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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ulti-robot localization based on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incomplete and noisy data. While the traditional algorithms for MDS work 
on the full-rank distance matrix, there might be many missing data in the real world due to occlusions. 
Moreover, it has no considerations to dealing with the uncertainty due to noisy observations. We 
propose a robust MDS to handle both the incomplete and noisy data, which is applied to solve the 
multi-robot localization problem. To deal with the incomplete data, we use the Nyström 
approximation which approximates the full distance matrix.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we 
formulate a Bayesian framework for MDS which finds the posterior of coordinates of objects by 
means of statistical inference. We not only verify the performance of MDS-based multi-robot 
localization by computer simulations, but also implement a real world localization of multi-robot 
team. Using extensive empirical results, we show that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is almost 
similar to that of Monte Carlo Localization(MCL). 

Keywords : Multidimensional Scaling, Multi-Robot Localization, Nyström approximation, Monte Carlo 
Localization. 

 
 

1. 서  론 
 
이동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현재

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단
일 로봇에 대한 위치 인식 뿐만 아니라 협력적으로 여
러 대의 로봇들(멀티로봇)의 위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문제들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부가적인 인프라를 필

요로 하지 않는 협력적인 방식의 멀티로봇 위치인식

이 [1]에서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고정자-이동자” 전

략에 기반한 방법으로 전체 로봇들을 우선 두 그룹으

로 나눈다. 어느 한 시점에서 한 그룹은 “고정자”가 
되어 정지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동자”가 되어 목

표를 향해 주행하게 된다. 이동자 그룹에 속하는 로봇

들은 고정자에 속한 로봇들을 랜드마크로 삼고 주행

중 발생하는 오도메터리(Odometry) 오차를 보정하게 
된다. 각 그룹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까지 각각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주행하게 된다.  

개개의 로봇에 대한 위치 인식을 위하여 확률론적인 
방법인 몬테카를로 위치인식(Monte Carlo Localization ; 
MCL)이 제안되었고, 이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유사한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다[2]. 또한 멀티로봇들이 적절

하게 협력하면서 로봇들의 수가 증가 할 때마다 MCL
의 정확도가 향상됨을 [3]에서 보였다. MCL에 기반 하
지 않고 로봇들 상호간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 관측치

들의 관계만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4], [5], [6]에서 제안

되었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kihood Estimation)
을 이용한 멀티로봇 위치인식 방법이 [7]에서 소개되

어졌으며, 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한 방법들도 [8], 
[9]에서 이미 제안되었다.  

최근에 제안되어진 대부분의 멀티로봇 위치인식 방

법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환경 내에서 “로봇들 자신

이 어디에 있는가?” 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연구(논문)는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수행하는 21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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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맵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알려져 있거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미지의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멀티로

봇 위치인식문제는 멀티로봇들로 구성된 팀 내에서 
로봇 각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로봇의 위치좌표를 찾

아내는 전역적 위치 추정과 맵빌딩을 위한 과정으로

서의 위치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팀 내에

서의 상대적 위치인식에만 초점을 맞춘다. 만일 모든 
로봇들의 전역적 위치를 파악하려면 멀티로봇 팀을 
대표하는 한 대 이상의 로봇에 GPS등 정밀위치 측정

장비를 부착하거나 그 로봇에 대해서만 잘 알려진 전

역위치인식 방법을 적용한 후 그 로봇의 위치를 원점

으로 삼고 상대적 위치 변위를 보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제안 하는 방법은 거리매핑(Distance Mapping)
에 기반한 멀티로봇위치인식 방법이다. 거리매핑이란 
오브젝트들간의 상대적 위치정보만을 가지고 오브젝

트들의 좌표를 구해내는 과정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 MDS)를 적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거리 매트릭스에서 부족한 관측치들에 대한 문제 
(Incomplete Data Problem)를 Nyström approximation을 이
용하여 Full-Rank 매트릭스로 근사화 하였다. 둘째, 
노이즈 혹은 관측오차등의 불확실성 (Uncertainty)를 
다룰 수 있도록 해석적 방법에 기반한 Classical 
MDS를 Bayesian 수식화를 통해 통계적 추론 기반

의 MDS로 재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하는 방법의 핵심요소인 MDS 프레임워크에 대하

여 서술한다. 3장에서는 MDS에 기반한 멀티로봇 
위치인식 방법을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시뮬

레이션 실험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정리

하였다. 
 

2. Multidimensinal Scaling 
 
MDS는 원래 오브젝트들의 근접성 혹은 유사도의 

패턴을 시각화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도시

들 간의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주어졌

을 때, MDS를 통해 그려지는 도시들 간의 맵은 가까

운 거리의 도시는 맵상에서도 가깝게, 먼 거리의 도시

는 맵상에서도 멀게 나타내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시들

의 지리적인 실제 위치를 잘 반영하게 된다.  

2.1 Classical MDS 

Classical MDS 는 주어진 유클리드 거리 매트릭스 
(Euclidean Distance Matrix)로부터 오브젝트들의 p  

차원좌표 즉 ),1,=( nrr Kx 를 구하는 과정을 말한

다. 두 오브젝트 rx  와 sx  사이의유클리드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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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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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유클리드
2
ijd  와 B 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j
T
ij

T
ji

T
iijd xxxxxx 2=2 −+  

.2= ijii bbjjb −+                     (2) 
 
여기서 좌표 매트릭스 X 를 원점에 대해 D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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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j

b

i
b∑ ) 식 (3)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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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

2
1= ijij da −  이다. 

Centering matrix TN 11IH 1= −− 가 주어졌을 때, 

HAHB = 로 표현함으로써 ][ ija = A 에 대한

Double-Centering을 적용할 수 있다. 매트릭스 B  
는Symmetric 하고 Positive Semi Definete이다. 또한 

prankrankrank T =)(=)(=)( XXXB 이므로 식(5)와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TΓΛΓB                 (5) 

 
여기서 ),,(= 1 pdiag λλ LΛ 는 B 의 Eigenvector 

),,(= 1 pγγ LΓ 에 매칭되는 Eigenvalue들의 대각행렬 이
다. 마지막으로 p차원의 좌표 pRX∈  얻기 위해

서 식 (6)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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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ΓΛX                 (6) 
 
2.2 Nyström approximation  

Classical MDS는 Full-Ranked 거리 매트릭스가 주
어질 경우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식(5)에서 수행하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계산복잡도가 3( )O N  로써 오브젝

트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사법을 적용하

였다. Nyström Approximation은 Gram kernel 혹은 유클

리드 거리매트릭스의 채움문제(Completion Problem)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Nystrom approximation은 거리매

트릭스 D 의 부분행렬만을 사용하여 커널매트릭스 
K 를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두개의 매트릭

스 K  와 D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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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N을 전체행렬의 크기라고 할 때, A , E 의 
행렬크기는 mm× , B 와 F  의 행렬크기는 

)( mNm −× , 그리고 C 와 G 의 행렬크기는 각 각 
)()( mNmN −×− 이 된다. Nyström approximation은 

매트릭스 K 에 속한 E  와 F 만으로 모든 오브

젝트들의 좌표 ix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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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과 식 (7) 관계에 의해 부분행렬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XXTE   ,= YXTF           (9) 
 
여기서 E  는 2.1절에서 설명한 Classical MDS에서

의 B 와 같다고 고려한다. 그러면 E  에 대하여 

SVD를 적용하여
TE ΓΛΓ= 식(6)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 좌표들을 가지고 선형시스템을 풀어서 
F 에 해당하는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우선 F 와 
관련있는 오브젝트 좌표들을 Y로 두고 다음 식을 
계산한다. 
 

.== 1/2FF TT −− ΛΓXY          (10) 

X와 Y를 식(8)에 대입하면 K 를 다음과 같이 근
사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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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에서와 같이 근사화한 K 의 rank는 m 보

다 작거나 같다. 근사화의 등식은 FEFG T 1−−
에 비례하게 된다. 부분행렬 E  와 F 는 실제 거

리매트릭스인 D 의 부분행렬 A  와 B 로부터 계

산할 수 있다. ( A  와 B 는 거리데이터 이므로 

E  를 F 를 구하기 위해서는 Double-Centering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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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e 는 모든 요소가 1인 벡터이다. 이렇게 
식 (13)은 식(4)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2.3 통계적 추론기반 MDS 

Classical MDS에서는 관측값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응용에

서는 센서의 부정확성 혹은 외부잡음등의 요인으로 
관측값에 불확실성이 추가되어 지고, 어떠한 방법

으로든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는 통계적 추론에 기반한 MDS를 
고려하였다. 먼저 잡음이 포함된 관측값 δ 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 2σδ ijij dN∼ , 여기

서 ijd  는 실제거리이고 2σ  는 잡음 분포의 분산이

다. 일반적으로 두 오브젝트간의 진짜 거리는 관측

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센서를 통해 측정한 거리

는 센서의 특성에 의한 잡음분포의 영향을 받게 된
다. 통계적 추론 기반의 MDS를 위해 다음의 매트

릭스들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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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추정하고자 하는 거리, Δ는 관측한 거
리에 대한 매트릭스 들이다. Classical MDS에서는 Δ
를 실제거리라 가정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D 를 통
계적 추론에 기반하여 추정하였다. D  와  Δ  간의 
Baysian 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Δ
ΔΔDΔ

DP
PDPP

∫           (15) 

 
Δ가 주어졌을 때, 식(15)에 의해 D를 추론함으

로써 실제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 ΔDP  의 최
대사후확률(Maximum A Posterior ;MAP)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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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1=)( 12 ΔDΣΔDΣΔ|D −−−− −TlnlnP π   (16) 

 
식(16)을 풀기 위해 [10]에서 소개한 `Metropolis 

Hasting'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식(17)의 해를 거
리매트릭스의 추정치로 한다. 

 
).(maxarg Δ|D

D
lnP            (17) 

 
3. Robust MDS 기반 멀티로봇 위치인식 

 
이 절에서는 불완전한 거리정보를 채우기 위해 

Nyström approximation으로 근사화 하고, 통계적 추
론으로 관측값의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Robust 
MDS에 기반한 멀티로봇 위치인식에 대하여 설명

한다. 로봇 상호간의 거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측정장비 (레이져, 초음파, 비전센서등)
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거리매트릭스 초기

화에서 이동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동거리 혹은 
방향을 계산할 수 있는 장치들(방향계, Odometry)이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시간 t에서 로봇 i의 위

치를 ( )ix t 라고 할 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상
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21 txtxtxtxtX NK     (18) 

 
표1 에서 제안하는 위치인식 방법의 알고리듬을 

요약하였다. 
관측치 매트릭스 Δ 중 거리측정센서의 범위 밖

에 있거나, 다른 로봇 혹은 장애물에 의해 가려진 경
우 관측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3가지 초기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 Robust MDS기반 위치 인식 알고리듬 

초기화: 

- N 개의 로봇에 대한 거리 관측치 매트릭스 Δ를 획득 

- 식 (17)로 거리매트릭스 D 를 추정 

- 식 (7)의 A행렬( m 차원의 부분행렬)이 우선 되도록 정렬

Nyström approximation: 

- 식 (12)와 식(13)을 이용하여 거리 매트릭스 D 로부터 

부분행렬 E  와 F 를 계산 

-  Full-Ranked 커널 K를 K~ 로 근사화 
좌표계산 : 

- 식(5) SVD로  TE ΓΛΓ=  계산  

- 식(6)을 계산 ]2,...,,[= 1 NxxxX  : 멀티로봇들의 상대적 
위치 좌표 

 
RANDOM – 주어진 환경이나 로봇의 이동과 관련

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경우 가장 쉽게 고려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각의 좌표를 난수에의해 
초기화 한다. 

 
),()( 2(0) σμNtX )  

 
PREVIOUS – 매 스텝마다 로봇의 움직임이 적은 
경우에는 이전 단계에서 계산한 위치를 현재 단계

에서 초기치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1)(=)((0) −tXtX  
 

PREDICTION – 만일 로봇 스스로 움직인 거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이전단계에서 계산 
했던 위치에 현재 이동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현재 
단계에서의 초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tXtXtX ρ+−  

 
여기서 )(tXρ 는 로봇의 이동 정보이다.  

 
4. 실험결과 

 
4.1 초기화 전략에 따른 성능 

그림 1은 3절에서 설명한 관측치 거리 매트릭스의 
3가지 초기화 전략에 따른 성능비교에 관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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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MATLAB에서 100대의 로봇의 이동과 관측

거리를 모델링하여 1200 스텝에 대하여 위치인식을 
수행할 때, 수렴하는 데 소요된 반복횟수(iterations) 
(그림 1(a))와 위치 인식 결과 중 한 예(그림 1(b))를 
보였다. MDS는 100대 로봇에 대한 상대위치를 계산 
했지만, 기준이 되는 로봇의 절대위치가 매 스텝마

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주어지므로 좌표변

환에 의해 위치인식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실험결

과 RANDOM의 평균반복횟수는 40.92, PREVIOUS는 
18.20, PREDICTION은 12.46회 에 수렴하였으며, 이 
때 상대적인 위치 오차는 RANDOM은 0.16(meters), 
PREVIOUS는 0.143, PREDICTION은 0.132를 보였다. 
이동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PREVIOUS를 
통해 RANDOM보다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4.2 모든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로봇에 부착된 거리측정 장비가 장애물에 의한 
가리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RFID, 무선표지기반), 
모든 로봇들간의 상대적 거리를 획득할 수 있는 이
상적인 공간을 가정하였다. 

그림 2는 로봇이 4대에서 20대사이 일 때 MCL
에 의한 방법과 제안한 Robust MDS에 기반한 멀티

로봇 위치 인식의 평균 성능이다. 제안하는 위치인

식 방법은 다른 로봇들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필
요가 없지만, MCL을 멀티로봇 위치인 식으로 확장 

 

 
(a) 각 step에서 수렴을 위해 소요된 반복횟수 비교

 
(b) 로봇 100대의 위치 인식 

그림 1. 초기화 전략에 따른 성능 

 
그림 2. 위치인식 성능비교 MCL vs Roboust MDS 

 
하기 위해서 “고정자-이동자” 전략을 통해 고정자 그
룹에 속한 로봇들을 랜드마크로 활용하였다. 실험결

과 MCL방법의 평균오차는 0.43이고, Robust MDS 방
법의 평균오차는 0.41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4.3  미관측 거리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제환경에 보다 근접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Player/Stage환경[11]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a)는 실험을 수행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나타낸다. 

모델된 로봇은 P3DX이며 각 로봇은 8미터 관측

가능거리, 180도 시야각의 SICK200을 탑재하고 로

봇의 ID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를 부착하게 하였

다. 따라서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장애물에 의 
 

 
(a) 9대 로봇 Player / Stage 환경 

 
(b) 주행 자취 (Dot; ground Truth,  도형; 위치인식결과) 

그림 3.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멀티로봇 위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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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리워지거나, 관측가능거리 혹은 시야각을 벗어

난 로봇들에 대한 거리 정보는 획득할 수 없다. 9대

의 로봇이 교차로형 복도에서 Π  형태로 이동하는 
중 위치인식결과를 그림 3(b)에서 나타내었다. 9대의 
로봇들을 위한 거리매트릭스를 위해서 81개의 관측

치가 필요하지만, 시뮬레이션 중에는 30~65개 사이

의 미관측치가 발생하였다. 실험결과 관측치의 잡음

에 대한 분산이 0.2(meters), 이동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산이 0.1일 대 평균오차는 0.42를 보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역적 위치인식과 맵 빌딩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멀티로봇의 상대적인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제안한 Robust MDS방법은 통계적 추론

을 위한 Bayesian 수식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게 하였고 Nyström Approximation으로 무거운 계산복

잡도의 과정을 근사화 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

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 뿐만 아니라 실제 
멀티로봇팀의 위치인식에 적용하였다. 기존 방법과의 
비교에서 MCL방법에 의한 멀티로봇 위치인식에 근접

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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