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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루프 폐쇄 검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한 데이터 집합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기존에 루프 폐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관한 검증 데이터 셋은 부정확하거나, 그 수가 부
족하고,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 셋을 보완 및 정제하여 루프
폐쇄 검출 실험을 위한 검증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영상 대응 행렬을 구성하여 쉽게 정밀도(precision)
및 재현율(recall)과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실제 루프 폐쇄 검출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1. 서 론

루프 폐쇄 검출 문제는 주로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분야이다

[1]. 여기서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란 센서가 장

착된 로봇이 어떤 환경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며 동

시에 환경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동시

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은 자율주행, 로보틱스, 증강현

실, 가상현실과 같이 로봇 에이전트의 위치 또는 환경 맵이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비전 응용에서 널리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루프 폐쇄 검출 문제는 로봇 에이전트가 환경

을 탐사할 때 로봇의 현재 위치가 이전에 방문했던 위치인

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주로 카메라 영상의 분석을 통해 이

루어지며 부가적인 센서정보(GPS, IMU 등)의 융합을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큰 범주로서 장소 인식 문제

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로 장소 인식에서 활용하는 평가 방

법을 이용하여 평가된다. 이 경우, 두 영상 쌍이 주어졌을

때 두 영상이 같은 장면을 나타내는 영상이면 1을, 아니면

0을 가지는 지상 진실 데이터와 루프 폐쇄 검출 알고리즘

으로부터 계산된 영상 유사도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현재까지 루프 폐쇄 검출 문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검증 데이터 셋은 부정확하거나, 그

수가 부족하고,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루프 폐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한 데이터 셋의 생성 방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

한 데이터 셋을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한다1).

1) https://github.com/JustWon/LCD_Dataset

2. 관련 연구

현재 루프 폐쇄 검출 문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증

데이터 셋은 Oxford 대학에서 공개한 City centre와 New

college 데이터 셋이 있다 [2]. 두 데이터 셋은 로봇에 장

착된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의 입력 영상을 매 1.5m 간격

으로 촬영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있다. City centre 데이터

셋은 도심 환경에서 도로 위를 움직이며 보행자와 자동차

등이 촬영된 영상이고, New college 데이터 셋은 공원 환

경에서 꽃, 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건물이 촬영된 영상이다.

그림 1은 해당 데이터 셋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 데이터 셋은 촬영된 영상과 로봇 에이전트의 GPS좌표

및 루프 폐쇄 검출을 위한 지상 진실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하는 지상 진실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같은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면인 것으로 분류를 해놓

은 것이 다수 포함 되어 있었다. 해당 데이터는 GPS 데이

터를 이용하여 가까운 위치이면 루프 폐쇄 인 것으로 표시

했는데 GPS 위치가 같아도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면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는 루프 폐쇄 검출을 위한 정

확한 지상 진실 데이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City centre New college

(그림 1) City centre 및 New college 데이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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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 of

testers

upper

bound

lower

bound
Offline

screening

NC 5 3 2
CC 6 5 2

Online

screening

NC 7 - 6
CC 16 - 8

표 1.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 단계에서의 파라미터 값

(그림 3) 설문조사 파라미터 값의 시각화

(그림 2) 설문조사 단계에서 사용한 웹페이지 화면

최근에 딥러닝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루프 폐쇄 검출

문제에도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러

한 연구의 일환으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루프 폐쇄 검출 방법이 소개되었다 [3].

이 연구에서는 루프 폐쇄 검출의 성능 검증 데이터 셋으로

UA Campus 데이터 셋을 사용했다. 이는 야외 환경에서

하루 중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의 5가지 자연 조명 변

화 아래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가며 촬영한 영상이다. 다양

한 조명 변화 아래에서의 루프 폐쇄 검출 성능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상 데이터 셋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지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영상 데

이터 셋으로 KAIST All Day 데이터 셋이 있다 [4]. 자동차

에 설치된 색상 카메라, 열감지 카메라, IMU 센서, GPS센

서를 활용하여 야외 환경에서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에 같은

경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며 얻은 데이터의 정보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 데이터 셋은 루프 폐쇄 검출의 성능 검증 목적을

위해 생성된 데이터 셋이 아니므로 지상 진실 데이터를 제

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 루프 폐쇄 검출의 검증 데이터 셋 생성 방법

본 장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소개한 City centre, New

college, KAIST All Day 데이터 셋을 정제하여 루프 폐쇄

검출 실험을 위한 검증 데이터 셋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3.1 City centre와 New college데이터 셋 정제
City centre (CC) 와 New college (NC) 데이터 셋은 스

테레오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이 특정한 경로를 이동하면

서 1.5m 간격으로 촬영된 영상과 GPS 정보를 포함한다.

City centre 데이터 셋은 2474개의 영상이, New college

데이터 셋은 2146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로 GPS 정보를 이용하여 i번째 영상과 j번째 영

상의 쌍 (i,j)에 대해, 두 영상이 촬영된 위치의 직선거리가

0.8m 이하인 영상 쌍 (i,j)를 저장한다. 하지만 영상이 촬영

된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영상 간의 직선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루프 폐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앞선 검사를 통과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람이

직접 루프 폐쇄를 검출하는 오프라인 설문 조사 단계를 거

친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자가 약 900쌍의 영상에 대해 루

프 폐쇄 판단을 수행하며 루프 폐쇄로 인정하면 해당 영상

쌍에 대해 1점을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

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실험에 대한 통계에서 영상 쌍의 점

수가 특정한 상한값보다 큰 경우에는 루프 폐쇄로 인정하

고, 특정한 상한값과 하한값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은 영상 쌍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영상 쌍에 대해 추가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단계를 거

친다. 그림 2는 설문조사 단계에서 사용한 웹페이지의 화면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단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영상 쌍으로 판단된 데이터 셋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2)

의 임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단계를 수행

했다. 오프라인 검사와 마찬가지로 각 영상 쌍에 대해 점수

를 추가하여 루프 폐쇄 검출의 최종 판단을 수행했다. 루프

폐쇄 검출의 최종 판단은 영상 쌍의 점수가 특정한 하한값

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영상 쌍을 최종적으로 루프 폐쇄로

인정하고 검증 데이터 셋을 생성했다. 표 1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 조사 단계에서의 총 검사자 수, 상한값, 하한

값을 나타내고 그림 3은 파라미터 값의 시각화를 보여준다.

2) https://www.facebook.com/groups/TensorFlo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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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ity centre 데이터 셋의 영상 대응 행렬

3.2 KAIST All Day데이터 셋 정제
KAIST All Day 데이터 셋은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가

야외 환경에서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에 동일한 경로를 주행

하며 얻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각 시간대에

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수작업으로

영상을 보면서 루프 폐쇄를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 오전

2시(AM02), 오전 5시(AM05), 오전 9시(AM09), 오후 2시

(PM02)의 시간대에 촬영한 영상을 수작업으로 검토하여 검

증 데이터 셋을 생성했다.

(그림 4) 시간대별 서로 다른 루프 폐쇄 위치

4. 검증 데이터 셋 생성 결과

최종적으로 생성된 루프 폐쇄 검출의 검증 데이터 셋의

일부를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냈다. 전체 영상은 본 논문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y centre New college

(그림 5) 정제된 City centre 및 New college 데이터 셋

AM02 AM05 AM09 PM02

(그림 6) KAIST All Day 데이터 셋

검증 데이터 셋을 생성한 다음 실험에서 사용하기 편리하

도록 영상 대응 행렬을 구성했다. 영상 대응 행렬이란 루프

폐쇄로 판단된 영상들의 전체 집합에서 가능한 모든 영상

쌍에 대해 어떤 영상 쌍 (i,j)가 루프 폐쇄이면 1 그렇지 않

으면 0을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다. 그림 7에서 그림 11까

지는 각 데이터 셋에 대한 영상 대응 행렬을 보여준다. 최

종적으로 이 영상 대응 행렬을 이용하여 루프 폐쇄 검출 알

고리즘의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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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ew college 데이터 셋의 영상 대응 행렬

(그림 9) KAIST All Day(East) 데이터 셋의 영상 대응 행렬

(그림 10) KAIST All Day(West) 데이터 셋의 영상 대응 행렬

(그림 10) KAIST All Day(North) 데이터 셋의 영상 대응 행렬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루프 폐쇄 검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한

데이터 집합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기존에 루프

폐쇄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살펴보

고 각 데이터 셋의 단점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여

검증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공

개 했다. 차후에 많은 루프 폐쇄 검출 연구에서 본 논문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좋은 연구 성과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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