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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칼만 필터를 적용한 다중센서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Multi-Sensor
Geolocation Algorithm using Sequential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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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manned air vehicles (UAVs) are getting popular not only as a private usage for the aerial photograph but military 
usage for th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and supply missions. For an UAV to successfully achieve these kind of missions, 
geolocation (localization) must be implied to track an interested target or fly by reference. In this research, we adopted 
multi-sensor fusion (MSF) algorithm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geolocation and verified the algorithm using two 
multicopter UAVs. One UAV is equipped with an optical camera, and another UAV is equipped with an optical camera and a 
laser range finder. Throughout the experiment, we have obtained measurements about a fixed ground target and estimated the 
target position by a series of coordinate transformations and sequential Kalman filter. The result showed that the MSF has 
better performance in estimating target location than the case of using single sensor. Moreover, the experimental result implied 
that multi-sensor geolocation algorithm is able to have further improvements in localization accuracy and feasibility of other 
complicated applications such as moving target tracking and multiple targe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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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각종 설비가 무인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 오늘날, 무인 비행체 특히 수직이착륙으

로 공간 활용성을 높인 멀티콥터는 감시, 정찰, 보급 등의

군사적 임무 수행은 물론 민간에서의 항공촬영 등의 용도

로 각광을 받고 있다[1]. 무인 비행체가 이러한 임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물이나 목표지점에 대한

위치추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확도를 높여

사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광학카메라, GPS, 

레이저 거리 측정기(LRF: Laser Range Fin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광학카메라의 경우 영상으로 부터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정보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원거리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GPS는 가장

간편하게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m 이
내의 큰 오차범위를 가지며, LRF는 높은 정확도로 빠른 정

보의 획득이 가능하지만, 일조량이 많거나 목표물이 레이저

를 반사하는 특징을 갖는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측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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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각각의 센서들이 가지는 단점을 상호 보완·극

복하기 위하여 UAV 자체의 GPS/INS 센서,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짐벌의 자세 측정 센서, LRF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들을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알

고리즘을 구현·시험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광학카메라를 장

착한 멀티콥터 무인기(UAV1)와 광학카메라 및 LRF를 장착

한 또 다른 멀티콥터 무인기(UAV2)를 동시에 투입하여 지

상의 고정된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도록 하였고, 짐벌

을 이용하여 목표물이 최대한 영상의 가운데에 오도록 설

정함으로써, 영상 내에서 목표물의 픽셀정보는 물론, 카메

라의 목표물 촬영 각도와 UAV에서 목표물까지의 직선거리

를 획득하였다. 
각종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들은 일련의 좌표변환과

순차적 필터링 알고리즘을 거쳐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단일 센서를 이용한 추정과 다중센서 융

합을 이용한 추정 사이의 오차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알고리

즘의 성능을 검증해 보았다. 

II. 시험장비 및 제원

비행시험에 사용된 UAV는 그림 1과 같은 멀티콥터 무

인기로써 하단에 롤과 피치 기동이 가능한 2축 짐벌을 부

착하고 있다. 
멀티콥터 무인기의 제원은 표 1과 같으며, 모든 실험장

비를 부착한 전비중량은 약 9.4kg, 6200mAh 용량의 6셀 리

튬 폴리머 배터리 4개를 부착하여 총 20분의 비행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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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험에사용된두대의멀티콥터(옥토콥터).
Fig. 1. Two multicopters(octo-copters) used in the experiment.

표 1. 멀티콥터무인기의제원.
Table 1. Multicopter UAV Specifications.

크기 (W × H, mm) 1200 × 500
모터 T-Motor MN4014-9

프로펠러 APC 12×4.6
배터리 LiPo 6C 6200mAh
비행시간 약 20분

중량

공중량 4642 g
짐벌+센서 1622 g
배터리 3150 g
전비중량 9414 g

확보하였다.
멀티콥터에 부착된 짐벌과 LRF, 광학카메라는 그림 2와

같으며, 각각의 제원은 표 2,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행 시 LRF와 광학카메라는 짐벌에 고정되어 지면을 내

려다보는 방향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축은 고정

하고 롤과 피치만으로 짐벌을 제어하였다.
지상 목표물(마커)는 그림 3과 같이 길이 2m 가량의 흰

색 정사각형 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UAV의 이륙과 동시

에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정보에서 마커를 인식하여, 
최대한 영상의 가운데에 마커가 위치할 수 있도록 짐벌을

구동하게된다.

그림 2. UAV 하단에부착된2축짐벌및센서류(LRF, 카메라).
Fig. 2. Two-axis Gimbal and Sensors(LRF and Optical Camera).

표 2. LRF의제원.
Table 2. LRF Specifications.

LDS30 (ASTECH)
Dimension (L×W×H, mm) 86 × 45 × 45
Weight 125 g
Measurement Range
  onto target board
  for target reflectance >10%

0.2 m ... 250 m
0.2 m ... 30 m

Measurement Accuracy ± 5 cm
Measurement Resolution 1 mm
Maximum sampling rate
  binary data output
  decimal data output

30 kHz
15 kHz

Laser wavelength 905nm (infrared)
Supply voltage 10 VDC ... 30 VDC
Power consumption (max.) 3 W

표 3. 광학카메라의제원.
Table 3. Optical Camera Specifications.

FCB-EX11D (SONY)
Dimension (W×H×D, mm) 35.9 × 40.8 × 59.2
Weight 95 g
Effective Pixels Approx. 380,000 pixels
Optical Zoom (Digital Zoom) 10× (12×)
Minimum Object Distance 200 mm
Minimum Illumination 1.0 lux
Signal System NTSC
Supply Voltage 6 VDC ... 12 VDC
Power Consumption (max.) 2.8 W

그림 3. 지상목표물(마커) 위에놓여있는UAV.
Fig. 3. UAV placed on the ground target (marker).

III. 위치 추정 알고리즘

위치 추정에 사용된 센서는 두 종류로, 광학카메라와

LRF이다. 따라서 위치 추정 알고리즘 역시 광학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목표물의 위치 추정과, LRF를 이용한 목표물

의 위치 추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다중센서 시스템을 위

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이 이들 추정 값을 융합하여 최종

값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구현된다.
1. 광학카메라 기반의 목표물 위치 추정[3]

광학 카메라 기반의 목표물 위치 추정은 영상 정보 내에

서 목표물의 픽셀위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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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상목표물(마커) 항공촬영및짐벌트래킹.
Fig. 4. Aerial photograph of ground target and gimbal tracking.

다. 본 비행시험에서 UAV의 짐벌은 지상의 목표물을 영상

의 가운데에 놓도록 자세를 변환하게 되는데, 다음에 이어

지는 일련의 좌표변환 과정을 거치면 지구중심 좌표계

(world frame)상에서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1.1 좌표계 설정

목표물의 위치 추정을 위하여 총 네 개의 좌표계를 설정

하게 되며, 이는 UAV1의 출발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NED 
관성 좌표계(inertial frame:   ), 관성 좌표계와 방향

은 같으나 원점이 UAV의 무게중심에 위치하는 비행체 좌

표계(vehicle frame:   ), UAV의 무게중심을 기준으

로 머리 방향을 , 머리의 오른쪽 방향을 , 비행체의

아래 방향을 로 하는 동체 좌표계(body frame: ), 

짐벌의 회전중심을 원점으로 머리 방향을 , 머리의 우측

방향을 , 아래 방향을 로 하는 짐벌 좌표계(gimbal 

frame: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카메라는 짐벌과 온

전하게 정렬되어 완벽히 고정된 상태를 가정하여, 따로 좌

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1.2 좌표 변환 행렬

목표물의 위치를 관성 좌표계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

의 표 4와 같은 좌표 변환 행렬들을 도입한다.
우선 관성 좌표계로부터 비행체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은

단순한 변위차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1)

이 때,  는 3×3 단위행렬, 은 1×3 영행렬, , , 

는 GPS/INS로부터 측정된 관성 좌표계상의 UAV의 위

치 및 고도정보와 같다.
비행체 좌표계로부터 동체 좌표계로의 변환은 UAV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변환과 같으므로

(a) Top view of the coordinate system.

(b) Side view of the coordinate system.

그림 5. UAV에대한좌표계설정.
Fig. 5. Coordinate Frames of UAV.

표 4. 좌표변환행렬.
Table 4. Transformation matrices.

Transformation Description


 Inertial to Vehicle


 Vehicle to Body


 Body to Gimbal


 Gimbal to Camera


 




 




 

 
 


 











  

   
  

 (2)

이 때, ,  , 는 각각 롤, 피치 및 선수각(heading angle)
으로써 UAV에 탑재된 GPS/INS로부터 얻어지며,  ≡cos, 

 ≡sin.

동체 좌표계로부터 짐벌 좌표계로의 변환은 UAV의 무

게중심과 짐벌의 회전중심 사이의 변위차인 
와 더불어

짐벌의 움직임으로 인한 회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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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순차적필터알고리즘.
Fig. 6. Sequential Filter Algorithm.


















  

  
  











  
  
  













  

  
  

이 때, UAV의 무게중심과 짐벌의 회전중심사이의 변위차

인 
는 

에 비하여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       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인 경우 짐벌의 회전 중심과 카메라의 중심 사이

에도 변위차가 존재하며, 짐벌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좌표축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짐벌 좌표계

로부터 카메라 좌표계로의 변환 
또한 고려해야 하나, 해

당 실험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카메라의 좌표축이 짐벌의

좌표축과 나란하게 고정되어 있고 짐벌과 카메라 사이의

변위 또한 
에 비하여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4x4 단위행렬) 로 가정한다.
1.3 광학 카메라 모델링과 목표물 좌표 추정

영상화면(Image plane)에 맺힌 목표물의 상에 대한 픽셀

좌표 
     

는 카메라 좌표계에 대한 목

표물의 위치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4)

여기서 행렬 는 카메라가 가지는 자체 특성으로써 초점

거리 ( )와 초점중심의 오프셋 ( )으로 구성된 보

정 행렬[4],  











   

   
   
   

와 같으며, 


 


 

 
로

써, 는 카메라에서 목표물까지의 직선거리(Image Depth)에
대응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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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카메라 중심 

     에 대한 관성 좌

표계상의 위치를, 
 는 영상화면에 맺힌 목표물의 상에

대한 관성 좌표계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표물의 관성 좌표계상의 위

치 
 는 

 






 의 관계를 식 (4)에

대입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변환 행렬과 영상에 나타난 목

표물의 픽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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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RF 기반의 목표물 위치 추정[5]

LRF를 이용한 목표물의 위치 추정 방법은 앞선 식 (6)과
동일하다. 다만 광학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에서 목표물까지

의 직선거리 를 영상에 나타난 픽셀정보로부터 추론(5)한
것에 반해 LRF의 경우 센서로부터 값이 직접 얻어지므로, 
이를 대입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3. 다중센서 시스템을 위한 칼만 필터 알고리즘

3.1 시스템 모델

고정된 목표물에 대한 위치 추정이므로 상태벡터는 관성

좌표계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    로 정의된다. 
측정모델 역시 광학카메라와 LRF로부터 추정한 위치정보

   와 같으므로,



 
 (7)

여기서 와 는 3×3 단위행렬, 과 같다.

3.2 오차 모델

오차모델은 수차례의 비행시험을 바탕으로 North, East 
방향으로 20m 이내, 고도방향으로 2m 이내의 측정 오차가

관찰되므로

  

 

 
 (8)

따라서 측정 잡음 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9)

3.3 순차적 필터 알고리즘

UAV1에는 광학카메라, UAV2에는 광학카메라와 LRF가
장착되어 있어, 가장 적절한 위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센서의 측정치들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다중센서 융합에는 평형적 필터(parallel filter), 순차적

필터(sequential filter), 자료 요약법(data compression)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계산의 부담을 줄이고, 센서로부

터 정보를 받는 주기가 임의적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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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주어질 때 마다 보정(update)이 진행되는 순차적 필터

[6]의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IV. 비행시험 결과

1. 단일 센서를 이용한 목표물 위치 추정

단일 센서를 이용한 목표물의 위치 추정 결과는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에서 aircraft position은 위치 추정을 하

는 동안 각 비행체의 항적을 나타내며, measured position은
광학 카메라나 LRF로부터 얻은 목표물의 데이터를 좌표

변환과정을 통하여 관성 좌표계상에 나타낸 위치 측정값에

해당한다. filtered position은 위치 측정값들을 순차적 칼만

필터를 통하여 정리한 결과에 해당하며, target position은 필

터를 통한 추정 결과와 목표물의 실제위치를 비교할 목적

으로 그림 3과 같이 목표물 위에 장시간 멀티콥터를 세워

두고 GPS 좌표를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한 것이다.
단일 센서를 이용한 목표물의 위치 추정에서는 광학 카

메라를 이용한 결과보다 LRF를 이용한 결과가 더 정밀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LRF의 측정 정확도와 분해능이 광

학 카메라에 비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8(b)에서는 그림 7(b)와는 다르게 위치 추정값이 지

표면과 나란하지 못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카메라로부

터 목표물까지의 거리 를 앞선 식 (5)와 같은 방법으로

보정하지 않고, LRF로부터 측정한 값을 직접 사용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2. 다중 센서를 이용한 목표물 위치 추정

다중센서를 이용한 목표물의 위치 추정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얻어진 측정값을 데이터가 들

어오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위치 추

정값으로 융합하였고, 표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형

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 이하 CEP) 반경이 단일

센서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축소되어 위치 추정의 정밀도

가 개선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 고정된 물체에 대한 위치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

하여 순차적 필터를 이용한 다중센서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단일 센

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다중센서 융합을 한 경우 위치 추정

의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었으나, 실제 목표물의 위치로 예

상되는 값과는 직선거리로 약 10m 가량 편향(bias)됨을 보

였다. 이는 다중센서 융합을 통한 목표물의 위치 추정 실험

과 목표물의 실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 독립적으

로 이루어진 점과 최대 10m의 거리오차가 발생하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중센서 융합을 통한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개선을 위해

서는 더 다양한 센서의 조합을 통한 실험과 더불어 평형적

필터, 자료 요약법과 같은 다른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가 전

향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위치 추정의 정확도 개선 및 복수의 목표물

에 대한 정확도 높은 추적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또한 기

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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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일센서UAV1(광학카메라)를이용한위치추정.
Fig. 7. Geolocation by using optical camer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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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일센서UAV2(LRF)를이용한위치추정.
Fig. 8. Geolocation by using LRF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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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센서융합을이용한위치추정.
Fig. 9. Geolocation by using Sequential Filt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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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위치추정결과비교.
Table 5. Geolocation result Comparison.

위치오차

(직선거리) CEP  CEP 

단일–광학카메라 9.0344 m 2.7744 m 3.2314 m
단일–LRF 10.075 m 1.2666 m 3.4276 m

다중–광학+LRF 9.4625 m 0.7519 m 1.079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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