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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에서 이동로 의 치 측정을 해서 음 를 이용하는 음  치측정 시스템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음  치측정 시스템들은 음 의 혼신을 피하기 해 순차 발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차 발신으로 인해 이동로 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음 의 수신 치가 변하므로 치측정 정

도가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시 에 따른 가 치를 용하는 새로운 치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존의 음 성시스템에 용하여 개선된 음 성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가진 개선된 음 성시스템의 치측정 성능을 입증하 다.

ABSTRACT

For the measurement of absolute position of mobile robot in indoor environments, the ultrasonic positioning systems using 

ultrasound have been researched for several years. Most of these ultrasonic positioning systems to avoid interference between the 

ultrasound are used for sequential transmitting. However, due to the use of sequential transmitting, the positions of transmitter to 

receive an ultrasound will change when the mobile robot moves. Therefore the accuracy of positioning is reduced. In this paper, the 

new position estimation algorithm with weighting factor according to the time of receipt is proposed. By applying the proposed 

algorithm to existing Ultrasonic Satellite System(USAT), the improved USAT is configured. The positioning performance of the 

improved USAT with the proposed position estimation algorithm are verified b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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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로 (Mobile robot)의 응용 분야는 공장, 사무

실, 가정 등으로 확 되고 있으며, 지능형 이동로 의 

경우는 연구실을 벗어나 공공장소와 같은 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로 이 자율 으로 이동하기 해서는 로  자신

의 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요한 문제이다.

최근 실내에서 이동로 의 치 측정을 해서 

음 를 이용한 음  치측정 시스템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음  치측정 시

스템들은 음 속도로 인한 약간의 시간지연이 존재

하나, 비  센서보다 력 소모가 고 신호처리가 간

단하고 정 한 측정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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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치측정 시스템은 송신기와 수신기가 분리

되어 있는 형태로,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의 음  

체공시간으로부터 송수신기간의 거리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송신기와 수신

기의 치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9].

첫 번째 방식은 송신기가 여러 기  지 에 설치되

고, 수신기는 측정 상물에 치하는 기반시설송신방

식(Infrastructure Transmitting Type)으로, Cricket[1], 

Localization system[2], Global Ultrasonic Sensor 

System[3], Indoor Mobile Localization System[4], 

Ultrasonic Satellite System[5] 등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송신기가 측정 상물에 치하고 수

신기를 여러 기  지 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수신방식

(Infrastructure Receiving Type)으로, Active Badge[6], 

Active Bat[7], 3D Position Sensing System using 

Ultrasonics[8] 등이 있다.

실내에서 다수의 이동로 이 운용되는 경우를 고려

할 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유사한 방

법을 사용하는 기반시설송신방식이 기반시설수신방식

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최근에는 기반시설송신

방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분의 기반시설송신방식의 음  치측정 시

스템은 각 송신기에서 발신되는 음 들 간의 혼신

을 피하기 해서 각 음  송신기에서 음 를 순

차 으로 발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측정 상물이 이동하는 경우에 각 송신기에서 발

신된 음 의 수신 치가 변하게 되므로, 정지 시에 

비해서 이동 시에는 치측정에 오차가 증가된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dead-reckoning 

센서와 융합하여 치를 추정하는 방법[2,3,10]들이 연

구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지만, 부가 인 센서

가 요구되고 운동체의 동 모델을 포함하므로 용이 

복잡하여 근본 인 해결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시에 발생되는 이러한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치추정 알고리즘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 알고리즘은 가장 최근에 수신된 음

신호의 요도를 크게 하고, 이 에 수신된 음

신호일수록 요도가 낮도록 가 치를 설정하여 치

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기존의 음 성

시스템(Ultrasonic Satellite System, USAT)[5]을 바탕

으로, 가 치를 고려하는 제안된 치추정 알고리즘을 

용하여 개선된 음 성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

고 실험을 통하여 치추정 성능을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

Ⅱ. 기존의 음 성시스템

2.1. 음 성시스템의 구조

음 성시스템[5]은 음 와 RF동기신호를 사

용하여 측정 상물의 3차원 치를 측정하는 

음  치측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MURATA사

의 40kHz 음  송수신기와 RF 송수신기를 이용하

여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송수신기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송신방식을 채택하여 그림 2와 

같이 일정 역 안의 고정된 치에 송신기가 4개 설

치되고, 수신기는 측정 상물에 설치된다.

그림 1. 송신기와 수신기의 구조.
Fig. 1 Configuration of transmitter and receiver.

그림 2. USAT의 구조
Fig. 2 Configuration of U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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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성시스템에서는 음 가 송신기에서 발신

되어 수신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체공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RF 동기신호를 사용한다. 송수신기간의 거리

는 가까우므로 송수신기간의 RF신호의 시간지연은 없

는 것으로 가정한다. 송신기에서는 음 신호와 RF

동기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고, 수신기에서는 두 신호의 

도착시간 차이로 음  체공시간을 측정하고 음

의 속도를 곱하여 각 송수신기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리고 4개의 송수신기 간 거리 값으로부터 수신기의 

3차원 치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송신기에서 동시에 신호를 발신할 경

우 간섭으로 인하여 개별신호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각 송신기에서는 신호를 순차 으로 발신한다. 그림 3

은 음 신호와 RF동기신호의 타이 선도이다. 각 

송신기에서는 100ms의 간격으로 발신하는데, 이는 각 

신호간의 간섭과 반사 의 향을 없애기 해서이다. 

따라서 샘 링주기는 400ms이다.

음 성시스템은 송신기가 음 와 RF동기신

호를 반복 송출하고 수신기에서 수신신호만으로 치

인식이 가능하므로, 많은 수의 이동체가 존재하더라도 

개별 인 치인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USAT의 타이  선도
Fig. 3 Timing diagram of USAT

2.2. 기존의 치계산 알고리즘

음 성시스템의 치측정은 수신기가 설치된  

이동체 측에서 수행되며, 이동체의 치, 즉 수신기의 

치는 송신기의 치와 4개의 송수기간 거리를 이용

하여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 , ,)는 음  수신기의 치 좌표이고, 

( , ,)  는 각 음  송신기의 고정된 

치 좌표이고,    는 각 송수신기간의 거

리이다.

식 (1)로부터 음  수신기의 치를 계산하기 

하여 2차 항을 소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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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역행렬이 존재하도록 음  송신기를 

배치하게 되면, 송신기의 치와 각 송수신간의 거리

로부터 이동체의 치를 계산할 수 있다.

Ⅲ. 이동체를 한 개선된 치추정 
알고리즘

기존의 기반시설송신방식 음  치측정 시스템

들은 음 의 혼신을 피하기 해서 각 송신기가 순

차 발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각 송신기로부터의 

음  신호를 수신하는 치가 변하기 때문에, 수신

기의 치계산 시에 오차가 발생되고, 이동속도가 증

가 할수록 오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수신시 에 따른 정확성이 반 되도록 측정데이

터에 가 치(weighting factor)를 고려하여 치측정

의 오차를 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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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에 따른 수신기 치의 변화
Fig. 4 Variation of transmitter position due to moving

식(1)로부터 수신기의 치계산 시에 수신시 에 

따른 가 치를 사용하여 치를 계산하기 하여, 임

의의 기 치벡터( 
)에 해서 Taylor 

수 개를 하면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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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재 수신기의 치벡터이

고, 는 고차항들(higher-order terms)이다. 그리

고 Jacobian matrix 는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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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4)에서의 고차항을 무시하고, 선형화하면 식(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   


 ,

   

식(7)로부터, 치 오차 은 의사역행렬을 이용하

여 식(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그러므로 수신기의 치벡터 은 식(9)와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9)

식(9)로부터 반복연산을 수행하면 임의의 시작  

에서 시작하여 수신기의 치에 수렴하게 된다[11]. 

하지만 수신기가 이동하는 경우, 각 송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치가 변하게 되어 오차가 발생하

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측정된 

거리값에 수신지 에 따른 가 치을 부여하여 보다 

정확한 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식(10)과 같이 개선

된 치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0)

여기서, 가 치 행렬(weighting matrix) 은 측정

값(각 송수기간의 거리)들이 서로 독립이며 상 계

가 없기 때문에 식(11)과 같은 각행렬(diagonal 

matrix)로 나타낸다.













   

   

   

   

(11)

가 치 행렬 의 각 원소는 해당 측정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가장 최근 측정치에 가

치를 높이 설정하고, 이 의 측정치일수록 가 치를 

작게 설정한다.

그리고 식(10)의 반복연산 시에 시작  는 이  

스텝의 수신기의 치벡터를 사용하게 된다.



음 성시스템을 한 개선된 치추정 알고리즘

 779

Ⅳ. 실험  고찰

4.1. 정지 상태에 한 치측정 실험

정지상태의 치측정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시

스템을 길이, 폭, 높이가 7.0m, 5.0m, 2.7m 인 실내 공

간에 구성하 고, 음  송신기는 천장 모서리 4곳에 

설치하 다. 음  수신기를 바닥에 890mm 간격의 

격자무늬 에 놓고 20곳의 치를 측정하 다.

제안된 치추정 알고리즘을 가진 개선된 음

성시스템의 치측정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

리고 측정 치의 오차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정지 상태에 해서 RMS(Root Mean Square)오차

는 20.6mm, 최 오차는 37.2mm로서, 기존의 음

성시스템의 이 의 실험 결과[5]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치측정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정지 

상태에서는 제안된 가 치를 고려한 치추정 알고리

즘을 용하더라도 치측정오차는 거의 감소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R.M.S.[mm] 최 값[mm] 표 편차[mm]

기존의 
알고리즘 21.8 42.0 7.9

제안된 
알고리즘 20.6 37.2 8.8

표 1. 정지 상태의 치측정 오차
Table 1. Measurement error for fix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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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지상태의 치측정 결과
Fig. 5 Measurement results for fixed position

4.2. 이동 상태에 한 치측정 실험

다음으로 이동 상태일 때의 치측정 성능을 평가

하기 해서, 송신기는 정지 상태와 동일하게 설치되

었다. 그리고 송신기가 설치된 역의 앙에 그림 6

과 같은 팔 길이가 1.0m인 턴테이블(turntable)을 설

치하고, 팔 끝에 음  수신기를 치하도록 하 다. 

한 턴테이블에 엔코더(encoder)를 설치하여 이동 

에도 정확한 수신기의 치가 측정되도록 하 다.

그림 6. 턴테이블 형태의 측정 장치
Fig. 6 Measuring device in the form of a turntable

이동 속도에 따른 치측정 성능을 분석하기 해

서, 턴테이블을 각각 0.12, 0.20, 0.28, 0.36, 0.44rad/s의 

일정한 각속도로 회 시키면서, 기존의 치계산 알고

리즘에 의한 치, 개선된 치추정 알고리즘에 의한 

치, 엔코더를 이용한 치들을 측정하 다. 

그림 7에 치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측정궤 (measured trajectory)은 기존의 치계산 알

고리즘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추정궤 (estimated 

trajectory)은 제안된 치추정 알고리즘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참고궤 (reference path)은 엔코더를 이용

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표 2에 이

동속도에 따른 치측정 오차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7과 표 2에서, 두 알고리즘 모두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치측정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원인은 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신 치의 변화가 커

짐으로 오차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인 0.12 

rad/s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용하더라도 치측

정 오차는 별로 감소되지 않는다. 이는 속에서는 

음  수신 치간의 거리가 작아서 정지 상태와 거의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속도

가 0.20, 0.28, 0.36, 0.44rad/s로 증가할 때, 제안된 알

고리즘의 경우가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R.M.S.오

차는 42, 47, 38, 46% 감소되고, 최 오차는 40, 44, 

38, 45%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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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안된 치추정 알고리즘을 용하는 경우 

정지 상태와 속에서는 기존의 치계산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200mm/s이상의 속도에서

는 치측정 오차를 40%정도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각속도[rad/s] 0.12 0.20 0.28 0.36 0.44

선속도[mm/s] 120 200 280 360 440

기존의 

알고리즘

R.M.S.[mm] 27.9 48.8 65.9 68.3 82.9

최 값[mm] 45.1 69.6 96.0 97.7 114.5

표 편차[mm] 9.8 19.1 23.3 21.0 26.0

제안된

알고리즘

R.M.S[mm] 27.3 28.2 34.9 42.7 45.1

최 값[mm] 46.4 41.7 54.2 60.1 63.5

표 편차[mm] 12.5 10.9 13.8 15.8 16.4

표 2. 이동 상태의 치측정 오차
Table 2. Measurement error for mov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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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동상태의 치측정 결과
Fig. 7 Measurement results for moving points

Ⅴ. 결 론

실내에서 음 를 이용하여 치를 측정하는 

음  치측정 시스템들은 음 의 혼신을 피하기 

해 송신기들이 순차 으로 발신하는데, 이동하는 경

우에 수신시 에 따라 수신기의 치가 변하는 문제

이 발생되어, 이동 시에는 정지 시에 비해 치측정 

오차가 상 으로 커지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감소시키기기 해

서 수신시 에 따른 가 치를 고려하는 새로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아울러 제안된 치추정 

알고리즘을 용한 개선된 음 성시스템을 제안

하 다.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을 구 하고 실험을 통

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정지 시와 속이동 시에는 기

존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치측정 성능을 가지면서

도 고속 이동시에는 치측정 오차를 40%정도 감소

시키는 양호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 다.

따라서 제안된 치추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음

성시스템은 기존의 치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

는 음 성시스템보다 이동 시에 높은 정도로 

치측정이 가능하여, 이동로 의 치인식분야에 더 많

은 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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