선 인접한 위치에서 획득된 2차원 스캐닝 데이터 간의 매칭을

수행하였다. 누적 휠 인코더를 초기 값으로 하여 매칭된 위치에서

회전각, X, Y 좌표 순으로 매칭하고자 하는 좌표계의 이동량을 키

워가며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계산하였다. 이동량을 회전각과 X, Y

좌표에 대해 각각 ±2°, 4°, …과 ±50mm, 100mm, …씩 증가시켰으

며, 이 때 계산한 하우스도르프 거리 값이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기계 오차 범위인 40mm 이하가 되면 매칭하고자 하는 좌표계의 이

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때의 이동량을 이용해 인접 위치의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매칭하였다. 매칭이 완료된 후, 인접 위치에서 획

득한 이동량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초기 위치의 로봇 상대 좌표계

를 기준으로 모든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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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누적 휠 인코더 값을 초기값으로 하여

구성한 실내 공간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한 실내 공간의 구성으로 로봇 상대

좌표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나, 각 영상의 절대

위치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도출된 실내 2차원 도면을 건물 평면도

에 매칭하여 광학 영상의 절대 위치를 등록하였다. 실내 2차원 도면

과 건물 평면도와의 매칭에는 이동, 회전, 스케일에 대해 하나의 벡

터 공간을 다른 벡터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어핀 변환(Affine

Transformat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활동 공간에서 촬영된 광학 영

상의 절대 위치 등록을 위해 한 점이 다각형 내부 또는 외부의 존

재 여부를 조사하는 Point in Polygon 검사를 수행하였다(Ivan

Sutherland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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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상을 기반으로 한 위치 추정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BoW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

베이스 영상 중에서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한 것을 매칭하여 사용

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영상을 기반으로 한 위치 추정은 영상 히

스토그램 생성과 영상 매칭을 통한 위치 추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흐름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영상을 기반으로 한 위치 추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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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은 데이터베이스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과 질

의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의 두 단계로 나뉜다. 데이터베이스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은 질의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과 별도의 과정으로

먼저 수행된다.

데이터베이스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은 영상의 특징점 추출에서 시

작된다. 적절한 특징점의 추출은 이후 수행되는 히스토그램 생성을

위한 기본 자료이자 코드북의 훈련 벡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징점을 기반으로 한 영상 매칭에서는 SURF보다

SIFT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Heinly et al., 2012), 실내 영상

의 매칭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특징점 추출에 SIFT가 사용된 바

있다(Arth et al., 2009; Ledwich and Williams, 2004). 본 연구에서

는 스케일 및 회전, 조명 등에 강한 특징을 갖는 SIFT 128 서술 벡

터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추출된 SIFT 128 서술 벡터를 훈련

벡터로 클러스터링하여 모든 특징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점들

의 집합인 코드북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클러스터링

기법보다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영상 검색에서 더 높은 정확도

를 나타내는 Appropriate K-means(AKM)를 사용해 코드북을 생성

하였다(Philbin et al., 2008). 최종적으로, 생성된 코드북을 이용해

영상의 특징점들을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로 대체하여 각 영상에 대

해 코드워드 발생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행

되는 질의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은 데이터베이스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질의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을 위한 특징점 추출에도 SIFT 128 서술 벡터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에서 사용된 코드북을 기반으로

질의 영상에 대한 코드워드 발생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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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영상 매칭을 통한 위치 결정

질의 영상의 위치 결정은 앞서 생성된 질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영상 히스토그램들 간의 유사도 측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해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

베이스 영상을 매칭하고, 그 영상의 위치를 질의 영상의 위치로 결

정하였다.

영상을 매칭하는 방식은 히스토그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과 분류

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직접 비교

하는 방식에는 카이제곱 거리(Chi-square distance)를, 분류기를 이

용하는 방식에는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하였다. 두

히스토그램 과 간의 카이제곱 거리는 수식(3-1)과 같다(Filliat,

2007).

∥∥
   

  


(3-1)

SVM은 히스토그램 값을 훈련 벡터로 해석하여 범주 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분류기이다. SVM의 원리는 특징 벡터들을 분리하는 초평

면(Hyperplane) 가운데 특징 벡터들과 초평면의 거리가 최대가 되

는, 즉 특징 벡터들을 가장 엄밀하게 분리하는 최적의 분리 경계면

(optimal boundary hyperplane)을 찾는 것이다(Cortes and Vapnik,

1995). [그림 3-5]는 SVM을 이용한 영상 매칭 과정을 나타낸다. 각

벡터는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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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VM을 이용한 영상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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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려 요소 평가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코드북의 크기,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보행 공간의 촬영 방식, 영상의 해상도 등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 구현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의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코드북의 크기

코드북의 크기는 히스토그램 크기와 값을 변화시키고, 각 영상의

히스토그램 생성 및 영상 매칭의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코드북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서로 다른 의미의 특징점들이 하나의

코드워드로 대체되는 반면, 코드북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같은 의미

를 가진 특징점들이 다른 코드워드로 대체된다(Jiang et al., 2007).

따라서 코드북의 적절한 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코드북의 크기를 50에서 1,850까지 450씩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가 많아지면 영상들 간의 중첩도가 높아져

다양한 촬영 위치와 방향의 질의 영상이 포함된다. 이는 영상 매칭

이 정확하게 수행 될 가능성을 높이지만, 영상의 취득과 히스토그램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

준의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간 중첩도를 고려해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를 변화시키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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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실험 내용은 [표 3-2]와 같다.

샘플 영상은 데이터베이스 영상 중 코드북을 생성하기 위해 무작위

로 선정된 영상을 의미한다.

경우

활동 공간 보행 공간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매)

샘플 영상

수 (매)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매)

샘플 영상

수 (매)

1 80 20 40 10

2 60 15 30 8

3 40 10 20 5

4 20 5 10 3

[표 3-2] 각 경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샘플 영상의 수

3) 보행 공간의 촬영 방식

보행 공간은 특징이 될 수 있는 물체가 공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므로 촬영 방향에 따라 영상에 포함되는 물체가 달라진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 공간의 촬영 방식 차이에 따른 위치 추정

정확도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촬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

해 전후 촬영, 좌우 촬영, 사방 촬영의 세 경우로 영상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고, 질의 영상은 사방 촬영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각 경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를 40

장으로 동일하게 제한하였으며([표 3-3]), 모든 경우에 대해 질의 영

상 수는 8장으로 제한하였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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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공간의 촬영 방식 보행공간의 영상 수 (매)

전후 촬영
전진 촬영 20

40
후진 촬영 20

좌우 촬영
좌측 촬영 20

40
우측 촬영 20

사방 촬영

전진 촬영 10

40
후진 촬영 10

좌측 촬영 10

우측 촬영 10

[표 3-3] 보행 공간의 촬영 방식에 대한 영상 수

질의 영상의 촬영 방식 질의 영상 수 (매)

사방 촬영

전후 촬영
전진 촬영 2

8
후진 촬영 2

좌우 촬영
좌측 촬영 2

우측 촬영 2

[표 3-4] 질의 영상의 촬영 방식과 영상 수

4) 영상의 해상도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은 같은 카메라와 조건 하에 촬영

되었으나 카메라의 사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의 해상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

요소를 1/4, 1/6, 1/8로 변화시키며 가우시안 필터로 영상을 리샘플

링(resampling)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

상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영상 해상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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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리샘플링에 사용된 스케일

요소는 [표 3-5]와 같으며, 리샘플링에 사용된 스케일 요소의 차이

가 클수록 해상도의 차이는 크다.

영상 해상도

차이

리샘플링에 사용된 스케일 요소

데이터베이스 영상 질의 영상

1.5
1/4 1/6

1/6 1/4

2
1/4 1/8

1/8 1/4

[표 3-5] 영상 해상도 차이에 대한 스케일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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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데이터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구현 및 분석에 적절한 연구 대상지를 설정

하고, 앞서 구분한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의 각 공간 특성을 반영하

여 광학 영상을 획득하였다.

4.1. 연구 대상지

제안 시스템을 구현하고 최적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고려 요소

를 효과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험 대상지 선

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선 구간의 복도와 서로 다른 특징과 비

슷한 특징 모두를 포함한 폐쇄된 방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 35동 3층의 일부를 실험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앞서 정의한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실험 대상지 중

‘강의실 1’, ‘강의실 2’, ‘AV실’, ‘설계실’, ‘복도 1’, ‘복도 2’, ‘복도 3’,

‘복도 4’, ‘복도 5’의 9개의 구체적인 실험 구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4-1]은 실험 대상지와 9개의 실험 구역으로 각 구역을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표 4-1]은 각 실험 구역에

대한 공간 정보이다. 활동 공간과 달리 보행 공간은 열린 공간의 특

성상 위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가 건

물 평면도를 기준으로 보행 공간을 세분화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 공간을 다섯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역은 게시

판, 문 등의 서로 다른 특징 물체를 포함하여 구역 간의 구별이 가

능하고 면적이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을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이용

해 최적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려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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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그림 4-2]의 (a), (b), (c)는 ‘AV실’, ‘강의실 1’, ‘강의실

2’의, [그림 4-3]의 (a), (b), (c)는 ‘복도 1’, ‘복도 2’, ‘복도 3’의, 그

리고 [그림 4-4]의 (a), (b), (c)는 ‘복도4’, ‘복도 5’, ‘설계실’의 전경

이다.

[그림 4-1] 실험 대상지 및 구체적인 실험 구역

실험 구역 면적

활동 공간

강의실 1 12.00 m x 8.93 m

강의실 2 6.00 m x 8.95 m

AV실 6.00 m x 8.95 m

설계실 9.00 m x 8.93 m

보행 공간
복도 1, 복도 2, 복도 3,

복도 4, 복도 5
6.00 m x 3.45 m

[표 4-1] 실험 구역에 대한 공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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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2] (a) ‘AV실’, (b) ‘강의실 1’, (c) ‘강의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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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3] (a) ‘복도 1’, (b) ’복도 2’, (c) ‘복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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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4] (a) ‘복도 4’, (b) ’복도 5’, (c) ‘설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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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 장비

4.2.1. 모바일 로봇

본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

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의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을 제작하였다. 모바일 로봇에는 [그림 4-5]와 같

이 플랫폼에 2차원 레이저 스캐너, 광학 카메라, 휠 인코더가 부착

되어있다.

광학 카메라([그림4-5]의 (a))는 로봇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로봇 플랫폼 위에

위치시킨 삼각대에 고정되었다. 또한, 2차원 레이저 스캐너([그림

4-5]의 (b))는 보행 공간의 구조적 복구를 통한 영상 데이터베이스

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행 공간의 바닥면에

물체가 적다는 점을 반영하여 로봇 하단에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였다. 휠 인코더([그림 4-5]의 (c))는 바퀴 회전수로 초기 위

치로부터의 이동량을 파악하는 장치로 스캐닝 데이터 매칭을 위한

초기값으로 사용된다. 모바일 로봇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4-2]와

같다. 사용자는 플랫폼에 내장된 PC의 소프트웨어로 로봇의 움직임

을 제어하고 부착된 센서와 휠 인코더 데이터를 저장한다. 내장 소

프트웨어는 [그림 4-6]과 같으며, (a)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

를, (b)는 광학 영상을, 그리고 (c)는 휠 인코더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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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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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크기 700×800×800mm

허용 하중 약 100 kg

구동 방식 2륜 휠 인코더와 2륜 보조 바퀴

이동 속도 0.1 ∼ 3.0 m/s

센서부
광학 카메라 / 렌즈

Canon EOS 6D

Canon EF 35mm f/2 IS USM

2차원 레이저 스캐너 SICK LMS 100

PC부 사용 소프트웨어
내장 PC의 데이터 획득 및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를 원격제어로 사용

[표 4-2] 모바일 로봇의 세부사항

[그림 4-6] 로봇 PC에 내장된 데이터 획득을 위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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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광학카메라

본 연구에서 영상 촬영에 사용한 광학 카메라는 Canon EOS 6D

([그림 4-7]의 (a))로 구체적인 제원은 [표 4-3]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5472 × 3648 크기의 약 20.00 메가픽셀 화소수를 가진 영상으로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였다.

사용된 렌즈는 Canon EF 35mm f/2 IS USM([그림4-7]의 (b)) 모

델로, 광각(63°)의 단초점 렌즈이다. 그 제원은 [표 4-4]와 같다.

(a) (b)

[그림 4-7] (a) Canon EOS 6D 광학카메라 (b) Canon EF 35mm

f/2 IS USM 렌즈

모델명 Canon EOS 6D

크기 144.5×110.5×71.2mm

무게 680g(본체)

이미지 센서 CMOS (35.8×23.9mm)

픽셀 사이즈 6.55×10-3mm (영상크기가 L인 경우)

셔터 속도 1/4000 ∼ 30초

[표 4-3] Canon 6D 모델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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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Canon EF 35mm f/2 IS USM

길이 62.6mm

무게 약 335g

초점거리 35mm

FOV 63°

[표 4-4] Canon EF 35mm f/2 IS USM 렌즈의 제원

4.2.3. 2차원 레이저 스캐너

2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센서로부터 주위 환경까지의 거리를 정확

하게 측정하며, 위치 추정, 장애물 감지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

다. 2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TOF(Time of Flight) 방식으로 센서로

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TOF 방식이란, 스캐너 센서로부

터 나온 적외선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

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SICK사의 LMS 100

([그림 4-8]의 (a)) 모델이다. LMS 100 모델은 감지 가능 거리가 약

18m이고 270°의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

기 적합하다. 그 외 구체적인 제원은 [표 4-5]와 같다.

[그림 4-8]의 (b)는 모바일 로봇의 상면도(Top View)이다. 2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로봇의 진행방향을 X축, 진행방향의 수직을 Y축으

로 하고, 로봇의 위치를 원점으로 한다. 2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데

이터는 감지각도 270°(–45°∼225°)에 대해 주변 환경을 반시계 방

향으로 0.5° 간격으로 스캔하여 획득된다. 이 과정에서 스캔 각도와

센서로부터의 거리 값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로봇 상대 좌표계에

대한 X, Y 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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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그림 4-8] (a) SICK사의 LMS 100

(b) 모바일 로봇 상면도(Top View)

제품명 LMS 100(SICK)

크기 152 × 102 × 106

무게 1.1 Kg

감지 각도 270°

감지 가능 거리 18m

각도 분해능 0.25° / 0.5°

거리 분해능 1mm

정확도 ± 40mm

광원 형태 적외선 (905nm)

[표 4-5] LMS 100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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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데이터 구성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각각 다른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에서 데이터를 획득 하였다. 또한 제안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질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4.3.1. 활동 공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봇은 자율 주행 로봇이 아니므로 보행 공간

에서 활동 공간을 인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활동 공간의 중앙에 로봇을 위치시켰

다.

활동 공간은 그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는 물체가 폐쇄 공간 전체에

퍼져있다. 따라서 로봇 하단부에 설치된 2차원 스캐닝 데이터는 활

동 공간 내에서 [그림 4-9]와 같은 산발적인 경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폐쇄된 활동 공간에서 로봇이 주행하며 실내 공간을 모델링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활동 공간에

서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광학

카메라만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였다. 활동 공간은 물체들이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림 4-10]과 같이 로

봇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광학 카메라를 360° 회전하며 영상을 촬영

하였다. 영상들 간의 중첩도가 80∼90%되도록 4.5°씩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80장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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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활동 공간에서의 2차원 스캐닝

데이터

[그림 4-10] 활동 공간에서의 영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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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은 ‘강의실 1’에서 360°로 회전하며 촬영한 영상 중 일

부이다. (a), (b), (c), (d)는 각각 로봇 진입 방향에 대해 0°, 90°,

180°, 270° 회전하여 촬영한 영상이다. 각 영상 사이에 19장의 영상

이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한 활동 공간 당 80장이 획득되었다.

(a) (b)

(c) (d)

[그림 4-11] ‘강의실 1’에서 촬영한 영상

(촬영 각도 (a) 0°, (b) 90°, (c) 180°, (d)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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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보행 공간

보행 공간은 바닥면에 놓인 물체가 적어 모바일 로봇 하단의 2차

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실내 공간을 복구할 수 있다. 또한, 열

린 공간으로 ‘복도 1’부터 ‘복도 5’까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

속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모바일 로봇

으로 보행 공간을 주행하며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 데

이터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보행 공간은 면적, 물체의 분포 등의 특성이 활동 공간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촬영 영상의 수와 방식을 달리하였다. '복도 1'부터 '복

도 5'까지 각 보행 공간 평균 면적은 로 'AV실', '강의실 1',

'강의실 2', '설계실' 등 4곳의 활동 공간의 평균 면적인 의

약 1/4배이다. 그리고 활동 공간은 특징이 되는 물체가 사방에 고르

게 분포하는 반면, 보행 공간은 대부분이 좌우 벽면에 존재한다. 따

라서 보행 공간에서는 각 구역에 대해 활동 공간의 1/2배인 40장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보행 공간은 물체가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므로 촬영 방향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 촬영되는 영상

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시스템 설계를 위해 세 가지 방

식으로 광학 영상을 촬영해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각각 ‘전후 촬영’,

‘좌우 촬영’, ‘사방 촬영’이라 정의하였고([표 4-6]), [그림 4-12]는 이

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험 결과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각

경우의 영상 수는 40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림 4-13]은 ‘복도 1’에서 ‘복도 5’ 방향으로 로봇이 이동할 때 ‘복

도 3’에서 사방 촬영한 광학 영상 중 일부이다. (a), (b), (c), (d)는

로봇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각각 전방, 좌, 후방, 우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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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촬영 로봇 주행 방향과 평행하며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전진과 후진

좌우 촬영 로봇 주행 방향과 수직이며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사방 촬영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전진, 후진, 좌측, 그리고 후면

[표 4-6] 보행 공간의 영상 촬영 방식의 정의

[그림 4-12] 보행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

방식 (로봇 주행 방향 기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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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4-13] ‘복도 3’ 구역에서 ‘복도 1’에서 ‘복도 5’로 이동하는

방향을 로봇 주행방향으로 하여 촬영한 영상

((a) 전방, (b) 좌, (c)후방, (d)우)

4.3.3. 질의 영상

제안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대상 구역 9곳에 대해 구역별

로 8장씩, 총 72장의 질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영상은

시점, 조명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의 중앙에서 촬영하였

으나, 질의 영상은 사용자의 다양한 촬영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촬영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하였다. [그림 4-14]는 실험 구역 ‘설계

실’에 대한 8장의 질의 영상이다. 이후, 촬영된 각 질의 영상에 대해

제안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8장의 질의 영

상 중 몇 장이 제안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는가

를 정확도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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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설계실’에 대한 8장의 질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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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결과 및 분석

5.1.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로봇을 제작

해 사용하였다.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광학 영상의 촬영 방식 및

획득된 영상은 4장에서 언급하였다.

우선 보행 공간에서 획득한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매칭하여 실내

2차원 도면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행 공간은 열린 공간이라

는 것을 고려하여 감지 각도 80∼100°의 2차원 스캐닝 데이터는 센

서의 최대 감지 거리를 넘으므로 매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5-1]은 모바일 로봇이 1번에서 28번까지 직진 주행하며 2차원 스캐

닝 데이터를 획득한 위치를 실험 대상지에 대한 건물 평면도에 표

시한 것이다. [그림 5-2]는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에서 제공받은 서

울대학교 공과대학 35동 3층 전체에 대한 건물 평면도로 그림에 표

기된 좌표계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공받은 건물 평면도 중

실험 대상지에 해당하는 좌측 일부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표 5-1]

은 [그림 5-1]에서 표시한 위치에서의 휠 인코더 값이다. 누적 휠

인코더 값은 로봇이 주행하기 시작한 초기 위치에서부터의 직진 주

행 거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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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보행 공간에서서 2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획득한 위치

(1에서 28 방향으로 주행)

[그림 5-2] 제공받은 건물 평면도와 보행공간의 위치



- 47 -

번호

누적 휠

인코더 값

(m)

구간별 휠

인코더 값

(m)

번호

누적 휠

인코더 값

(m)

구간별 휠

인코더 값

(m)

1 0 15 13.28 0.93

2 0.95 0.95 16 14.23 0.95

3 1.94 0.99 17 15.18 0.95

4 2.89 0.95 18 16.09 0.91

5 3.87 0.98 19 17.00 0.91

6 4.82 0.95 20 18.00 1.00

7 5.71 0.89 21 18.89 0.89

8 6.72 1.01 22 19.86 0.97

9 7.62 0.90 23 20.82 0.96

10 8.58 0.96 24 21.73 0.91

11 9.49 0.91 25 22.68 0.95

12 10.52 1.03 26 23.60 0.92

13 11.38 0.86 27 24.55 0.95

14 12.35 0.97 28 25.53 0.98

[표 5-1] 휠 인코더 값

[그림 5-3]의 (a)는 누적 휠 인코더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2차원

스캐닝 데이터 간의 매칭을 통해 보행 공간을 구성한 것이고, (b)는

그 중 11번, 12번 위치에서의 매칭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로봇 상

대 좌표계는 로봇의 위치를 원점으로 하며, 주행 방향을 X축의 양

의 방향으로 하고 주행 방향에 수직인 축을 Y축으로 한다. 구성된

보행 공간은 특히 회전각에 대해 불안정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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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3] (a) 누적 휠 인코더 값을 이용해 구성한 보행 공간 및

(b) 11번, 12번 위치에서의 결과

따라서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사용해 2차원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를 보다 정확하게 매칭하여 보행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그

림 5-4]의 (a)이며, (b)는 그 중 11번, 12번 위치에서의 매칭 결과이

다. 이를 통해 보행 공간의 실내 구조가 보다 정확하게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는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이용해 2차원 스

캐닝 데이터를 매칭하기 전후의 초기 위치에서 12번 위치까지 모바

일 로봇의 이동량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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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4] (a)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이용해 구성한 보행 공간 및

(b) 11번, 12번 위치에서의 결과

매칭 전 매칭 후

X좌표(m) Y좌표(m) 회전각(°) X좌표(m) Y좌표(m) 회전각(°)

0 1.03 0 0.05 1.08 -4.00

[표 5-2]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이용한 매칭 전후의 초기 위치에서

12번 위치까지 모바일 로봇의 이동량 변화

위의 2차원 스캐닝 데이터의 매칭을 통한 보행 공간의 구성으로

보행 공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었으나, 구축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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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는 활동 공간의 영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 주행 로봇의 한계로 활동 공간과 보행 공간의 영상이

개별적으로 촬영되었으므로, 활동 공간의 영상은 촬영 순서에 따라

2차원 스캐닝 데이터로 구성된 보행 공간에 수동으로 저장하였다.

[그림 5-5]는 이 과정으로 로봇 상대 좌표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된 결과를 나타낸다. 로봇 상대 좌표계와 실제 좌표계의

차이로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된 상태로, 표기된 알파벳 순

서대로 촬영되었으며 그 위치는 각각 ‘강의실 1’, ‘설계실’, ‘강의실

2’, ‘AV실’이다.

[그림 5-5] 로봇 상대 좌표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

로봇 상대 좌표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로는 영상의 실제 위

치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어핀 변환으로 2차원 스캐닝 데이터로

복구한 실내 2차원 도면을 건물 평면도에 매칭하여 광학 영상의 절

대 위치를 등록하였다. [그림 5-6]는 어핀 변환을 위해 선택한 실내

2차원 도면(a)과 건물 평면도(b)에서의 12개의 기준점을 나타내며,

그 좌표는 [표 5-3]과 같다. [그림 5-7]은 어핀 변환의 결과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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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6] (a) 실내 2차원 도면과

(b) 건물 평면도에서의 12개 기준점

번호
로봇 상대 좌표계 건물 평면도 좌표계

X 좌표 (m) Y 좌표 (m) X 좌표 (m) Y 좌표 (m)

1 1.16 -0.38 -141.30 -16.85

2 1.22 5.63 -135.30 -16.85

3 1.20 11.05 -129.30 -16.85

4 1.31 17.14 -12.33 -16.85

5 1.53 23.14 -117.30 -16.85

6 1.27 28.31 -111.80 -16.35

7 -1.48 -0.36 -141.30 -13.95

8 -1.58 5.56 -135.30 -13.95

9 -1.60 11.32 -129.30 -13.95

10 -1.49 17.23 -123.30 -13.95

11 -1.28 23.19 -117.30 -13.95

12 -1.12 28.40 -111.80 -13.45

[표 5-3] 기준점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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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건물 평면도에 대한

실내 2차원 도면의 어핀 변환 결과

다음으로, 활동 공간에서 촬영된 광학 영상의 절대 위치 등록을 위

해서 Point in Polygon 검사를 수행하였다. [표 5-4]는 각 실험 구역

에 해당하는 구역명과 구역 번호이며, [그림 5-8]은 건물 평면도에

대한 실내 2차원 도면의 어핀 변환 결과([그림 5-7])에 각 실험 구

역과 해당 구역번호([표 5-4]), 그리고 활동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Point in Polygon 검사 결과는 [표 5-5]로 각

활동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 위치의 건물 평면도에서의 좌표와 Point

in Polygon 검사로 결정된 해당 구역 번호와 구역 명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통해 네 개의 활동공

간에서 80장씩, 다섯 개의 보행 공간에서 40장씩, 총 520장의 영상

을 촬영하였으며,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영상의 위치정보를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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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번호 1 2 3 4 5

구역명 복도1 복도2 복도3 복도4 복도5

구역 번호 6 7 8 9

구역명 강의실1 AV실 강의실2 설계실

[표 5-4] 실험 구역에 해당하는 구역명과 구역 번호

[그림 5-8] 건물 평면도에서 실험 구역, 해당 구역 번호, 활동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 위치

활동 공간

영상

건물 평면도에서의 좌표
구역 번호 구역명

X 좌표 (m) Y 좌표 (m)

(a) -133.95 -19.84 6 강의실 1

(b) -125.95 -19.65 9 설계실

(c) -126.68 -11.13 8 강의실 2

(d) -115.40 -10.87 7 AV실

[표 5-5] 각 활동 공간 영상의 건물 평면도에서의 좌표와

Point in Polygon 검사로 결정된 구역 번호와 구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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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상을 기반으로 한 위치 추정 결과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BoW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

베이스 영상 중에서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한 것을 매칭하여 사용

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구현한 결과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코드

북의 크기는 1,100개로 설정하였고, 보행 공간에서 사방 촬영한 영

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영상

과 질의 영상의 수는 [표 5-6]로 제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매)
질의 영상 수 (매)

활동 공간 보행 공간

80 40 8

[표 5-6]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의 영상 수

5.2.1. 영상 히스토그램 생성

영상 히스토그램의 기반이 되는 코드북을 생성하기 위해, 520장의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SIFT 128 서술벡터를 추출하였다. [그림

5-9]의 (a), (b)은 실험 구역 ‘AV실’, ‘복도 3’의 영상 데이터베이스

에서 추출된 특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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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9]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특징점

(a) ‘AV실’ (b) ‘복도 3’

코드북 생성을 위해 각 실험 구역의 영상 데이터베이스 중 1/4을

샘플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130장의 샘플 영상에서 추출된 SIFT

128 서술벡터를 훈련 벡터로 Appropriate K-means를 수행하여

1,100개의 코드워드를 결정하였다. [그림 5-10]은 같은 코드워드로

할당된 특징점들의 주변 국소 패치의 집합이다.

[그림 5-10] 같은 코드워드로 할당된 특징점 주변의

국소 패치 집합

생성된 코드북을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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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로 대체하여 각 영상에 대해 코드워드

발생 빈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였다. [그림 5-11]의 (a)는 ‘강의실 1’

의 질의 영상 및 추출된 특징점들을 나타낸 것이고, (b)는 (a)에 대

해 코드북을 기반으로 생성한 히스토그램이다. 히스토그램의 가로축

은 코드워드의 수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 1,100이다.

(a) (b)

[그림 5-11] ‘강의실 1’의 (a)질의 영상 및 추출된 특징점과

(b)영상 히스토그램

5.2.2. 영상 매칭을 통한 위치 추정

히스토그램 간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질의 영상과 가장 유사한 데

이터베이스 영상을 매칭하고 그 영상에 참조된 위치정보를 질의 영

상의 위치로 추정하였다. 영상 매칭은 SVM 분류기와 카이제곱 거

리를 이용한 히스토그램을 직접 비교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7]과 같다. 각 실험 구역별 8장의 질의 영상 중에서 위치를 정확

하게 결정한 영상의 수를 구역 별 정확도로 정의하였으며, 전체 실

험 구역의 72장의 질의 영상 중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 영상

의 수를 전체 정확도로 정의하였다. 전체 정확도는 구역 별 정확도

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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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구역
구역 별 정확도 (%)

SVM 카이제곱 거리

활동 공간

AV실 87.52 95.82

강의실 1 70.87 70.82

강의실 2 66.78 62.51

설계실 91.77 91.71

보행 공간

복도 1 79.23 83.32

복도 2 70.83 83.39

복도 3 64.24 79.26

복도 4 75.02 95.84

복도 5 79.23 95.83

평균 76.17 84.28

[표 5-7] 위치 추정 정확도 평가 결과

영상 매칭에 SVM과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평균

76.17%와 84.28%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약 10번 중 8번은 본 제

안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역 별 정확도를 보면, 활동 공간에서는 ‘강의실 1’과 ‘강의실 2’은

각각 약 70.85%와 64.65%로 타 구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정확도를 보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계실’과 ‘AV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구별적인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강의실 1’과 ‘강의실 2’는

유사한 특징의 물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5-12]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2]의 (a)는 ‘강의실 2’의 질의 영

상으로 ‘강의실 1’로 위치가 잘못 추정되었으며, (b)는 카이제곱 거

리를 이용해 오매칭된 ‘강의실 1’의 데이터베이스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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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12] 활동 공간에서 위치 추정이 잘못된 경우

(a) ‘강의실 2’의 질의 영상 (b)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해 오매칭된

‘강의실 1’의 데이터베이스 영상

보행 공간의 경우에는 SVM을 이용했을 때가 카이제곱 거리를 이

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활동 공간은 비슷한

물체들이 공간 전체에 퍼져 있어 촬영 방향에 따라 영상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보행 공간은 촬영 방향에 따라 같은 위치의 영상도 크

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 공간의 경우 분류기보다

히스토그램 직접 비교를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림 5-13]은 보행 공간에서 위치 추정이

잘못된 경우이다. [그림 5-13]의 (a)는 ‘복도 1’의 질의 영상으로 ‘복

도 4’로 위치가 잘못 추정되었으며, (b)는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해

오매칭된 ‘복도 3’의 데이터베이스 영상이다. 이러한 오매칭이 발생

한 것은 영상에 특징이 될 수 있는 물체가 충분하지 않고, BoW 알

고리즘을 이용한 영상 매칭은 특징 물체들의 공간적 배치를 고려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징 물체가 부족한 실내 구조에서는 영

상 매칭을 이용한 위치 추정이 다소 한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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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13] 보행 공간에서 위치 추정이 잘못된 경우

(a) ‘복도 1’의 질의 영상 (b)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해 오매칭된

‘복도 3’의 데이터베이스 영상

[그림 5-14]는 제안 시스템을 통해 위치 추정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이다. [그림 5-14]의 (a)는 ‘강의실 1’의 질의 영상으로 ‘복도 3’

으로 위치가 잘못 추정되었으며, (b)는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해 오

매칭된 ‘복도 3’의 데이터베이스 영상이다. 이런 오매칭이 발생한 것

은 질의 영상이 실험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물체를 포함하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질의 영상이 ‘강의실 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자, 책상 등이 아닌 벽면을 주로 포함하므로, 이와 유사한 특징이

많은 보행 공간의 영상 중 하나로 매칭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가 질의 영상을 촬영할 때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는 고려가 필요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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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14] 위치 추정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

(a) ‘강의실 1’의 질의 영상 (b)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해 오매칭된

‘복도 3’의 데이터베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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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적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려 요소 평가 결과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를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네 가

지 요소를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1) 코드북의 크기

코드북의 크기를 50개에서 1,850개까지 450개씩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코드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시스템 구현 소요

시간은 [표 5-8]과 같다. 코드북의 크기가 커질 때 시스템 구현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한다. 그러나 코드북의 크기가 50개에서 950개로

증가할 때까지는 정확도가 증가하나, 그 이후는 코드북의 크기가 증

가해도 정확도가 감소하였다. [그림 5-15]는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가 다를 때, 코드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를 나타낸다.

코드북의 크기
정확도 (%) 소요 시간

(초)SVM 카이제곱 거리

50 54.62 68.52 2.35

500 69.08 78.53 8.23

950 74.58 82.13 20.11

1400 72.23 76.95 30.22

1850 69.81 74.17 41.55

[표 5-8] 코드북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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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가 다를 때 코드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유는 코드북의 크기 변화가 영상 히스

토그램의 크기와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코드북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하나의 코드워드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특징점들이 포함

되고, 코드북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같은 의미를 가진 특징점들이

서로 다른 코드워드로 포함된다. 또한, 코드북의 크기가 커지면 영

상마다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비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본 연구에서는 코드북의 크기가 950개 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적절한 코드북의 크기는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Khan, 2014). 즉, 시스템이 적용되는 실내 공간의 규

모, 포함된 특징 물체의 종류 등에 따라 영상 데이터베이스 크기,

영상에서 추출되는 특징점의 종류와 수 등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높은 정확도를 위한 최적의 코드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 63 -

구축자는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북 크기를 선정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영상 간의 중첩도를 고려해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시스템 구현 소요시간은 [표 5-10]과 같다. [표 5-9]에서 설명하였듯

이 경우 수가 커지는 것은 영상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가 증가하면 정확

도가 증가하며 시스템 구현에 걸리는 시간도 증가한다. [그림 5-16]

은 코드북의 크기가 다를 때,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변화에 따른 정

확도 변화를 나타낸다.

경우
데이터베이스 영상 (매)

활동 공간 보행 공간

1 80 40

2 60 30

3 40 20

4 20 10

[표 5-9] 각 경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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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변화 경우

정확도 (%)
소요시간 (초)

SVM 카이제곱 거리

1 82.93 84.09 25.33

2 75.51 85.63 15.22

3 69.41 81.02 10.33

4 65.33 72.22 6.44

[표 5-10]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소요 시간

[그림 5-16] 코드북의 크기가 다를 때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



- 65 -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크기가 커지

면 서로 간의 중첩도가 증가해 다양한 촬영 위치와 방향의 질의 영

상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영상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질의 영상의 것과 비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실내 구조와

특징에 따라 다르므로, 구축자는 구현 소요 시간을 고려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를 결정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3) 보행 공간의 촬영 방식

보행 공간에서는 물체가 공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음을 고려해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촬영 방식을 다르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행공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촬

영 방식 차이에 따른 정확도는 [표 5-11]과 같다. 좌우, 전후로 촬영

한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확도는 같은 방향에서 촬영된 질의

영상에 대해 눈에 띄게 높았지만, 반대 방향의 질의 영상에 대해서

는 약 50% 이하로 낮았다. 사방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질의 영상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부분 약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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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방식 정확도 (%)

데이터베이스 질의 영상 SVM 카이제곱 거리

전후 촬영
전후 촬영 94.23 94.29

좌우 촬영 33.33 23.37

좌우 촬영
전후 촬영 29.21 28.37

좌우 촬영 75.08 95.82

사방 촬영
전후 촬영 90.87 93.34

좌우 촬영 70.87 90.84

[표 5-11] 보행 공간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

촬영 방식 차이에 따른 정확도

사방 촬영으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질의 영상의 촬영

방향과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므로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

을 때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촬영 장비의 한계,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 등의 이유로 전후 또는 좌우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높고 안정적인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질의 영상을 동

일한 방향으로 촬영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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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의 해상도

카메라의 사양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 영상을 다양한 해상도

로 리샘플링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

상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정확도는 [표 5-12]와 같다. 영상 데이터

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리샘플링에 사용된 스케일 요소 차이가 클수

록 해상도 차이가 크며, 해상도 차이가 클수록 정확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 중 어느 쪽 해상도가 더 낮

은가는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상 해상도

차이 (배)

스케일 요소 정확도 (%)

데이터베이스

영상
질의 영상 SVM

카이제곱

거리

1.5
1/4 1/6 78.61 82.92

1/6 1/4 75.21 83.86

2
1/4 1/8 50.56 76.96

1/8 1/4 67.58 73.19

[표 5-12]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질의 영상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정확도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베이스

와 질의 영상 간의 해상도 차이를 줄여주어야 한다. 제안 시스템은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되므로 사용자에게 유사 해상도를

권장하여 영상 간의 해상도 차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위

치가 정확하게 추정된 경우, 질의 영상을 저장하여 영상 데이터베이

스를 갱신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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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이용해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추정할 수 있

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분석하기 위해, 직선 구간의 보행공간과 서로 다른 특징의 폐쇄된

활동공간이 적절히 존재하도록 실험 대상지를 구성하였다. 영상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상 히스토그램 매칭을 이용한 위치 추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

한 고려 요소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갱신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영상은 영상 촬영 시점(Point of

View), 조명 등에 대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모바일 로봇에 광학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실내 공간을 주행하며

영상을 획득하였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가

실내 공간 규모에 따라 무수히 증가할 수 있기에 영상의 효율적인

위치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상과 동시에 획득된 2차원 스캐

닝 데이터로 2차원 실내 도면을 구성하고 이를 건물평면도와 매칭

하여 영상의 위치정보를 한 번에 등록함으로써 영상 데이터베이스

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영상을 이용해 안정적인 정확도로 실내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의

범용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시력 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편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에 인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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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랜드마크를 추가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해 그 특징점을 영상 매

칭에 이용하였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실내 공간의 어느 곳에서든지 일정 이상의 위치 추정 정확도

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질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영상의 특

징점의 빈도 분포 히스토그램을 매칭하는 BoW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다양한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된 질

의 영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여 음영 또는 불안정 지역 없이

80% 이상의 위치 추정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보행 공간과 활동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실험을 통해 촬영 방향에 따라 영상이 크게 다르게 촬

영되는 보행공간에서는 SVM 보다는 카이제곱 거리를 이용해 영상

을 매칭하는 방식이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거리 계수를 통해 히스토그램을 직접 비

교하여 영상을 매칭하는 방식이 안정적인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더불어, 위치 추정 정확도 및 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소들을 평가하여 최적의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째, 코드북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증가하나 일정 크기 이상에

서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영상 수가 증가할

수록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두 요소의 최적값은 실내 위치 추정 시

스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축자는 시스템 사용 목

적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 실험을 통해 두 요소의 적절한 값을

결정해야한다. 둘째, 보행 공간에서는 사방 촬영된 영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그러나 전후 또는 좌우 촬영된 영상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된

다면, 질의 영상이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촬영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촬영되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 70 -

와 유사한 해상도로 촬영하도록 권장하여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질

의 영상 간의 해상도 차이를 줄인다면, 질의 영상을 저장하여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갱신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측위 기술과 융합되어 활용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측위 기술이 신호

의 음영 또는 불균등 지역에서 갖는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Wi-Fi, 블루투스 등이 내장된 스마트폰 영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접근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제안된 시스템은 고

층 건물, 건설 현장, 지하 공간 등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네트

워크 기반의 위치 추정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용되어

안전, 보안 등의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제안 시스템은 실

내 구조가 복잡하고 특징적인 물체가 많은 박물관, 전시장 등의 공

간에서 강점을 가지며, 인공적인 랜드마크 없이 주변 환경을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므로 시각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사용하기에 유용하

다. 따라서 전시 공간에서 관람자의 목적에 맞는 관람 경로를 안내

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력 약자를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지능형

위치 기반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상 취득 과정에서 실내 건물 구조와 특징 물체 외에

사람 및 물체의 이동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실내 환경 변화와 함께 폐쇄된 복도,

로비 등을 포함한 더욱 복잡한 실내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범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71 -

참고문헌

김종배, 2008, 영상인식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실내위치인

식 시스템, 한국공간정보학회, 제 10권, 제 2호, pp.49-62.

김준철. 2010, 병렬처리를 이용한 고속 SIFT 특징 추출 알고리즘 개

발 및 응용, 인하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지수, 강근택, 이원창, 2014, 시각장애인을 위한 VLC 기반 실내

위치 인식 서비스 구현, ICROS 학술대회, pp.514-515.

김호성, 김종진, 변혜란, 2014, 특징 부호화 방법과 코드북 크기에 따

른 영상 분류 및 인식 성능의 관계, 한국정보과학회, 제 2014권,

제 6호, pp.874-876.

박성천, 구자영, 2010, Hausdorff와 LBP 거리의 융합을 이용한 개선

된 얼굴검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 15권, 제 11호, pp.67-73.

송복득, 신범주, 양황규, 2012, 영상 특징 검출 기반의 실시간 실내

장소 인식 시스템, 한국 전기 전자 재료 학회, 제 25권, 제 1호,

pp.76-83.

오휘경, 김인철, 2011,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WiFi 기반의 실

내 위치 추정,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제 38권, 제 1호,

pp.303-306.

유재준, 2012, 실내 공간 정보 표준화 및 서비스 개발 동향, 2012, 정

보통신기술보고서l, Vol. 144, pp.65-71.

임중선, 최경현, 2011, 무선랜 네트워크의 인프라 정보를 이용한 위

치 측위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 ITS 학회, 제 10권, 제 6호

pp.98-107.

지용훈, 송재복, 백주현, 유재관, 2011, 실외 이동로봇의 고도지도 기



- 72 -

반의 전역 위치추정을 위한 Hausdorff 거리 정합 기법, 제어 로봇

시스템 학회, 제 17권, 제 9호, pp.916-921.

최태웅, 이현절, 허기택, 김은석, 2012, 마커 방식 실내 내비게이션을

위한 조명 변화에 강한 임계값 결정 방법, 한국콘텐츠학회, 제 12

권, 제 1호, pp. 1-8.

한상준, 박세승, 최진탁, 2010, 마커를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방법,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제 2010권, 제 6호, pp.133-138.

Arkin, E., Chew, L. P., Huttenlocher, D. P., Kedem, K., and

Mitchell, J. S. B. (1991) An efficiently computable metric for

comparing polygonal shapes,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13, No. 3, pp. 209-216.

Aparicio, S., Prez, J., Bernardo, A.M. and Casar, J.R., 2008, A

fusion method based on bluetooth and WLAN technologies for

indoor location,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Multisensor Fusion and Integration for Intelligent Systems,

pp.487-491.

Arth, C., Wagner, D., Klopschitz, M., Ischara, A., and

Schmalstieg, D., 2009, Wide area localization on mobile phones,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Symposium on M ixed and

Augmented Reality, pp.73-82.

Baumberg, A., 2000, Reliable feature matching across widely

separated views,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1, pp.

774-781.

Bay, H., Ess, A., Tuytelaars, T., and Gool, L. V., 2008, SURF:



- 73 -

Speeded Up Robust Features, Computer Vision and Image

Understanding, Vol. 110, No. 3, pp.346-359.

Bekkali, A., Sanson, H. and Matsumoto, M., 2007, RFID indoor

positioning based on probabilistic RFID Map and Kalman

Filtering,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Wireless and Mobile Computing,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pp.21-27.

Biswas, J. and Veloso, M., 2010, WiFi localization and navigation

for autonomous indoor mobile robots,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pp.4379-4384

Botterill, T., Mills, S., and Green, R., 2010, Bag-of-Words-driven

Single Camera Simultaneous Localisation and Mapping. Journal

of Field Robotics, Vol. 28, No. 2, pp.204-226.

Brumitt, B., Meyers, B., Krumm, J., Kern, A. and Shafer, S.,

2000, EasyLiving: technologies for intelligent environments,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Handheld and

Ubiquitous Computing, pp. 12-29.

Bruno, R. and Delmastro, F., 2003, Design and analysis of a

bluetooth-based indoor localization system, Proceeding of

Personal Wireless Communications, pp.711-725.

Cahwathe, S.S., 2009, Low-latency indoor localization using

bluetooth beacons, P 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pp. 1-7.

Chandraker, M., Stock, C. and Pinz, A., 2003, Real-time camera



- 74 -

pose in a room, Lecture Notes in Computer Vision Systems,

No. 2626, pp. 98-110.

Cortes, C. and Vapnik, V., 1995, Support vector networks,

Machine Learning, Vol, 20, No. 3, pp.273-297.

Coughlan, J., Manduchi, R., and Shen, H., 2006, Cell phone-based

wayfinding for the visually impaired, International Workshop

on Mobile Vision

Csurka, G., Dance, C., Fan, L., Willamowski, J., and Bray, C,

2004, Visual categorization with bags of keypoints, Workshop

on Statistical Learning in Computer Vision

Donoso-Aguirre, F., Bustos-Salas, J.-P., Torres-Torriti, M. and

Guesalaga, A. 2008, Mobile robot localization using the

Hausdorff distance, Robotica, Vol. 26 , No. 2, pp.129-141.

Dubuisson, M.P. and Jain, A.K., 1994, A modified hausdorff

distance for object matching,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pp.566-568.

Filliat, D., 2007, A visual bag of words method for interative

qualitative localization and mapping,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ics and System,

pp.3921-3926.

Hayet, J., Lerasle, F., and Devy, M., 2003, Visual landmarks

detection and recognition for mobile robot navigation,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 2, pp.313-318.



- 75 -

Heinly, J., Dunn, E., and Frahm, J.M., 2012, Comparative

Evaluation of Binary Features, Computer Vision ECCV,

pp.759-773.

Hightower, J. and Borriello, G., 2000, SpotON: an indoor 3D

location sensing technology based on RF signal Strength,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Reports#2000-02-02.

Jang, G., Kim, S., Lee, W., and Kweon, I., 2002, Metric

localization using a single artificial landmark for indoor mobile

robots,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pp.1037-1042.

Jiang, Y. G., Ngo, C. W., and Yang, J., 2007, Towards optimal

bag-of-features for object categorization and semantic video

retrieval. In P roceedings of 6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and video retrieval, pp.494-501.

Jegou, H., Douze, M., and Schmid, C., 2010, Improving

Bag-of-Features for Large Scale Image 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Vol. 87, No. 3, pp. 316-336.

Kang, H., Efos, A.A., Hebert, M. and Kanade, T., 2009, Image

matching in large scale indoor environment, P roceedings of

IEEE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Workshop on Egocentric Vision, pp.33-40.

Kawaji, H., Hatada, K., Yamasaki, T. and Aizawa, K., 2010,

Image-based indoor positioning system: fast image matching



- 76 -

using omnidirectional panoramic images, 2010, P 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Multimodal pervasive video

analysis, pp.1-4.

Ke, Y. and Sukthankar, R., 2004, PCA-SIFT: a more distinctive

representation for local image descriptor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506-513.

Kulyukin, V., Gharpure, C., Nicholson, J., and Osbone, G., 2006,

Robot-assisted wayfinding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structured indoor environments, Autonomous Robots, Vol. 21,

No. 1, pp.29-41.

Ledwich, L. and Williams, S., 2004, Reduced SIFT features for

image retrieval and indoor localisation, Australasian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ACRA.

Liang, J. Z., and Coros, N., Turner, E., and Zakhor, A., 2013,

Image based localization in indoor environment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Computing for Geospatial

Reserach and Application, pp. 70-75.

Lowe, D. G., 2004, Distinctive Image features from scale invariant

keypoi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Vol. 60,

No. 2, pp.91-110.

Mautz, R., 2012, Overview of Indoor Positioning Technologies,

Habilitation Thesis, ETH Zurich.

Naimark, L. and Foxlin, E., 2002, Circular data matrix fiducial



- 77 -

system and robust image processing for a wearable

vision-inertial self-tracker,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Symposium on M ixed and Augmented Reality, pp.

27-36.

Nister, D. and Stewenius, H., 2006, Scalable recognition with a

vocabulary tree. In Proceedings of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 2, pp.2161-2168.

NY Khan, 2014, Self localisation in indoor environments using

machine vision, PhD thesis, University of Otago.

Robertson, D. and Cipolla, R., 2004, An image-based system for

urban navigation. In P roceedings of British Machine Vision

Conference, pp.819-828.

Robertson, P., Angermann, M., and Krach, B., 2009,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for pedestrians using only

foot-mounted inertial sensors,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Computing, pp.93-96.

Panzieri, S., Pascucci, F., and Ulivi, G., 2002, An outdoor

navigation system using and inertial platform.,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Vol. 7, No. 2, pp.134-142.

Philbin, J., Isard, M., Sivic, J., and Zisserman, A., 2008, Lost in

quantization: improving particular object retrieval in large scale

image databases, P roceedings of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1-8.

Se, S., Lowe, D.G. and Little, J.J., 2005, Vision-based global



- 78 -

localization and mapping for mobile robots,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Vol. 21, No. 3, pp.364-357.

Sivic, J. and Zisserman, A., 2003, Video google: A text retrieval

approach to object matching in videos.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p.1470-1477.

Sun, F. and Wang, W., 2006, Pose Determination from a Single

Image of a Single Parallelogram, Acta Automatica Sinica, vol.

32, No. 5, pp.746-752.

Thrun, S., 1998, Finding landmarks for mobile robot navigation,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Tools with

Artifiial Intellignence, Vol. 2, pp.958-963.

Yeh, S.C., Hsu, W.H., Su, M.Y., Chen, C.H. and Liu, K.H., 2009,

A study on outdoor positioning technology using GPS and WiFi

network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Networking, Sensing and Control, pp.597-601.

Zhiliang, W., Rong, W. and Xirong, M., 2012, Indoor scene

recognition based on the weighting spatial information fusion,

P roceedings of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Application, pp. 1040-1044.



- 79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door

Positioning System Based on Image

Database Construction and Histogram

Matching

Lee Nuri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Location-Based

Services(LBS) has caused the needs of studies on indoor

positioning. However, Some of the most general methods, such as

network-based indoor positioning technologies including Wi-Fi

and Bluetooth, are in fact limited in areas where signals are not

available or unevenly received. Image-based indoor positioning,

which gives the best match between a database and a query

image and retrieves its corresponding location of based on the

matched database image, can enable not only greater reliability

for positioning without restriction of network but also lower cost

i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Those methods using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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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for image-based positioning, however, remain defected

in flexibility to reality and applicability particularly for those who

are visually impair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tegrated system of image-based indoor positioning, which can

improve the practicality and efficiency for wider applications.

In order to construct an image database, images that were taken

in activity and navigable spaces using an optic camera and a 2D

laser scanner attached to a mobile robot were registered to

real-world coordinates. The positioning was then conducted based

on BoW algorithm which matches the images by means of their

similarities in frequency histogram of features in images. In

addition, the optimal methods of system design were also

proposed,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system

accuracy and efficiency.

Compared to manual construction, this method of an image

database construction is easier to maintain and update the image

database and more efficient in that it registers locations of

images at a time using mobile robot. The proposed positioning

method based on this constructed database was evaluated as

more than 80% positioning accuracy for those query images

taken in various points of view. For the high accuracy and

efficiency, it was confirmed that the size of codebook and the

number of database images should be chosen with consideration

of the time and purpose, and the image database should be

obtained through images taken from all directions in a navigable

space. Reducing the spatial resolution difference between the

database and the query images also helped update the image

database easily.

The current proposal can thus have a number of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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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is system can overcome the instability of those

network-based indoor positioning technologies, it can be employed

in those environments that have had limit to use the

network-based ones, such as emergency circumstances in

skyscrapers, construction sites, and the underground.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can be used in a wide range of

location-based services, including a navigation system in the

exhibition area which can guide visitors according to various

purpose, and an indoor navigation system for the visually

impaired which can provide an audio cues.

Keywords : indoor positioning system, optic image, image

matching, BoW(Bag of Words), databas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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