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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외환경에서 이동하는 자율주행로 의 치추정 문제를 다룬다. 성 GPS정보와 IMU센서 정보

를 보정하여 로 의 치를 확률 으로 추정하는 MCL방법을 제안한다. MCL 방법은 로 의 치 측 과정

과 센서 정보에 의해 측된 치를 보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치 측을 해 필요한 모션모델은 이동

로 이 구동시의 직진 오차와 회  오차를 포함한다. 보정은 신뢰도 값에 기반한 리샘 링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뢰도 값은 사용된 GPS와 IMU의 센서 모델에 의해 구해진다. 센서 모델을 구하기 하여 GPS의 오차 범

를 반복 실험을 통해 구하 다. GPS는 로 의 치 추정을 해 사용되며 IMU는 로 의 이동 방향을 추정하

기 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외환경에서의 이동로  치 추정에 용하 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제안한 방법을 유효성을 보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which corrects location data of GPS for navigation of outdoor mobile robot. The method uses a 

Bayesian filter approach called the particle filter(PF). The method iterates two procedures: prediction and correction. The prediction 

procedure calculates robot location based on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velocity data given by the robot command. It incorporates 

uncertainty into the predicted robot location by adding uncertainty to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velocity command. Using the sensor 

characteristics of the GPS, the belief that a particle assumes true location of the robot is calculated. The resampling from the 

particles based on the belief constitutes the correction procedure. Since usual GPS data includes abrupt and random noise, the robot 

motion command based on the GPS data suffers from sudden and unexpected change, resulting in jerky robot motion. The PF 

reduces corruption on the GPS data and prevents unexpected location error. The proposed method is used for navigation of a 

mobile robot in the 2011 Robot Outdoor Navigation Competition, which was held at Gwangju on the 16-th August 2011. The 

method restricted the robot location error below 0.5m along the navigation of 300m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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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 자율 주행을 실 하기 해 개최된 그랜드 챌

린지(Grand Challenge) 회는 세계최 의 무인자동차 

장거리 주행 회이다. 로 은 스스로의 단에 의하

여 주어진 목 지까지 주행하여야한다[1]. 이러한 임

무를 완수하기 해 로 은 자율주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  자율 주행을 해서는 다양한 요소기술들

이 필요하다. 물체에 충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회피기술(obstacle avoidance), 원하는 목표

까지의 경로를 찾아내는 경로계획기술(path pla-

nning), 주변의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맵 빌딩(map building) 기술, 그리고 각종 센서 정보

를 융합하여 지도상에서 자신의 치를 알아내는 

치추정(localization)기술이 있다[2]. 특히 치추정 기

술은 자율 주행의 핵심기술로써 로 이 특정장소에서 

로 자신의 치(Pose)를 악하는 것이다[3][4].

이동로 이 실외환경에서 치를 추정하기 해 일반

으로 이용되는 방법  하나는 성 항법 장치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다[5]. 하지만 GPS는 로 의 치추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다. 상용의 GPS정보는 기본 으로 수m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순간 으로 신호를 수신하지 못

하는 상으로 인해 신호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6]. 이에 한 안으로 DGPS(Differencial GPS)를 사

용할 수 있다. DGPS는 치 오차범 가 어드는 효

과가 있다. 하지만 DGPS는 가격이 고가이고 DGPS 

이용 에는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정보수신시 GPS, DGPS 수신기 주변에 나무,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에 의해서 성의 가려짐,  반사 

그리고 간섭 등의 문제로 인해 GPS정보를 제 로 수

신할 수 없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9]. 그리고 GPS

신호의 갱신 주기가 0.5∼1Hz이기 때문에 성신호가 

갱신되기  까지는 로 의 치를 알 수 없다.

이러한 GPS 사용의 단 들을 보완하기 해 본 논문

은 GPS 정보와 로  모션 정보를 확률 으로 융합하여 

로 의 치를 추정할 수 있는 MCL(Monte Carlo 

Localization)[7][8]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 GPS만을 이용하 을 때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로

의 치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동

로 은 순간 으로 로 의 치가 변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동하 다. 한 순간 으로 GPS신호가 수신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GPS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 에서

도 이동로 은 MCL 알고리즘에 의해 치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GPS를 통해 얻어온 도, 경도 

좌표를 2차원상의 평면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에 해

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GPS에서 추출한 치정보와 

성 측정 장치인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에

서 획득한 헤딩정보를 기반으로 MCL알고리즘과 융

합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 한 기

술요소들을 통합하여 실제로 을 가지고 실험  고

찰에 해서 설명하고 끝으로 5장에서는 결과  차

후 연구 진행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Ⅱ. GPS를 이용한 2차원 좌표 

2.1 GPS처리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GPS는 AKM-1M제품을 사용하

다. NMEA0183규격을 사용한 이 GPS는 그림 1과 같이 4

가지 규격($GPGGA, $GPGSV, $GPRMC, $GPGSA)을 

1Hz마다 송한다[10][11]. 

그림 1. GPS NMEA코드
Fig. 1 GPS NMEA code

$GPGGA는 시간, 치등의 정보데이터를 표 하

고, $GPGSV는 시야에 있는 성의 개수, 성 ID, 

SNR값 등의 정보 데이터를 표 하고, $GPRMC는 시

간 날짜, 치, 경로, 속도 등의 정보 데이터를 표 하

고 $GPGSA는 GPS 수신모드, 사용되는 성 표시, 

고도 등의 정보 데이터를 표 한다. 4가지의 데이터형

식 에서 $GPGGA코드만을 이용하여 시간, 도, 경

도를 이용하 다. 그림 2는 $GPGGA규격의 샘  데

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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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PGGA 데이터 형식코드
Fig. 2 GPGGA data fomat code

실제 로  네비게이션 용도로 한 데이터 형식

코드는 $GPRMC이다. $GPRMC는 추가 으로 진행

방향의 각도와 속도도 출력이 된다. 하지만 실제 측정

을 해본 결과 로 이 정지하거나 속으로 움직일 경

우 방향 오차가 높아서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 이 있

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GGA를 이용하 다.

$GPGGA에서 수집한 도와 경도의 오차 정도를 

알기 해 한 정 에서 5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오차범 를 측정하 다. 그림 3은 5000개의 데이터를 

순차 으로 받았을 때 나온 그림이다. 그림 3은 데이

터가 1500개가 지난 시 에서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00데이터를 받고 나서 데이터를 측정

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a) 도시간 변화율

(b) 경도 시간 변화율

그림 3. 도,경도 시간 변화율
Fig. 3 Latitude, longitude time rate of change

(a) 도 오차 히스토그램

(b) 경도 오차 히스토그램

그림 4. 도, 경도 거리 오차율
Fig. 4 Latitude, longitude diatance error rate

그림 4는 1500개의 데이터를 받은 시 에서부터 측

정된 도, 경도를 치별로 한 그림을 나타내었

다. 그림 4의 히스토그램의 간격은 0.01 이다. 거리로 

환산하게 되면 약 30cm가 된다. 그림 4를 보면 도

는 2.4m, 경도는 2.1m의 오차율을 갖는다.

2.2 GPS와 로 과의 매칭

GPS에서 획득한 도, 경도는 구형체에서 출력된 

좌표 값이다. 실제로 에 용시키기 해 본 에서

는 2차원 범지구 측지좌표계(WGS84)방식[12]을 이용

하여 2차원평면 치 값으로 변환하 다. 본 논문에서

는 좌표변환에 그림 5와 같이 UTM 좌표계를 사용하

여 좌표를 변환하 다.

그림 5. UTM 좌표계
Fig. 5 UTM coordinator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384

이 방법은 가우스 크뤼게 투 법을 이용한다

[13][14]. 가우스 크뤼게 투 법은 회 타원체에서 구

체로 구체에서 평면으로 투 하는 가우스 상사이 투

법과는 달리 회 타원체에서 평면으로 직  투 하

는 투 법이다. 가우스 크뤼게 투 법에서 값은 

다음 식(1),(2)와 같이 구해진다.

  
 ․ ․ sincos



 ․ ․ sincos   



 ․ ․ sincos  

(1)

  ․ cos
cos ․ ․   



․cos ․ ․    


 ․ cos ․ ․   

(2)

여기에서, 는 앙자오선과의 경도 차, 는 도와

의 도 차, SF는 축척계수(0.9996), t는 tan, a는 지

구타원체의 장반경, B는 도로부터 원 까지의 자오

선상 거리, 는 ′cos, 는 제1이심율(0.0816968312), 

′는 제2이심율 

, 은 묘유선의 곡률반경 




이다.

Ⅲ. GPS와 융합한 MCL 알고리즘

MCL 알고리즘은 기존 이동로 의 치추정 방법인 

데드 크닝(Dead Reckoning), 삼각측량(Trialteration)방

법들의 문제 들을 확률론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 MCL 알고리즘은 이동로 의 치

정보를 티클로 나타낸다. MCL 알고리즘은 역 치

추정이 가능하고, 확률이 높은 치에 계산을 집 시킬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

MCL알고리즘은 Sample Motion Model을 사용한 

치 측과정, Measurement Model을 사용하는 신뢰도 

계산과정,그리고 측된 치를 보정하는 Resampling 3

단계로 구성된다[15]. 그림 6은 MCL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Line(3)의 Sample Motion Model은 이  샘 링

에서 생성된 각각의 티클 치로부터 기 으로 재 

속도명령인 직진속도와 회 속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티클 치를 측하는 과정이다.

그림 6. MCL 알고리즘
Fig. 6 MCL algorithm

Line(4)에서 Measurement Model은 추정신뢰도를 

계산하는 부분으로서 로 의 재 치(pose)에서 수

신된 GPS의 x,y정보와 IMU의 방향정보를 바탕으로 

티클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Line(6)∼(9)은 티클에 

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추정 티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매 샘 링 시각마다 수행하

여 티클들의 분포에 의해 로 의 치가 추정된다.

3.1 MCL 알고리즘 모션 모델

모션 모델을 사용하여 이동로 의 직진속도와 회

속도 정보에 의해 티클의 치한다. MCL 알고리즘

은 이동로 이 치할 확률을 티클들을 통해 표

한다. 아래 그림 7에서 Sample Motion Model 

Velocity는 이  티클들이 재 속도 정보에 응하

여 티클들이 이동하는 모션모델 알고리즘으로 라

미터에 따라 티클들에 불확실성을 추가하여 이동로

에 한 동작을 나타낸다. 즉, 모션 모델은 직진, 회

 속도 정보와 더불어 ∼   의 라미터에 따

라 티클의 동작에 해 수학 으로 표 하기 한 

모델이다. 그림 7의 는 이동로 의 속도정보, 

은 시각 에서의 티클의 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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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mple Normal distribution 함수는 속도명령 

라미터인 ∼ 에 한 티클 동작의 불확실성

을 추가하는 알고리즘이다.

-1

2 2
1 2

2 2
3 4

2 2
5 6

_ _ _ ( , )
{

ˆ ( )
ˆ ( )
ˆ ( )

ˆ ˆ ˆ- sin sin( )
ˆ ˆ
ˆ ˆ ˆcos - cos( )
ˆ ˆ
ˆ ˆ

( , , )
}

t t

T
t

Sample Motion Model Velocity u x

v v sample v

w sample v

sample v
v vx x t

v vy y t

t t
return x x y

α α ω
ω α α ω
γ α α ω

θ θ ω
ω ω

θ θ ω
ω ω

θ θ ω γ
θ

= + +

= + +

= +

′ = + + Δ

′ = + + Δ

′ = + Δ + Δ
′ ′ ′=

2

12

1

_ _ ( )
{

1 ( , )
2

}
i

Sample Normal distribution b

return random b b
=

−∑

그림 7. MCL 모션 모델 
Fig. 7 MCL motion model

3.2 MCL 알고리즘 센서 모델

GPS 센서모델은 Sample Motion Model에서 생성

하 던 각각의 샘 들에 해 가 치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분포도(Measurement Noise, Une-

xplainable Measurement)로 구성하 다. 

Measurement Noise는 식(3)과 같이 가우시안 분포

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GPS센

서로부터 수신된 도, 경도 정보를 로 변환한 

데이터이고 
와

는 모션모델에 의해 측된 

티클의 좌표와 좌표이다. max와max  는 GPS 

최  좌표와 좌표를 의미한다.

(3)

Unexplainable Measurement의 경우는 GPS 센서의 

신호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측정되지 않거

나 순간 으로 튀어 잘못된 값이 나올 경우의 확률분

포를 나타낸 것으로 아래 식(4)와 같이 표 한다.

(4)

아래의 식(5)는 각각의 센서모델 알고리즘들을 확

률분포도로 표 한 것으로 2개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5)

3.3 IMU 센서 모델링

IMU에서는 Unexpected Object, Sensing Failure모델

링은 용하지 않고 Measurement Noise, Unexplainable 

Measurement 만을 고려하 다.

식(6)은 Measurement Noise를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 
는 IMU센서로부터 수신된 이동로 의 헤딩

정보이다. 
는 모션모델에 의해 측된 티클의 헤

딩정보이고 ⊖는 0 ∼ 2pi 라디안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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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explainable Measurement의 경우는 IMU 센서의 

신호가 순간 으로 튀어 잘못된 값이 나올 경우의 확

률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아래 식(7)과 같이 표 한다.

(7)

아래의 (8)의 식은 IMU센서모델을 하나의 확률분

포도로 표 한 것이다. 

(8)

그림 8은 GPS와 IMU센서 값을 확률변수로 하여 

티클의 신뢰도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8. MCL 센서 모델
Fig. 8 MCL sensor model

Ⅳ. 실험 및 고찰

4.1 시스템 구성

로  랫폼으로는 드원 테크놀러지社의 4륜 구

동방식인 NRLAB-04를 이용하 다[16]. 방 장애물

을 회피하기 해 이  센서인LRF(Laser Range Fi-

nder)를 장착하 으며, 치 추정시 필요한 AKN- 

1M모델 GPS수신기를 사용하 다. 자세 제어는 IMU, 

Electronic Compass를 이용하 다. 한 사용자가 직

 로 을 제어하기 해 조이스틱을 이용하 다. 본 

로 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로  시스템 구성
Fig. 9 Robot system composition

각종 센서와 로 에 구동명령을 송수신할 메인 콘

트롤러는 Dell latitude 6300 PC를 사용하 다. 센서와 

콘트롤러의 성능은 표 1과 같다. 

표 1. 센서의 특성표
Table 1. Specification of sensor system

Sensor Specification

NRLAB-04

Dimension : (L)600 * (W)438 * (h)310 mm

Weight : 40kg

Speed : (Max)1.0 m/s

NoteBook PC
Network Type : EtherCAT

Transmission Rate : 100Mbps

LRF

Field of View : 180°

Resolution : 1.0°

Range : (Max) 80m

IMU
Angular Error : ±2.0deg

Resolution : 0.01°d/s

Electronic 

Compass

Accuracy : ±3.0deg 

Resolution : 0.1° d/s

GPS
Position Accuracy : 0∼2.0m

Regeneration interval : 1HZ

4.2 실험 환경

자율주행 실험은 주 테크노 크 벤처지원 센터에

서 실시하 다. 그림 10에 보면 출발 에서 도착 까

지는 약2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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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율주행 실험 장소
Fig. 10 Workspace for experiment of autonomous 

navigation

4.3 치 추정 실험

이동로 은 출발  S에서 도착  G까지를 데드

코닝, 단독 GPS, MCL방법을 용하여 로 의 치

추정을 그림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1. 이동로  주행 경로
Fig. 11 Mobile robot navigation path

그림 11에서 보면 시작 지 에서는 데드 코닝, 단

독 GPS, MCL방법 모두 같은 치를 추정하면서 이

동을 하 다. 하지만 데드 코닝 방법은 약20m 주행 

때부터 실제로 의 경로로부터 이탈하 다. 이는 데드

코닝의 단 으로 로 의 드래 트 상과 한번 오차

가 발생하면 오차의 보정 없이 되면서 이동하는 

상 때문이다. 단독 GPS, MCL을 용시켰을 경우

에는 서로 일치한 경로로 시작 에서 목표 까지 주

행하는 그림처럼 보인다. 그림 11은 화면 뷰가 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12

는 그림 11의 원호의 구역을 확 한 그림이다.

그림 12. 확 한 이동로  경로주행
Fig. 12 Zoomed in mobile robot navigation path

그림 12는 경로 상에서 단독 GPS만을 사용했을 경

우와 MCL를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한 그림이다. 의 

그림에서 확인한 결과 단독 GPS센서만을 가지고 로

의 치를 추정했을 때 보다 MCL방법을 용하

을 때 순간 으로 치 값이 변경되지 않고 오차의 

범 가 어들고 안정 으로 치추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실외주행에서도 일반 인 GPS에 의한 치추정은 

정확성이 낮아서 로 의 주행에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GPS와 IMU센서를 기반으로 MCL을 

용한 치추정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

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MCL을 용한 치추정 방법은 단독 GPS만을 

이용한 치추정 방법보다 로  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2) 순간 으로 신호가 수신이 되지 않았을 때 GPS

만을 사용하는 경우 치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하지만  MCL을 방법을 이용하면 GPS가 신호

를 수신하지 못하더라도 로 의 치를 추정할 

수 있다.

3) 갱신이 되지 않는 시 에서 GPS는 이  로 의 

치를 추정 하고 있지만 MCL 용 방법은 실

시간으로 로 의 치를 추정하 다.

4) 불규칙한 잡음이 있는 GPS 출력 치정보를 보

정하여 실제 로 의 경로에 가깝게 유연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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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정되었다.

제안한 MCL방법을 사용하여 실외 자율주행 회에

서 자율주행에 성공하 다. 향후 2개 이상 GPS를 추

가하여 MCL의 센서모델링에서 치의 신뢰도를 높

여 치추정의 성능을 향상시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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