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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도심지역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정확한 위치정

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밀 측위 시스템 기술과 개발현황을 소개

한다. 그리고 위성항법 기반의 정밀 측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측위 오차를 줄이고 위성 신호의 음영지역에서도 차량의 정밀

한 위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차량용 센서를 융합하는 정밀 측위 

기술과 개발현황을 알아본다.

Ⅰ. 서 론 

최근 자동차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가속화 되면

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센서와 정보처리 기술의 진

화를 바탕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능형 자

동차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에서 

차량 위치의 정밀 측위 분야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보조하고 더 나아가 무인 주

행 자동차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로 간주 되고 있다. 지능형 자

동차를 위한 핵심 기술은 Google, GM, Volkswagen 등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밀한 측위를 위해 사용

되는 장치가 고가의 센서에 의존하고 있어 양산되는 자동차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1][3].

대부분의 차량 위치 측위 시스템은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제

공하는 위성항법 기술의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분야에서는 도로와 위성

항법 시스템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를 통한 접근 방법은 정부 주도의 

천문학적인 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성항법 기술

의 고도화, 차량용 센서의 성능 개선, 센서 융합 측위를 중심으

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센서와 측위 알고리

즘은 대부분 해외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어 핵심기술을 확보하

기 위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차량용 센서융합 기술은 GNSS, 관성센서뿐 아니라 레이

더(Radar), 라이다(LiDAR), 비전센서(Vision Sensor)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편, 센서를 통한 장애

물 인식, 차선 인식 등의 기술은 지능형 주차보조장치(PAS, 

Parking Assistant System),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 

Lane Keeping Assistant System), 적응순항제어시스템(ACC, 

Adaptive Cruise Control) 등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형태로 상용화 되고 있다. 

차량의 정밀 측위를 위한 센서융합 기술은 관성측정장치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이용하는 관성항법시

스템(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과 GNSS를 융합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INS를 활용하면 위성신호의 음영지

역인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도 연속적인 측위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도로 주행환경에서 측위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 GNSS, IMU에 비전센서와 확장전자지도(EDM, 

Extended Digital Map)를 융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2].

센서융합을 통한 정밀측위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로 

수준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측위를 위한 

임베디드 모듈의 저가화 개발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4]. 

본고에서는 차량의 정밀측위를 위한 위성항법 측위 기술과 차

량용 센서를 융합한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센서융합 측위 시

스템의 개발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의 

정밀측위 기술과 시스템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차

량용 센서를 융합한 차량용 정밀측위 기술과 시스템 개발 동향

을 소개한다. 그리고 Ⅳ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위성항법 정밀 측위 기술 

GNSS는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전파

를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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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운용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량의 절대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용 항법 장

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GPS를 통한 측위 결과는 위성시계오차, 궤도 오차, 전리

층 과 대류권에 의한 전파지연, 선택적 사용(SA, Selective 

Availability), 다중경로(Multipath) 등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오차로 인해 상용 GPS 시스템을 통하여 차로 수

준 이상의 정확한 차량 위치와 속도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 측위를 이용한 정밀측

위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코드기반 측위(Code based 

positioning) 방식인 DGPS(Differential GPS)와 반송파기반

(Carrier phase based positioning) 측위 방식인 실시간 이동

측위 (RTK, Real Time Kinematic)가 대표적이다. 

1. DGPS

DGPS는 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

(Reference Station)으로부터 위치 보정 데이터를 전송 받아 

항법 성능을 향상시킨다. GPS 단독항법은 10m 수준의 위치 오

차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DGPS를 이용하면 위치 오

차를 1m 수준으로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DGPS 

시스템의 구성과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개발

에 착수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한다[10].

1.1 시스템 구성

GPS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는 다양한 오차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준국은 이러한 오차 성분들로 인한 위치 오차(측정

치 오차)에 대한 보정 데이터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전달 받은 

보정 데이터를 차분하여 GPS의 오차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DGPS시스템은 중앙사무소, 기준국, 감시국으로 구성된다. 중

앙사무소는 기준국과 감시국의 DGPS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실시간 원격 감시 및 제어, 측위정보에 대한 감시, 기준국 및 감

시국 측위오차 분석을 통한 GPS 가용상태 확인 등의 역할을 수

행한다. 기준국은 정확한 기준점에서 GPS 위성 신호를 수신, 

측정된 거리와 이미 알고 있는 거리를 비교한 이후 위성 오차값

을 보정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감시국은 기준국

으로부터 약 185km 떨어진 지점에서 GPS 안테나를 이용해 위

성오차 보정신호를 감시, 한계치를 벗어날 경우와 위성신호 이

상 시 경보 메시지를 중앙사무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DGPS 시스템은 중파(283.5~325KHz)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RTCM SC-104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 Special Committee-104) 형식으로 오차 보

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

터넷을 통한 실시간 GPS 보정정보의 전송은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기반의 NTRIP(Networked Transport of 

RTCM via Internet Protocol)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1.2 국내외 현황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인터넷 망을 통한 보정정보의 수

신보다는 정지 궤도 위성 기반의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SBAS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에서 

운용 중인 MSAS(Multi-functional Satellite Augmentation 

System)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MSAS 사용은 무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연구된 바 있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지역에 적합한 SBAS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초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 1m 이내의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내

그림 1. GPS 시스템의 오차발생 원인

그림 2. DGPS 시스템 구성도

44 | 정보와 통신

주제 | 차량용 센서융합 정밀 측위 기술



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18년 시험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

하였다. 일본은 2013년 5월에 미쓰비시 전기, NEC,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에서 차세대 위성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위치 측정 기

술을 공동개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위성

위치확인시스템 측정 오차를 1~2cm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자동차와 철도 무인 운전 등 차세대 교통시스템 기

반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기술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연간 44조 

74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미국 위성에 

의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

부는 일본 상공에 ‘준천정 위성(일본 GPS 위성)’을 3개 이상 올

릴 계획이며, 위성과 기지국을 정비해 2018년부터 민간기업에 

24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을 세운 상태이다.

2. RTK 

코드기반의 위치 결정방식인 DGPS와 달리 GPS 수신기로 수

신된 반송파 파장의 개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정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위성과 GPS 수신기 사이에 존재했던 반송파의 

정현파수를 위상의 모호정수(Integer Ambiguity Number)라

고 부르는데, 이를 알면 상대 측위에 의하여 두 점 간의 기선 벡

터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반송파는 모든 파장의 파형

이 고르기 때문에 파장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다. 현재 측지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방식을 주행하는 차

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모호정수를 적은 량의 데이터로 빨리 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1].

 

2.1 RTK 시스템 구성

GPS의 신호체계상 반송파에 의한 위치결정 방법이 코드에 의

한 위치결정보다 정밀도면에서 이득을 주지만 광범위한 관측점

의 정밀 좌표들을 빠른 시간내에 획득하기 위해서 이동측량을 

수행하면서 후처리 자료처리 수준의 정밀도를 갖는 방법이 요

구된다. RTK기법은 정밀한 위치를 확보한 기준점의 반송파 오

차 보정치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수cm 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측위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RTK의 기본개념은 오차

보정을 위해 기준국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반송파 수신자료라

는 것을 제외하고 DGPS의 개념과 유사하다. RTK가 각 위성에 

대한 반송파 측정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정보의 전송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가 DGPS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보전달 통신 시스템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진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치정보의 제공을 

위해 GPS 상시 관측망을 이용한 네트워크기반 실시간 이동측

위(Network-RTK)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

토지리정보원의 GPS 상시 관측망을 이용하여 Network-RTK 

방식인 VRS(Virtual Reference Station)와 FKP(Flachen 

Korrektur Parameter) 위치보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3. 정밀측위 플랫폼

경북대학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CEST) 는 차량

용 DGPS, RTK 시스템의 고도화 기술을 적용한 저가형 임

베디드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단독측위(Single), 

DGPS(SBAS), RTK 방식의 측위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차

량 이동환경에서 위치보정 신호의 안정적인 수신, 신호 수신 환

경에 따른 동적 측위모드 선택, 측위 출력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공 기능을 가진다. Adv-GPS라 불리는 이 측위시스템은 위

성 수신부, 무선 통신부,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되고, 기준국의 

정보 수신을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로 WCDMA, LTE뿐 아니라 

그림 3. RTK 시스템의 측위결과 (Receiver: LEA-6T, FKP 방식)

그림 4. GPS 기반의 고도화된 측위시스템(Adv-GP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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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용서비스 예정인 DMB 방식도 채택하여 적용할 예정

이다. 

Ⅲ. 센서융합 정밀 측위 기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측정 시스템은 차세대 ITS

서비스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무인 자율 주행은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차

량의 운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신

뢰도를 가지는 위치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DGPS, 

RTK와 같은 GPS 고도화 기술도 위성신호의 음영지역, 신호에

러, 위치정보의 오차에 의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

성항법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관성센서, 비

전센서, 전자지도의 융합 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 장

에서는 GPS 와 차량용 센서를 융합한 정밀 측위 기술과 정밀 

측위 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센서 융합 정밀 측위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정확하고 연속적인 위치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하여 여러 센서 기술 들이 통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으로 통합되고 있는 센서의 융합연구 방향은 <그림 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GPS/RF(Radio Frequency) 기반 위치 센서는 위성 및 RF 

신호를 바탕으로 절대 위치를 제공한다. 신호의 적분으로 인

한 드리프트(Drift) 오차가 존재하지 않으나 건물, 터널 등의 도

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진다. 차량용 모션 센서 기술

은 관성센서의 가속도, 각속도를 적분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 연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데

이터의 적분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도로지도 정

보를 이용하거나 2DOF Bicycle Kinematic model, Dynamic 

model, 2 Wheel model과 같은 차량 모델을 통해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7].

1.1 GPS, INS 융합

INS는 이미 알고 있는 출발점에 대한 차량의 위치와 속도, 진

행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측정하기 위

해 자이로스코프(Gyroscope)와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각각 3개씩 내장한다. 기본 동작원리는 IMU에서 가속도를 구

해 적분하여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적분하여 이동한 거리를 계

산한다. 계산된 이동거리에 출발 지점의 위치를 입력하여 현재 

위치를 출력하게 된다[5].

표 1. GPS, INS 측위시스템 비교

구분 GPS INS

측위방식 Position	Fixing Dead	Reckoning

정밀도 Max	<	30m
<	1m/min

(medium	grade)

가격 수만원 수십~수백만원

장점
저렴한	가격,	오차가		

누적되지	않음

차량의	관성을	측정,	외부		

조건과	무관함

단점
GPS	음영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

고가	시스템,	시간에	따라		

오차	누적

GPS와 INS를 융합하는 통합 항법 알고리즘은 약결합, 강결

합, 초강결합 등의 방법이 있으며, 초강결합 방법은 수신기 내

부의 신호추적 루프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

그림 5. 차량의 정밀 측위를 위한 센서융합 기술 및 연구분야

그림 6. GPS/INS 약결합, 강결합 방식의 시스템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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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결합과 강결합이 주로 활용된다. 약결합 방식은 GPS수신

기에서 나오는 위치 결과를 바탕으로 IMU 측정치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계산량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칼만필터 

구성 시에 준최적성 발생문제가 있다. 반면 강결합 방식은 GPS 

수신기의 의사거리(Pseudorange)와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기

반으로 IMU 측정치와 통합하는 형태로서, 계산량은 상대적으

로 증가하나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최적 구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6].

1.2 GPS, INS, Vision, EDM 융합

차량용 센서를 융합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센

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주로 과제가 진행되어 왔

다. 특히 절대 위치를 출력하는 센서는 위성항법을 이용하는 방

법이 유일하여 도시 고층화에 따른 멀티패스 현상이 심한 지역

에서는 차량의 정밀한 위치를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도심지

역에는 다양한 도로의 랜드마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표지 정보를 이용해 차로 정밀도 수준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는 

EDM을 기반으로 GPS와 IMU, 비전센서를 이용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은 차량 위치의 차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융합 알고리즘과 저가형 임베디드 모듈의 개발이

다. 양산 차량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측위 시스템의 제조비용이 

수 십만원 수준에 도달해야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체시스템은 GPS, FECU(Fusion Electronic Control 

Unit), 비전모듈(Vision Module), EDM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

며, FECU는 도로정보를 담고 있는 EDM 을 기반으로 GPS, 차

량 속도정보, 영상 및 차량의 관성량을 융합하는 측위 알고리즘

을 수행한다. 비전 모듈은 근거리 전방 영상으로부터 주행 차로 

검출 및 차로 내 종횡방향 위치 추정 비전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 EDM은 차선 정보 및 도로 랜드마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확장전자지도로서 비전 모듈의 위치 추정을 위한 기반 데이터

를 제공한다 [8][9].

2. 차량용 센서융합 정밀 측위 시스템

경북대학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CEST) 는 위드로봇

㈜, 현대엠엔소프트㈜,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GPS-DR(Dead 

Reckoning) 기술에 영상 및 도로정보를 융합하여 횡방향 

20cm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는 저가형 차량 측위 시스템 개발

에 착수하였다. GPS-DR부분은 기존 연구와 달리 차량의 주행

모드를 정차, 직선주행, 곡선주행의 세가지 모드로 나누어 검

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상태에 최적화된 융합 알

고리즘을 구현 기술과 센서 제품간의 편차 및 장착 시 편향되는 

정도를 주행 중에 자동으로 검출하여 온도 변화 및 장착 후 발

생하는 오차에 대응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목표인 차

로 수준의 정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전센서와 EDM에서는 

도로정보, 차로정보, 노드정보, 표식점 정보를 추출하여 정밀측

위에 이용하며 EDM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세 정보는 표2와 

같다. 

표 2. 확장전자지도(EDM)에 저장데이터 종류

구분 저장 정보

도로	정보
도로	ID,	시작	노드	ID,	종료	노드	ID,도로	등급	

(종별),	도로	폭,	차선	수,	형상	(Line:	x,y.z)

차로	정보
차로	ID,	도로	ID,	차선	수,	차선	폭,	좌/우	차선		

마크	정보,	차선	형상(Line:x,y,z)

노드	정보
노드	ID,	노드	종별,	연결	링크	통행/회전	규제,		

형상(Line:x,y,z)

표식점	정보
표식점	ID,	도로	ID,	표식점	종별,	차선	정보,	형상

(Line:x,y,z)

차량의 정밀측위를 위한 센서융합 임베디드 시스템은 2015년

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차로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는 고성능 임베디드 모듈이 양산 적용 가

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GPS/INS/Vision 및 EDM융합 측위시스템 구성도

그림 8. 확장전자지도(EDM)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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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고에서는 위성항법과 센서를 융합한 차량용 정밀 측위 기

술에 대한 소개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 보았다. 차량

용 정밀 측위 시스템은 도심지 환경에서 위성항법의 오차를 줄

이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와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차량의 정밀 측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Visual 

Odometry, LBS(Location Based Service) 기술과의 융합으로 

특정 환경, 서비스에 최적화된 형태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차량용 측위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능 안전성 

규격인 ISO2626차량용 규격 준수를 위한 노력과 저가형 임베

디드 모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차량용 센서를 융합

한 정밀 측위 기술은 차세대 ITS서비스 및 무인 자율주행 자동

차 기술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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