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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outdoor position estimation system was implemented us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GPS position information has lots of errors by interference from obstacles and weathe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o reduce these errors, multiple GPS system is used. Also, the Discrete Wavelet Transforms was applied to INS data for 

compensation of its error. In this paper, position estimation of the mobile robot in the straight line is conducted by EKF (Extended 

Kalman Filter). However, curve running position estimation is less accurate than straight line due to phase change in rotation. The 

curve is recognized through the rate of change in heading angle and the position estimation precision of the initial curve was 

improved by UPF (Unscented Particle Filter). In the case of UPF, if the number of particle is so many that big memory gets size is 

needed and processing speed becomes late. So, it only used the position estimation in the initial curve. Thereafter, the position of 

mobile robot in curve is estimated through switching from UPF to EKF again. Through the experiments, we verify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and make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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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바일 로봇의 위치인식 기술은 현재 아직도 많이 연구되

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모바일 로봇의 실외 위치인

식 기술은 다양한 환경과 돌발적인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를 위해 실외 위

치인식 분야에서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GPS와 INS

를 융합한 시스템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전부터 두 

장치를 다양한 확률필터에 적용하여 정밀한 위치인식 및 추

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연

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1-3]. 

GPS는 위성과 수신기의 거리를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의 

도달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때 최소 4개 이상의 GPS 

위성에서 전파를 수신해야 자신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저가형 GPS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m 이내

의 큰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정밀도 높은 DGPS나 RTK GPS

를 이용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반 GPS에 비

해 시스템 구축의 비용이 수십 배 이상인 고가의 시스템들이

다. INS의 경우 적분 방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구하기 때

문에 오차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누적되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4-6]. 

GPS와 IN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장치를 

결합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결합 방식에는 약결합 방식

(loosely coupled system), 강결합 방식(tightly coupled system), 초

강결합 방식(deeply coupled system)이 있다. 약결합 방식은 

INS의 가속도와 자이로의 출력을 이용하여 구한 항법 정보

(위치, 속도, 자세)와 GPS에서 추정되는 항법 정보(위치, 속

도) 의 차를 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강결합 방식은 INS

의 항법 정보로부터 GPS 위성의 의사거리와 의사 거리 변화

율을 구하고 GPS 수신기 출력인 의사 거리와 의사 거리 변

화율을 구하여, 이 두 가지의 차를 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한

다. 초강결합 방식은 GPS 수신기 내부의 신호추적루프의 I 

(In-phase)신호와 Q (Quadrature)신호와 INS의 위치, 속도로부

터 추정한 I신호와 Q신호의 차를 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여기서 약결합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계산이 빠르지만 강

결합에 비해 가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초강결합 방식은 구성

이 어렵고, 상태변수가 크게 증가하여 계산 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임베디드에서 정밀한 실외 위치추정 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본 논문에서는 강결합 방식을 사용하였다[7-9]. 

GPS와 INS의 융합에 사용되는 확률필터는 KF (Kalman 

Filter), EKF (Extended Kalman Filter), UKF (Unscented Kalman 

Filter), PF (Particle Filter) 등이 있다. KF는 구성이 간단하고 처

리 속도는 빠르지만, 시스템이 선형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EKF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Taylor series expansion)를 이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 시키고 이를 기존의 칼만 필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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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에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비선형적 

특성이 심한 경우 오차가 커진다. UKF의 경우 확률분산 표

본(sampled sigma point)을 선정하여 비선형 함수의 평균과 공

분산을 근사적으로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KF와 EKF보다 정

밀도는 뛰어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 PF

는 파티클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더 정밀한 위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파티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양이 늘

어나 메모리 소모가 크고 처리속도가 늦다[10-12].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GPS의 수신 안정도와 정밀도를 높

이기 위해 GPS 수신기 3 개를 사용하였다. 수신기를 통해 들

어오는 세 개의 데이터를 삼각 중심 법을 통해 보정된 위치 

정보를 얻었다. 다중 GPS를 이용하여 얻은 정밀한 위치정보

를 통해 INS의 위치 값을 갱신해주는 EKF 와 파티클을 이용

하는 PF에 UKF를 접목한 UPF (Unscented Particle Filter) 기반

의 직/곡선 실외 위치 추정 시스템을 제안한다[16].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다중 GPS를 설계하는 방식을 제시

하고 GPS 수신기의 개수에 따른 위치오차를 비교한다. III 장

에서는 각 변화율을 이용하여 곡선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서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GPS/INS 융

합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V 장에서는 단일 EKF 시스

템과 EKF/UPF 필터 변환 시스템을 실험 비교 하여 본 시스

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끝으로 VI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

대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GPS 시스템 구성 

1. 다중 GPS의 구성 

GPS 데이터에는 시간과 위도, 경도, 수신 가능한 위성수, 

속도, 방위 등의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GPS 수신기는 모바

일 로봇의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데이터의 신호의 교란

(Jamming)이 자주 발생하거나 오류가 크고, 특히 정지 측위 

상태 시에는 기후나 환경적 변수에 따라 안정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렵다[13,14]. 또한, 하드웨어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GSP 수신기의 모듈마다 데이터 획득 성능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 수신기 3 개를 이용

하여 동일한 시간 동안 각각의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3 개의 

GPS를 삼각 중심 법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림 1은 실제 모바일 로봇의 하드웨어 구성이다. 전방에 

저가형 GPS 1 개, 후방에 2 개를 위치시키고 삼각 중심 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2는 GPS 수신기의 개수에 따른 모바일 로

봇의 무게중심과 오차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원은 

GPS의 오차 범위라 가정한 것이고, (b)의 삼각형과 (c)의 사

각형은 각각의 GPS 수신기의 오차 범위를 통해 수신기 전체

의 평균 오차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2는 GPS 수신기의 개수에 따른 무게중심을 통해 

GPS의 위치오차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GPS R은 

GPS Receiver이다. (a)와 같이 GPS 수신기 2 개를 이용할 경우 

수신된 두 지점의 평균을 통해 위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가 넓다. 또한, 순간 회전 시 두 지점 간의 방향

이 틀어지게 되어 위치 오차가 더 커지게 된다. 그림 (b)의 

경우 GPS 수신기 3 개를 삼각 중심 법을 이용하여 위치추정

을 하는 것으로 GPS 수신기의 무게중심이 중앙에 가장 근사

하게 위치하여 오차 범위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순간 회전 시에도 보다 정밀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반

면에 4 개 이상의 수신기를 사용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구하게 되는데 그림 (c)와 같이 전체 

무게중심의 변동이 커지고 오차 범위도 넓어진다. 이로 인해 

회전 시 순간 오차도 커지게 된다. 

 ( ) ( , )
i i i

P G x y=  (1) 

 1 1 2 2 3 3

1 2 3

( )
G n G n G n

P G
n n n

× × + ×

=

+ +

+
 (2) 

식 (1)과 (2)는 다중 GPS 수신기의 위치 계산식이다. 본 논

문에서는 GPS 수신기에서 측정된 수신 위성의 수에 따라 가

중치를 두어 정밀도를 높였다. G 는 GPS 수신기, n 은 수신

기에 측정된 위성의 수를 뜻한다. 여기서 각 위성의 위치 값

에 위성의 수를 곱한 값을 더한 뒤, 다시 그 값에 위성수의 

합을 나눔으로써 수신된 위성의 개수에 가중치를 주었다. 

2. 다중 GPS 시스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수신기에서 수진된 GPS 위성의 개수에 따

라 GPS 수신 안정도를 판별하였다. GPS는 실외 환경이나 기

후에 따라 수신의 안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수신기마다 조금

의 성능 차이가 있다. 그림 3은 GPS 위성의 수신 안정도를 

판별하여 그에 따른 위치추정의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었

다. 모든 GPS 수신기가 4 개 이상의 위성에서 데이터를 수신

할 경우 안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획득한 위치정보들은 삼각 중심 법을 이용하여 정밀한 

위치추정을 하게 된다. 

(a) (b) (c) 

그림 2. GPS 수신기의 무게 중심. 

Fig.  2. Average weighted of the GPS receivers. 

 

 

그림 1. 모바일 로봇의 하드웨어 구성. 

Fig.  1. Hardware Configuration of the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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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PS 수신의 안정도 검사 순서도. 

Fig.  3. The check flowchart about degree of GPS stability. 

 

III. 곡선 인식 

관성항법장치는 이동체의 자세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관성항법장치에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를 주로 사용하는데 자이로의 회전 가속도와 가속도의 선형 

가속도를 통해 자세와 거리를 계산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그

러나 모바일 로봇이 주행할 때, 노면의 상태 및 로봇 자체의 

진동으로 인해 자이로의 각도 값에 많은 잡음이 발생하여 회

전 시의 위치오차가 커지게 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보다 정

밀한 회전 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신호처리에서 잡음 제거

에 이용되는 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자이로의 각

속도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를 이용하여 Heading 축의 회전 각속

도의 변화가 일정 범위 이상이 넘을 경우 회전으로 인식하고 

곡선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은 IMU 센서의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 DWT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DWT를 이용하여 신호의 특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잡음은 

줄였다. 

그림 4는 자이로의 회전 각속도 변화율에 따른 회전 인식 

알고리즘이다. 자이로의 데이터 잡음을 DWT를 통해 줄여주

고 각속도 변화율이 일정 범위(직선으로 판단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 로봇이 회전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5는 회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환경이다. 그림

과 같이 모바일 로봇은 반지름이 1 m인 원과 직선으로 결합

된 경로를 직선, 곡선, 직선 순으로 주행하였다. 

그림 6은 모바일 로봇이 회전할 때의 Heading 각 변화율의 

원 데이터와 DWT를 적용시킨 데이터이다. 본 시스템은 회

전 각속도의 변화율이 -1 이하 또는 1 이상일 경우 회전으로 

인식하고 곡선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그림 5와 6을 비교

하면 알 수 있듯이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직성을 주행한 것

이고, Rotation Point 구간에서 회전을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모바일 로봇이 회전을 인식하면 GPS/INS 융합 필터가 

EKF에서 UPF로 변환되어 곡선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자

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IV. GPS/INS 융합 알고리즘 

INS는 연속적인 항법 정보를 제공하여 동적 특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법 계산과정에서 적분을 통해 

항법 오차가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단

점이 있다. 반면에 GPS는 인공위성에 의해 오차의 증가 없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한 항법 정보를 제공하지

만, 계산주기가 1 Hz 정도로 INS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지

형적 특징에 따라 항법 해를 계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두 장치의 융합을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17-20]. 

본 논문에서는 다중 GPS에서 얻은 정밀한 위치정보와 INS

의 가속도, 각속도 정보의 필터 융합을 통한 실외 위치추정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직선 주행 시에는 GPS와 INS의 위치

정보를 EKF의 융합을 통해 위치추정을 하게 된다. 곡선 주

행의 경우, 직선과는 달리 회전에 따른 GPS와 INS의 위치정

보의 오차가 심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이로의 회전 

각속도의 변화율로 곡선을 인식하면 필터 변환이 일어난다. 

회전 직전의 GPS와 INS의 위치정보를 UPF의 측정치로 사용

 

그림 4. Heading 각 변화율에 따른 회전 인식. 

Fig.  4. Rotation recognition about change of rate in heading angle. 

그림 5. 회전 인식에 대한 실험 환경. 

Fig.  5. The experiment environment about rotat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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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eading 값 변화율에 따른 결과. 

Fig.  6. The result by rate of change of head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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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UPF는 처리 속도가 늦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본 논

문에서는 곡선의 처음 5주기 동안만 UPF를 적용한 후, 다시 

EKF로 필터 변환을 하게 된다. UPF를 통해 초기 곡선을 위

치추정 해줌으로써 보다 정밀한 실외 위치추정 시스템이 구

성하게 된다. 

그림 7은 다중 GPS와 INS의 융합 알고리즘 블록도 이다. 

자이로에서 얻은 각속도( )b

ib
ω� 를 이용하여 쿼터니언(quaternion)

으로 표현된 자세 ˆ( )q 를 갱신한다[21]. 

 
1 ˆˆ ( )
2

b

ib gyroq q bω= × −�  (6) 

쿼터니언으로 표현된 자세는 식 (4)과 같이 항체 좌표 계

에서 항법 좌표 계로 변환시켜 주는 변환 행렬을 구할 수 있

다[10]. 

2 2 2 2 2 2 2 2 2 2 2 2

1 2 3 4 2 3 1 4 1 3 2 4

2 2 2 2 2 2 2 2 2 2 2 2

2 3 1 4 1 2 3 4 3 4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 1 3 1 2 3 4 1 2 3 4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2( ) 2( )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2( ) 2( )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2( ) 2( )

b

n

q q q q q q q q q q q q

R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 ⎤+ − − − +
⎢ ⎥

= + − + − −⎢ ⎥
⎢ ⎥+ + − − +⎣ ⎦

  (7) 

항법 좌표 계의 가속도 ˆ( )a 를 두 번 적분하여 구한 위치

ˆ( )p 와 다중 GPS의 수신을 통해 획득한 위치 ( )p� 의 차를 

p̂ pδ
−

≡ � – p̂로 정의한다. p̂δ
−는 EKF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설계한 뒤 자세오차 ˆ( )ρ

와 위치오차 ˆ( )pδ
+ 를 추정한다. 구해진 오차를 통해 자세와 

위치를 갱신하여 보정된 값을 얻을 수 있다. 

 
1

( ) ,
k k k k

fδ δ ω
−

= +x x   ( )
k k k k

h vδ δ= +y x   (8) 

k 의 추정 값은 ˆ,k  측정값은 k� 로 정의한다. 
k
f 는 상태 

전파 함수, 
k
h 는 측정 방정식, 

k
ω 는 시스템 오차, 

k
v 는 측

정 오차, 
k
yδ 는 측정값이다. 

EKF에서 사용하는 상태는 각각 3 차원의 위치오차 ( ),pδ  

속도오차 ( ),vδ  자세오차 ( ),ρ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의 바이어스 오차는 
acc
bδ 와 

gyro
bδ 를 확률변수로 가지는 총 

15 개의 차원을 가진다[22]. 

 T T T T T

acc gyro
x p v b bδ δ δ ρ δ δ⎡ ⎤= ⎣ ⎦  (9) 

이때 ˆk k kδ ≡ − 로 정의하고 각 확률변수의 요소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T

T

x y z

T

N D

p x y z

v v v v

rlρ ε ε

≡

≡

≡

 (10) 

여기서 
N

ε 와 는 Tilt errors, 
D

ε 는 Heading error이다. 

UPF 또한 p̂δ
−를 UPF의 측정값으로 주어 GPS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입력 될 때 마다 위치 오차를 갱신하여 위치오차

ˆ( )pδ
+ 를 추정한다. UPF는 UKF에서 추정된 x̂δ 와 

k
P 를 이

용하여 ˆ( , )
k

N x Pδ 를 따르는 파티클을 생성하고 가중치

를 계산하여 다음 파티클의 상태와 가중치를 예측하였

다. 이때의 UPF 오차 상태는 각각 3차원의 위치와 속

도 오차, 가속도 오차로 총 9개의 차원을 가진다. UPF

를 위한 샘플 포인트는 19개 (9 2 1)× + 개가 필요하다[23,24]. 

 
T

T T T

P
x p v aδ δ δ δ⎡ ⎤= ⎣ ⎦   (11) 

UPF의 경우, 메모리 소모가 크고 처리속도가 늦어지기 때

문에 회전 시에만 잠시 사용함으로 센서의 바이어스 오차는 

측정치에 제외하였다. 

 

V.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위치추정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MCU

는 TEXAS INSTRUMENTS 사의 Cortex-M3 ARM인 

LM3S8962를 사용하였다. 항법 장치는 E2BOX 사의 EBIMU-

9DOF 모델인 IMU 1개와 LOCOSYS Technology 사의 

LS20031 모델인 GPS 수신기 3개를 사용하였다. 다중 GPS와 

INS를 이용하여 직/곡선에 따라 EKF/UPF 필터 변환을 통해 

위치추정을 한다. UPF는 파티클을 이용하여 PF에 UKF를 접

목하였다. 본 위치추정 시스템은 직선의 경우 EKF를 이용한 

GPS/INS 융합을 통해 위치추정을 한다. 곡선에서는 UPF를 

통해 초기 곡선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 값을 필터 변환을 통

한 다시 EKF의 측정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위치추

정을 한다. 실험은 직선에 따른 위치추정과 직/곡선이 혼합되

어 있는 지형에 따른 위치추정 둘로 나누었다. 

그림 8은 직선 주행에 따른 EKF 기반 GPS/INS 융합 시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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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PS/INS 융합 알고리즘 블록도. 

Fig.  7. The block diagram of the GPS/INS fusion algorithm. 

 

그림 8. 직선 주행에 따른 단일 GPS와 다중 GPS의 위치추정.

Fig.  8. Position estimation of the single GPS and Multi-GPS about 

straight tra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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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위치추정 결과이다. 각각의 단일 GPS/INS 시스템들과 

다중 GPS/INS 시스템의 위치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단일 

GPS와 INS로 위치추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GPS의 순간 오차

가 크게 발생하여 데이터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다중 

GPS와 INS 융합 시스템은 단일 GPS의 큰 위치오차 값을 보

정해 줌으로써, 보다 정밀한 위치추정을 할 수 있다. 

표 1은 각각의 단일 GPS+IMU 시스템과 다중 GPS+IMU 

시스템의 위치추정 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위의 평균 위치오

차 결과를 통해 다중 GPS/INS 시스템의 위치추정의 강인함

을 보여준다. EKF를 이용하여 GPS와 INS를 결합한 시스템은 

업데이트 데이터인 GPS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림 8의 

GPS1에서 보듯이 GPS의 위치 값이 순간 오차가 크면 위치

추정의 오차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GPS/INS 융합 시스템에

서 GPS의 값이 정밀할수록 위치추정의 정밀도는 높아진다. 

그림 9은 부산대학교의 대운동장이다. 이 곳은 직\곡선 혼

합 지형으로 본 논문에서 원하는 구조를 적합하게 갖추었기

에 이를 실험 환경으로 정하였다. 

그림 10은 그림 9의 실험 환경에 따른 EKF 기반의 GPS/ 

INS 융합 시스템과 EKF/UPF 필터 변환에 따른 GPS/INS 융

합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은 크게 직선 

2구간, 곡선 2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변 환경의 방해가 없

으므로 GPS의 수신이 양호하고, 지면의 상태가 양호하여 

IMU의 오차도 적었다. 그러므로 직선의 실험에서는 단일 필

터와 필터융합의 결과가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곡

선의 위치추정은 모바일 로봇의 회전에 의해 IMU의 각속도 

및 가속도 오차와 GPS의 순간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정밀한 

위치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렵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단일 필터(EKF) GPS/INS 시스템은 곡선에서 큰 오차의 

발생을 통해 곡선뿐만 아니라 직선에서도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표 3과 같은 위치오차를 얻게 되었다. 반면, EKF/UPF 

필터 변환 시스템은 UPF를 이용하여 초기 곡선의 위치를 잡

아줌으로써 직선과 곡선 모두의 위치오차가 작고, EKF 시스

템보다 정밀하게 위치를 추정하였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필터 변환을 통한 GPS와 INS 융합 위치추

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GPS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중 

GPS를 이용하였고, INS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DWT를 적

용하였다. 본 실외 위치추정 시스템은 직선의 경우 GPS와 

INS의 위치정보를 EKF로 융합하여 위치추정을 하였다. 곡선

에서는 초기 위치를 UPF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추정한 

뒤, 그 값을 필터 변환을 통한 EKF의 측정치에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곡선 주행에서 KEF/UPF 필터 변환 시스템과 

단일 필터 EKF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본 시스템의 우수한 성

능을 검증하였다. UPF의 복잡함과 무거움으로 저가형 MCU

에 파티클의 개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점과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본 시스템의 효과를 높였다. 

본 실외 위치추정 시스템은 실외의 이동 물체 및 차량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찰 및 탐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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