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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외 정밀 위치 추정을 위하여 설계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결

합 시스템의 잡음 필터링 기법과 데이터 결합을 위한 기법을 소개한다. 실외 이동 항체의 속도 변화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

하는 INS의 잡음들을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신호를 분석하고 발생하는 잡음들을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며 제거할

수 있는 차등 임계화 기법을 통한 필터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항체의 가/감/등속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로우/하이 필터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왜곡이 일어나는 기존 필터링 기법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UPF를 이용해 비선형 특성과, 비가우시안 잡음

의 특성을 가지는 실외 이동 항체의 GPS와 INS의 결합시킴으로서 실외에서 정밀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설

계하여 실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dvanced outdoor localization algorithm of a GPS(global positioning system)-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integration system. In order to reduce noise from the internal INS sensors, discrete wavelet transform

and variable threshold method are utilized. The UPF (unscented particle filter) combines GPS information and INS signals

to implement precise outdoor localization algorithm and to reduce noise caused by the acceleration, deceleration, and

unexpected slips. The conventional de-noising method is mainly carried out using a low pass filter and a high pass filter

which essentially result in signal distortions. This newly proposed system utilizes the vibration information of actuator

according to fluctuations of the velocity to minimize signal distortions. The UPF also resolves non-linearities of the

actuator and non-normal distributions of noises.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real

experiments and the results are demonstrated.

Keywords : Inertial Navigation System, Global Positioning System, Discrete Wavelet Transforms, Variable

Threshold Method, Unscented Particl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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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실외위치추정 항법 중 관성항법 시스템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과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를 결합하여 정밀 위치추정을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INS는 절대위치와

상대위치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

(Accelerometer sensor), 자이로 센서(Gy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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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마그네틱 컴파스 (Magnetic compass) 등으로

구성 되어 짧은 시간 동안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

지만 센서 자체의 특성 오차와 외부 환경에 의한 외란

으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누적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GPS는 짧은 시간에 대한 오차가 크고, GPS 신호를

수신 받지 못하는 환경에 신호의 단절 있을 수 있지만

위성신호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신호를 수신 받아 위

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누적오차를 가지지 않아 장시간

의 안정적인 절대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 항

법은 이러한 서로의 특성을 보완하여 실외에서 정밀한

위치추정이 가능하게 한다[4～6].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항체의 속도 변화에 따른 INS의 신호 변화를 측정할

때 신호의 필터링을 위해 특정 대역의 고역 통과 필터,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했다. 이는 항체의 속도 변화에

따른 신호를 능동적으로 필터링 하지 못하고 신호의 왜

곡을 가져온다. 또한 INS와 GPS 결합은 항체의 비선형

적인 운동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선형적이라는

가정하에 위치 정보를 결합하기 때문에 실제 항체의 주

행 궤적과 오차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개선하기 위

하여 항체의 속도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잡음을 제거

하면서 신호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s)와 VTM (Variable

threshold method)을 이용하여 INS의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며, 실외 이동 로봇과 같이 비선형적이고 비정규

분포 잡음 (Non-normal distribution)을 가지는 시스템

의 INS/GPS 결합을 위하여 파티클 필터(PF:Particle

filter) 에 Unscented Transform을 적용한 UPF

(Unscented particle filter)를 이용한 실외 정밀 위치 추

정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DWT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다.

Ⅲ장에서는 UPF에 대하여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DWT

와 UPF를 이용한 실외 정밀 위치 추정에 대해 설명한

다. V장에서 실험을 통해 실외에서 실외 이동 로봇의

속도 변화에 따른 실외 정밀 위치추정을 검증하고, 마

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Discrete Wavelet Transform

WT (Wavelet transform)은 FFT (Fast fourier

Transform),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와

더불어 최근 신호처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

호 변환 기법으로 유한한 길이의 기저함수 (Basis

function)를 사용하여 본래의 신호를 표현할 때 적당한

신호의 모임을 정하고 그에 적절한 신호 (Basis signal)

또는 빌딩블록 (Building block) ( )n ty 를 이용하여 주어

진 신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기본 WT는 식 (1)과 같

이 나타낸다.

( ) ( )n n
n

f t a ty=å (1)

FFT는 신호처리 및 미분방정식의 해법에 많이 사용

되었으나, 그 특성상 주파수 영역에서만 신호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 신호의 시간정보와 주파수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7].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푸리에 빌딩블록에 창문함수라 불리

는 시간에 의존하는 가중함수를 붙인 STFT이 도입되

었다. STFT는 독립적인 창문함수를 기존의 푸리에 변

환에 가중함수를 붙여 사용하므로 분석 영역이 시간-주

파수에 대하여 항상 일정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확률

적인 특성이 변하는 약정상 신호 (non-stationary

signal)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WT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창문함수를 사용

하지 않고 모(mother) 웨이블릿을 팽창 또는 수축으로

척도구성 (scaling)하고 이동한 결과로 생기는 함수들을

빌딩블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STFT보다 신호 분석의

해상도를 높여 효율적인 시간-주파수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7].

WT는 모 (mother)웨이블릿 ( )ty 을 모든 시간에 대

하여 이동시켜 저주파 성분은 팽창 (High scales), 고주

파 성분은 수축 (Low scales)시켜 이동시킴으로써 신호

의 고주파, 저주파 성분을 모두 분석하는데 특정 해상

그림 1. (a) 푸리에 변환, (b) 국소 푸리에 변환,

(c) 웨이블릿 변환 에 의한 시간-주파수 영역

Fig. 1. Time-frequency analysis area by (a) Fourier

transform, (b)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c)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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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는 낮은 해상도(resolution)에서 출발하여 원하

는 해상도에 이르기까지 다중해상도로 원신호를 해석하

는 것을 다중해상도해석, 즉 MRA (Multi resolution

analysis)이라고 한다. 식 (2)와 같이 t-¥ < < ¥에서

는 웨이블릿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급수 전

개 형태로 쓰면 스케일을 표현하는 인덱스( )j 와 평행이

동을 나타내는 ( )k 에 대한 이중 (summation)으로 표현

된다.

, , ,, [ ]j k j k j j k
j k j k

f f d ky y y
¥ ¥ ¥ ¥

=-¥ =-¥ =-¥ =-¥

= < > ºå å å å (2)

식(2)의 ,, j kf y< >는 f 와 ,j ky 과의 내적 (inner

product)를 나타낸다. MRA의 개념을 활용하면 식(2)의

웨이블릿 ( )ty 는 스케일링 함수 ( )tf 로부터 식(3)을 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스케일링 함수 사이에서도 식(4)의

웨이블릿 함수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보일 수 있다
[9]

.

( ) 2 (2 )n
n

t h t nf f= -å (3)

( ) 2 (2 )n
n

t g t ny f= -å (4)

식(3), 식(4)에서 나타내는 계수 nh 와 ng 는 저주파 통

과, 고주파 통과 필터로 nh 와 ng 의 관계는 식(5)와 같다.

1( 1)n
n ng h -= - (5)

한 단계(level) 위의 스케일링 함수는 한 단계 아래의

스케일 함수와 웨이블릿 함수의 합성(Convolu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저주파 영역으로 다시 고주파 영

그림 2. 1차원 웨이블릿 변환의 분해

Fig. 2. Multilevel 1-D wavelet transform decomposition.

역과 저주파 영역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관계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15].

Ⅲ. Unscented Particle Filter

동적 시스템에 대한 상태변수 추정 문제를 풀기 위

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확률론에 근거

한 방법은 상태변수로 이루어진 확률공간을 구성하고

Ⅴ, 시스템의 동적 특성과 측정치를 이용하여 상태변수

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확률을 결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베이시안 추정

(Bayesian estiamtion)기법에 근거한 방법으로 대표적

으로 칼만 필터(KF : Kalman filter)와 파티클 필터 등

이 위치추정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0]. 시스

템 모델과 잡음의 종류에 따라 여러 필터들의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선형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필터 중 잡음을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는 다른 필터들과는 다르게 파티

클 필터는 확률분포를 사용하므로 비선형, 비정규분포

의 추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1].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은 SIS (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과 Re-sampling으로 이루어 진다. SIS에서는

다음 파티클을 추측하고 각 파티클의 가중치를 계산한

다. 식(6)은 k번째 상태의 i번째 파티클의 분포와 가중

치를 나타낸다
[12]

.

1

1
1

1
1

eff thr

1

SIS :  x ~ (x | x , z )

(z | x ) (x | x )Weight :
(x | x , z )

Re-sampling :If < ,[ , ] [ , ]

ˆOutput : ( )

i i
k k k k

i i i
i i k k k k
k k i

k k k
i i j

N
i i

k k k
i

q
p p

q
N N x w x N

x w f x

w w

-

-
-

-

-

=

=

®

=å

%

%

%

(6)

SIS과정을 반복하여 가중치가 매우 작아진 파티클이

Filter System model Noise

KF Linear Normal distribution

Extended

KF
Non-linear Normal distribution

Unscented

KF
Non-linear

Non-normal

distribution

PF Non-linear
Non-normal

distribution

표 1. 시스템 및 잡음 모델에 따른 필터

Table 1. Filters for system model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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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티클 필터 진행 과정

Fig. 3. Progress of particle filter.

무시되면 총 파티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

해 효율적인 추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Re-sampling

과정을 거쳐 각 파티클의 가중치를 고루 분산시키고 적

정 파티클 개수를 유지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이 그림 3이다.

비선형시스템의 SIS과정에서 UKF에서 이용되는 UT

활용하면 평균과 공분산을 보다 정확하게 전파시킬 수

있다. UKF는 UT을 이용하여 평균과 공분산을 전파시

킨다.

UT는 평균값이 x (L차원), 공분산이 xP 인 랜덤변수

에서 식(7) 과 같이 샘플포인트 (Sigma point)를 정한

다. 각 샘플 포인트를 식(8)와 같이 비선형시스템에 통

과 시킨다.

0 ,

( ( ) ) , 1,..., ,

( ( ) ) , 1,..., 2 ,
i i

i i L

L i L

L i L L

c

c l

c l -

=

= + + =

= - + = +

x

x

x

x P

x P (7)

( ), 0,..., 2 ,i iY f X i L= = (8)

시스템을 통과한 샘플 포인트를 식(9)과 같은 가중치

W를 이용해 식(10)과 같이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한 평

균과 공분산을 구하면, 실제분포의 평균, 공분간과 매우

근접한 추정 평균값 kx 와 공분산 kP 를 구할 수 있다
[13]

.

( )
0

( ) 2
0

( ) ( )

,

1 ,

1 , 1,..., 2
2( )

m

c

m c
i i

W
L

W
L

W W i L
L

l
l

l a b
l

l

=
+

= + - +
+

= = =
+

(9)

| 1 | 1

| 1

( )

k k

i i i
k k k k k k k

i i T
k k k k y y k

K y y

K K
- -

-

= + -

= -

x x

P P P%%
(10)

이와 같은 UT를 SIS의 다음 파티클의 분포를 결정

하게 되는 평균과 공분산을 구하는데 사용하여 파티클

필터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킨 것을 UPF라하고 SIS

에 UT를 적용하면 식(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 1 0( | , ) ( , )i i i k i i
k k k k kx q x x Y N x P- »: (11)

아래의 그림 4는 INS와 GPS를 이용한 실외 정밀 위

치추정시스템의 UPF를 적용한 시스템 모델링이다.

이와 같은 UPF를 사용함으로써 비선형, 비정규분포

의 시스템에 적합하면서도 일반 파티클 필터에 비해 정

확도 높은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림 4. UPF를 이용한 INS와 GPS의 결합 시스템 모델

링

Fig. 4. Integration model of INS and GPS using UPF.

Ⅳ. 실외 정밀 위치 추정 시스템

1. Problems 정의

기존의 INS와 GPS를 결합하여 실외 정밀 위치추정

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게 된

다. INS를 구성하고 있는 센서들의 잡음이 항체의 속도

와 지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고려

하지 않고 특정 고역 통과,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항체의 동작 특성이 비

선형이고 INS와 G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 분포 잡음

을 정규 분포 잡음으로 가정하거나 항체의 운동 특성을

선형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선형 시스템 추정 필터를 적

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외 정밀 위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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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차를 발생시켜 실외 정밀 위치추정이 불가능하

게 하는 원인이 된다.

2. DWT를 이용한 INS 신호의 잡음제거

실외 위치 정밀 위치추정 시스템에서 INS는 항체의

가속도를 이용해 항체의 변위와 회전각을 측정하는 가

속도 센서, 항체의 각속도를 이용해 회전각을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항체의 진행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마그

네틱 컴파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센서 중 DWT

를 이용한 잡음제거가 필요한 센서는 가속도 센서이다.

가속도 센서는 외부 진동이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림 5의 속도1, 속도2와 같이 항체가 이동

을 할 때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이 가속도 센서의

출력 신호에 잡음으로 함께 출력되게 된다. 이러한 속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잡음의 제거는 DWT를 이

용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분석된 잡음을 속도에 따라

VTM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 할 수 있다. VTM은

DWT를 수행하여 계산된 각 level의 웨이블릿 계수가

임계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0으로 수렴하게 하게 만드

는 것이다. VTM는 Soft Threshold를 사용하여 임계화

를 하였으며 Soft Threshold는 식(12)와 같다.

( ( ) )
0

soft u sign u if u
T

otherwisel

l lì - ³ï= í
ïî

(12)

식(13)의 u 는 DWT를 수행하여 계산된 웨이블릿 계

수를 의미하며 VTM에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준값 l 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경우 식(13)에 의해 결정이 되고 s
는 신호의 표준 편자이고 n 은 신호의 샘플 개수를 의

미한다
[14]

. 그러나 식(13)에 의해 결정된 l 의 값이 최

그림 5. 항체의 속도 변화에 따른 가속도 신호 잡음

Fig. 5. Noise of the acceleration signal due to the

actuator velocity variation.

그림 6. DWT, VTM를 이용한 가속센서의 잡음제거

Fig. 6. Denoising of accelerometer sensor using DWT

and VTM.

적의 결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험을 통해 l 를

결정하게 된다.

2log nl s= (13)

따라서 VTM은 속도에 변화에 따라 출력되는 실제

신호를 고주파, 저주파 성분으로 분해하여 처리됨으로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3. UPF를 이용한 INS와 GPS의 결합 

INS와 GPS의 결합은 GPS에서 1초에 한번씩 업데이

트 되는 위치 정보를 약0.01초로 항체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는 INS의 정보로 보정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추정하는 것이다. UPF의 각 파티클은 자이로 센서로부

터 얻은 pitch축과 yaw축의 각속도와 가속도 센서로부

터 얻은 진행방향의 가속도정보를 입력으로 두고 이 값

을 누적하여 다음 상태를 추정한다. 이 때 UT를 이용

하여 보다 정확하게 비선형시스템의 다음 상태의 평균

과 분산을 전파시킨다. 그리고 GPS에서 1초에 한 번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 가속도 센서로부터 얻는 pitch

축의 회전각 정보, 마그네틱 컴파스로부터 얻은 yaw각

도와 GPS로부터 얻은 x, y 좌표 값, 즉 절대 각도와 절

대 위치를 측정모델로 두어 각 파티클의 가중치를 업데

이트 시킨다. 측정값으로부터 가까운 파티클은 가중치

가 높아지고 측정값으로부터 먼 파티클은 가중치가 줄

어든다. 가중치를 가진 각 파티클들의 가중합을 구하여

모바일 로봇의 보정된 yaw, pitch각도와 x, y 좌표를

구할 수 있다.

4. 실외 정밀 위치추정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항체의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INS의

잡음을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제거하기 위해

DWT를 이용하여 속도변화에 따라 VTM으로 잡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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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외 정밀 위치추정 시스템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precise outdoor location

estimation.

제거하고 비선형 특성과 비정규 분포 잡음을 가지는 실

외 이동로봇의 INS, GPS 결합을 위하여 UPF를 사용해

실외 정밀 위치추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DWT와

VTM을 처리과정을 거친 가속도 신호는 항체의 이동

거리를 추정하고 누적오차를 가지는 Pitch축 자이로 센

서의 회전각을 보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절대각도

를 측정할 수 있지만 외부 자기의 영향을 받는 마그네

틱 컴파스는 Yaw축의 자이로 센서 회전각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V. 실험 및 결과 

1. 실험환경 

실험에 사용된 INS는 3축 가속도 센서 1개, 1축 자이

로 센서 2개, 마그네틱 컴파스 1개로 구성되고 MCU는

TI사의 TMS320F28335를 사용하였다. 3축 가속도 센서

는 VTI Technologies사의 SCA3000-D01( 2g± ), 자이로

센서는 Analog Devices사의 ADIS6100( 300 / s± ° ), 마

그네틱 컴파스는 Philips사의 KMZ10A를 사용한 모듈

로 구성하였다. GPS는 UI_GOODS사의 UIGGUB02

-R001을 사용하였으며 항체로 사용한 실외 이동로봇은

인코더가 내장된 300W급 DC모터 4개로 구성된 실외

이동로봇 [ 732 * 920 * 720 (mm) ]을 사용하였다. 실

외 이동로봇의 전방을 진행 방향으로 하여 INS의 가속

도 센서 X축을 진행 방향으로 배치하였고 자이로 센서

는 Yaw축, Pitch축, 마그네틱 컴파스는 Yaw축으로 배

치하였다.

실외 이동로봇의 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은 주변

그림 8. INS 모듈

Fig. 8. INS module.

그림 9. 실외 정밀 위치추정 시스템 / 실외 이동로봇

Fig. 9. Precise outdoor location estimation system and

outdoor moving robot.

환경의 영향과 지면 상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부산대학교 내의 인조 잔디구장에서 실험하였다.

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를 위한 항체의 기준 이동

정보는 항체로 사용한 실외 이동로봇의 인코더와 인코

더의 누적, 슬림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KODEN사의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KBG-3

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직선, 곡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총 이동거

리 30m를 10m간격으로 실외 이동로봇을 가속 시켜 실

험하였다. 그림 10는 실외 이동로봇의 직선주행 실험에

서 DWT와 VTM를 거치지 않은 샘플링 시간 0.01～

0.011초로 약 37초간 획득한 3744개의 가속도 센서 X축

샘플 가속도 신호를 획득하여 속도와 변위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신호의 고주파 성분 때문에 속도가 음

으로 나타나고 결국 거리가 음으로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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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직선 주행의 X축 가속도, 속도, 변위

Fig. 10. Acceleration , velocity and distance of X-axis in

the straight movement.

그림 11. 직선 주행의 X축 가속도 신호에 DWT처리 후

VTM 적용

Fig. 11. Application of VTM to acceleration of X-axis in

the straight movement after DWT processing.

그림 12. 직선 주행의 X축 가속도에 DWT와 VTM 적용

하여 잡음을 제거한 가속도, 속도, 변위

Fig. 12. Acceleration, velocity and vistance of X-axis in

the straight movement after DWT and VTM.

가속도 센서의 신호 잡음을 가변적으로 제거하기 위

하여 웨이블릿 패밀리 중 Dmey (Discrete

Parameter Coefficient

Number of Particle   

Number of valid Particle   

System

Noise

Gyro Sensor

( Yaw, Pitch )
±

Acceleration Sensor

( x, y, z )
±

Measurement

Noise

GPS ±

Magnetic Compass

( Yaw )
±

Acceleration Sensor

( Pitch )
±

표 2. UPF의 계수

Table 2. UPF coefficient.

approximation of Meyer wavelet) 웨이블릿을 이용하

여 척도구성을 하고 Level5로 DWT하여 신호를 분석하

였으며 임계화 구간을 7구간으로 나누어 VTM을 적용

한 것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2은 가속도 X축

의 원신호를 DWT와 VTM처리 통해 속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고주파 성분의 잡음을 제거하여 속도1, 속

도2 구간에서는 거리오차가 약 0.2m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속도3 구간에서 거리오차가 약 1.2m로 나타나

총 거리 오차는 -1.42m로 나타났다.

이렇게 처리된 가속도 신호와 INS의 자이로 센서, 마

그네틱 컴파스 신호를 GPS의 NMEA(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 association) GPRMC code를 UPF로

결합을 통해 그림 13과 같이 직선주행, 곡선주행에서의

실외 이동로봇의 이동 궤적을 추정하였다. 사용한 UPF

의 계수는 표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INS 신호로 추정한 이동 궤적은

직선 주행과 곡선 주행 실험에서 동일하게 이동거리 오

차는 약 1- m로 나타나지만 Yaw축의 회전각을 추정에

사용한 마그네틱 컴파스, 자이로 센서 중에서 상대 회

전각을 측정한 자이로 센서의 누적오차로 인하여 Yaw

축 회전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져 실제 이동

궤적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GPS 신호는 실험 환경

이 GPS 위성 신호 수신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

도 최대 약± 3m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이렇게 짧은 시

간의 상대적 위치추정이 정확한 INS신호와 실시간으로

절대 위치를 수신 받아 위치추정을 하는 GPS의 신호를

UPF에 의한 결합으로 서로의 오차를 보정하여 실제 이

동 궤적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UPF를 이

용한 GPS-INS의 결합에 대한 성능분석을 PF,

EKF(Extended Kalman Filter)-PF, UPF의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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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UPF를 이용한 INS/GPS 결합의 위치추정 결과

Fig. 13. Location estimation consequence of INS/GPS

integration using UPF.

그림 14. PF, EKF-PF, UPF 성능비교 결과

Fig. 14. Performance comparison results of EKF-PF,

UPF.

Filter

Error
PF

EKF-P

F
UPF

Mean error

(m)

0.22002

7
0.194758

0.11200

9

Standard deviation

(m)

0.09844

6
0.077175

0.03959

9

표 3. 직선 주행 실험의 PF, EKF-PF, UPF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PF, EKF-PF, UPF

in straight movement.

Filter

Error
PF

EKF-P

F
UPF

Mean error

(m)

0.65574

9
0.586301

0.57781

9

Standard deviation

(m)

0.58450

2
0.457222

0.42600

3

표 4. 곡선 주행 실험의 PF, EKF-PF, UPF 성능 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PF, EKF-PF, UPF

in curvilinear movement.

그림 14, 표 3,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14는 직선, 곡선 주행 실험에서 각 각의 필터에

의해 추정된 이동 궤적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UPF를 이

용하여 추정한 이동 궤적이 실제 이동 궤적에 더 가깝

게 추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VI. 결  론

INS와 GPS의 결합 시스템은 실외에서 GPS의 오차

를 보정하여 실외 정밀 위치 인식 분야에 많이 사용되

고 있지만 INS에 사용되는 센서들의 특성 잡음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항체의 운동을 선형

으로 가정하거나 INS와GPS의 잡음을 정규분포 잡음으

로 가정하여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실외 정밀 위치인

식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INS를 구성하는

가속도 센서의 신호를 DWT와 VTM을 이용하여 항체

의 속도에 따른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고 항체의 비선

형 운동 특성과 INS와 GPS의 비정규 분포 잡음에 맞

는 UPF를 이용하여 결합하는 필터링 기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필터링 기법의 효용성은 실외 이동로봇의

주행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어

위치추정 오차를 줄이는 연구와 LRF (Laser Range

finder)를 사용하여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에 관한 연구를 추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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