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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SLAM)
is performed only to find the location through the camera.
After detecting and extracting feature points through images,
it proceeds through tracking, local mapping, and loop closure
processes. We confirm the error of the actual path and the
following path through orb-slam, and propose a method to
reduce the error. By adjusting scaleFactor, numLevels, and
numPoints, accuracy according to posture change is classified
for each parameter. This classification value is dynamically
controll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orb-slam.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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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환경
2.1 파라미터값의 변경을 통한 RMSE 평가

자동차, 로봇,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등
의 신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주변의 공간 지형
을
인식하고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인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 대두되고 있
다. SLAM은 로봇의 위치를 찾아내는 현지화(localization)를 하
거나 로봇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때 매핑(mapping)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SLAM은 컴퓨터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여러
센서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여러가지 SLAM 기법 중 비교적 저가의 비용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는 v-SLAM(visual-SLAM)은
카메라로부터 시각적인 입력을 통하여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며 동시에 주변환경과 매핑한다.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
로 만들기 위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물체와의 거리
및 크기를 추정한다.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프레임 두 개
를 비교하여 각 프레임의 특징점을 비교하여 추정된 Pose로 경
로를 나타낸다. 이러한 트래킹 과정에서 카메라 움직임의 변화
가 크게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 scaleFactor, numLevels,
numPoints 등의 파라미터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들과 카메라 포즈의 변화량에 대
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카메라 포즈의 변화량에 따라 동적으
로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트래킹 오차
를 최소화시켰다. 추정된 경로와 실제 경로를 비교하여 생기는
오차를 scaleFactor, numLevels, numPoints와 같은 파라미터
의 동적변경을 통해 기존의 ORB-SLAM의 결과와 비교하여 더
적은 오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연구했다.
2. 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RB-SLAM의 트래킹 과정에서 앞
선 세 가지 파라미터와 트래킹 오차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
를 통해 트래킹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적 파라
미터 설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검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
한 PC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론

ORB-SLAM에서 트래킹 오차에 영향을 끼치는 파라미터들로
는 scaleFactor, numLevels, numPoints 등이 있으며, 이 설정값
들의 변화에 따라 트래킹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차의 정도가 달
라진다. 특히, 카메라의 이동량 변화가 큰 지점에서 세 가지 파
라미터 설정에 따른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ORB-SLAM의 트래킹 정확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파라미터
들은 numPoints, numLevels, scaleFactor 등이며, numPoints는
추출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 numLevels는 영상 분해 수준을 나
타낸다. scaleFactor는 이미지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각 프레임을
원본 프레임보다 크게 또는 작게 만드는 변환에 사용되며, x축
과 y축 방향으로의 스케일 비율을 지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세 가지 파라미터 값의 차이에 따라서 트래킹 소요 시간, 카메
라 궤적 오차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no

1

2

3

4

5

scaleFactor

1.26

1.32

1.38

1.56

1.62

numLevels

6

6

7

5

5

numPoints

640

680

720

840

880

RMSE

0.09200 0.21059

0.08661 0.13405

0.16929

Runtime(sec)

302.467 340.655

294.754 308.363

295.529

<표 2> 파라미터 값 변화에 따른 RMSE
<표 2>는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제하여 총 5개의 파
라미터 조합을 선정한 결과이다. 선정된 파라미터 조합들을 통
해 실제 이동 경로와 추정된 경로를 비교하여 이동량 혹은 회전
변화량에 따라 크게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프레임 단위의 구간별로 나누어 파라미터 값을 변경
하여 트래킹 오차를 최소화 했다.
2.2 이동량과 오차와의 상관관계
TUM RGB-D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기존의
ORB-SLAM으로 SLAM을 수행했을 때, 카메라의 이동량과 회
전량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오차가 누적되어 드리프트 에러(drift
error)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따라서 각 프레임별 카메라의
좌표계를 상대변환을 적용하여 평행이동과 회전변환을 계산했
다. <그림1>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여 각 프레임별 추정값
의 이동거리 변화량, 추정값과 ground truth의 오차 상관관계를

- 1871 -

나타낸다. <그림 2>는 오일러 변환을 사용하여 각 프레임별 추
정값의 회전 변화량, 추정값과 ground truth의 오차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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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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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소 오차 구간별 파라미터

(a) no.1

(b) no.2

(c) no.3
(a) X좌표
(b) Y좌표
(c) Z좌표
<그림 4> 기존 ORB-SLAM 경로

(d) no.4
(e) no.5
<그림 1> 이동량과 gTruth 비교 그래프;

(a) X좌표

(a) no.1

(b) no.2

(b) Y좌표
<그림 5> 최적화한 경로

(c) Z좌표

<그림 4>, <그림 5>의 결과처럼 최적화된 경로(optimized
trajectory)가 기존의 orb-slam의 오차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
여줬다. 기존의 orb-slam의 RMSE는 0.17898, 최적화한 RMSE
는 0.06413의 결과로 약 2.8배 오차가 적은 성능을 보여줬다.

(c) no.3

3. 결

(d) no.4
(e) no.5
<그림 2> 회전량과 gTruth 비교 그래프;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이동량과 회전량에 따라서
ground truth와 추정된 경로의 오차값은 큰 상관관계를 확인하
기 어렵다. 하지만 규칙성이 있는 부분을 <표 2>의 5개의 파라
미터 값들을 비교하고, 최소의 오차가 발생하는 구간들을 정하
고 최적화를 한다.

론

본 연구에서 ORB-SLAM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을 변경하
여 프레임 구간별 실제 경로와 추정 경로의 오차를 측정하고 회
전량이 많은 구간과 이동량이 많은 구간에서 오차와의 상관관계
를 파악했다. 또한 각 파라미터값에 따른 오차를 비교하여 최소
오차의 범위가 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파라미터를 변경했고,
기존 ORB-SLAM의 결과보다 약 2.8배 좋은 성능을 확인했다.
현재는 ORB-SLAM3의 확장으로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를 ORB-SLAM3에도 적용시켜 정확도 판별을 하고 좋
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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