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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지능형 운행체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intelligent vehicle)

와 지능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운

행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구글에서 개발 중인.

무인 주행 자동차나 등의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BMW

자동 주차 시스템은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운전자 없이

차량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

무인 비행체는 원격탐사 통신 중계 그리고 산림 화재와, ,

같이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재난 환

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지능형 운행체의 항법을 위해서는 운행체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위치인식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확한

헤딩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주로 를 이(heading) . GPS

용하여 항법을 수행하지만 신호는 인체에 끼치는 영GPS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하게 방출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무인 운행체는 건물 안 터널 주변의. , ,

방해물이 있는 곳에서는 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GPS

이 있다[1].

자이로 는 각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운행체 헤딩(gyro)

은 각속도로부터 계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각속도를 계.

속 적분하면 적분오차 즉 드리프트 가 발생하게 된다(dri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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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드리프트 감2009

소를 위해 제안한 알고리즘HDR (Heuristic Drift Reduction)

과 비전센서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에 영상처리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헤딩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드리프트

감소 방안을 제시한다.

자이로 센서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 알고리즘을 구현한

알고리즘은 운행체가 직선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HDR

비교적 정확한 헤딩 정보를 제시하여 주지만 회전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큰 오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오차를 비.

전센서를 이용하여 보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헤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 센서에 기반하여 자이로 드리프트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운행체에 저가형 자이,

로 센서와 단일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성능

을 검증하였다 자이로 센서로부터 각속도를 획득하고 이를.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각속도를 보정하고 이로부터 헤HDR

딩을 추정한다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에 영상처리.

알고리즘인 알고리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즘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통한 추가적인 오차 보정을 시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II

소개하고 장에서는 과 알고리즘을 통한 자이III HDR SIFT

로 드리프트 감소 시스템인 VDR (Vision-based Drift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장에서는 구현된Reduction) . IV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 및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장에서 결론 및 추후 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V .

관련 연구II.

센서 드리프트를 찾는 방법1.

센서의 에러를 검출 수정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연구,

되어 왔으며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 있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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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는 센서의 상태 공간 모델 을 이(state space model)

용 이전 상태와 앞으로 입력받는 데이터의 값을 보정하는,

칼만 필터 노이즈 값을 제거하는 저역 통과 필터, (low-pass

등이 같이 이용되곤 한다filter) .

센서의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센서에 대

한 상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센서의 노이즈,

와 드리프트에 대한 정도를 추측하는 방법들이다 이 방법.

은 온도 센서와 같이 물체의 움직임과는 관련이 적은 센서

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성을 보여준다[2].

두 번째로 센서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 센서 값을 신뢰,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다수의 센서들을 통해 주성분 분석 및 Support Vector

을 이용한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곤Regression (SVR) PCSVR

한다[3].

세 번째로 센서가 이동 중이며 센서 자체의 정확성도,

보장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신경망 기법이 이용되곤 한다.

센서 오차 및 드리프트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일

련의 신Integrating Historical Data Neural Network (IHDNN)

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센서 드리프트를 줄이는 시도가 있

었다[4].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센서 드리프트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 과도한 사전 측정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필요 계산량,

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2. HDR (Heuristic Drift Reduction)

년 미시간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알고2009 HDR

리즘은 피드백 알고리즘을 이용해 적은 계산 자원을 이용

하여 효율적으로 센서 데이터의 오류 및 드리프트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사 연구가 수행되었고,

자체를 개량하려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HDR .

알고리즘은 우선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HDR yaw

폐루프 제어 시스템 에 기반을(Closed-loop Control System)

두고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은 자이로 센서. HDR

의 각도 값이 아닌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ωtrue 값을 이용)

하여 계산을 한다[5].

그림 은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은1 HDR . HDR

첫 번째 과정으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ωtrue를 입력 값으)

로 받아 센서가 가진 고유한 오차, (ε0 및 측정 시에 생긴)

오차(εd를 저역 통과 필터를 통해 제거하는 작업식) ( (1))

을 수행한다.

τ+

τω+ω

=ω
−

T

T
iiraw 1,
'

' (1)

'ω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측정시 오차가 제거된 각속도:

iraw,
ω 자이로 센서로 측정된 각속도:

1
'
−

ω
i 이전 시점의 각속도:

T 샘플링 주기:

τ 저역통과필터 시간상수:

두 번째 과정으로는 작은 오차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이로 센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실제 각속도 값의

변화가 만들어낸 큰 오차에는 둔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

러한 과정을 를 통해 계산을 수행하게 된Binary I-Controller

다식( (2)).

ciii
iSIGNII )(

11 −−

ω−= (2)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턴,

스위치 와 반복 감쇠기 를 사(turn switch) (repetition attenuator)

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되면 저. ,

가형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도 비교적 정확한 값을Yaw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진은 알고, HDR HDR

리즘에 턴 스위치 반복 감쇠자 등의 함수 및 기능을 추가,

하고 로봇 공학에서 로봇의 미래 위치 추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현재의 센서 값만이Dead-Reckoning

아니라 미래의 센서 값까지 추정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었,

다 또한 자이로 센서에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후. HDR ,

필터와 결합시키는 연구 자EKF (Extended Kalman Filter) ,

이로 센서가 아닌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고안되IMU

었다 국내에서는 강화 학습의 일종인 기법을 이용. CARLA

하여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연구가 있었으며, HDR

알고리즘에 퍼지 평가함수를 추가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

었다[6-9].

하지만 자이로 센서가 사용하는 측정의 기준점이 계속해

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나 운행체, ,

가 회전 주행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센서 값을 다른 센서

나 외부에서 주어진 수치 등을 이용해서 보정해야할 필요

가 있다.

3.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이미지 매칭 에는 원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와의(matching)

픽셀 간 유사성 비교를 통한 매칭 외에 이미지에 대한 주

된 특징이 되는 점들을 찾은 뒤 이 점들에 대하여 이 점들

을 보다 식별이 용이하게 서술할 수 있는 서술 벡터

를 생성하고 이 벡터들 간의 유사성을(description vector) ,

측정하여 매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주된 특징이 되.

그림 1. 알고리즘HDR .

Fig. 1. HDR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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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픽셀 혹은 지점들을 특징점 혹은 키포인트(feature point)

라고 한다 는 영상인식 기술 중 하나로 영상(keypoint) . SIFT

피라미드를 만들어 특징점을 추출하여 크기 변화에 강인하

고 특징점들의 기준 방위를 추출하여 특징벡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회전 변화에도 강인한 알고리즘이다[10].

영상에서 회전 스케일 노이즈 등에 불변하는 특성을 가, ,

진 특징점을 추출하고 매칭 하는 기술은 물체 인(matching)

식 물체 검색 물체 트래킹 등을 하기 위해 매우, , (tracking)

강력한 기술이고 영상 기반 등에 활용된다SLAM [11-13].

시스템III. VDR (Vision-based Drift Reduction)

비전 센서를 이용한 헤딩 추정1.

연속된 두 이미지에서 알고리즘으로 동일한 특징점SIFT

을 식별하면 각도에 따른 픽셀크기, DPR (Degree to Pixel

를 추정할 수 있다ratio) .

그림 는 첫 번째 이미지왼쪽 이미지를 촬영한 후2(a) ( )

카메라를 도 각도 회전시켜 두 번째 이미지오른쪽 이미4 (

지를 촬영한 후 두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을 매칭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는 두 이미지를 겹쳤을 때 동일한. 2(b)

특징점 예를 들어 이미지 우측 상단의 산 정상 부분을 직( )

선으로 연결한 것을 보여주며 xdiff 는 두 이미지에서 동일

한 특징점간 너비차가 된다 예를 들어 왼쪽 이미지에서. ,

산 정상 픽셀의 x 좌표가 이고 동일한 위치의2352 x 좌표

가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이면 이 동일한 특징점에서의2500

너비차 xdiff 는 이 되고 은2500-2352=148 DPR 148/4=37

가 된다 이 경우에 모든 동일한 특징점들끼리pixels/degree .

연결하였을 때 평균 은 였다 즉 카메DPR 38 pixels/degree . ,

라를 도 간격으로 회전시켜 두 이미지를 촬영하였다면 두1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간 픽셀 너비는 평균 픽셀 크38

기로 추정된다.

그림 은 헤딩 추정기 를 보여준다 다3 (Heading Estimtor) .

양한 각도와 환경에서 측정한 집합을DPR Ψ라고 하자.

{ }),(,),,(),,(
2211 NN

dxdiffdxdiffdxdiff �=Ψ

여기서 Xxdiff
i
∈ 는 두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간 너비

차이고 Dd
i
∈ 는 이 때 두 이미지간 촬영 각도를 의미한

다 헤딩 추정기는. Ψ로부터 최소제곱 에 의한(least-square)

을 이용하여 생성된다Polynomial curve fitting .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i
xdiff 가 i

d 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식 과 같이 차식으로 헤딩추정기를 구(3) 1

성하였다.

bxdiffmxdifff += )()( (3)

잔차(residual) i
R를 각 i

xdiff 에서의 함수값과 i
d 와의 차,

iii
dxdifffR −= )( 로 정의하면 모든 i

xdiff 에서의 잔차의

제곱의 합 R은 식 와 같이(4) m과 b의 함수로 정의된다.

[ ] [ ]
[ ] 2

2

22

2

11

)(

)()(

NN
dbxdiffm

dbxdiffmdbxdiffmR

−+++

−++−+=

�

(4)

R의 최소값은 식 와 과 같이(5) (6) m과 b에 대한 R의

편도함수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0=
∂

∂

m

R
(5)

0=
∂

∂

b

R
(6)

식 와 을 풀면(5) (6) m과 b가 결정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차식의 헤딩추정기를 구성한다 그러하면 임의의1 . xdiff 가

주어졌을 때 헤딩 은 헤딩 추정기로부터(Yaw) )(xdifff 로

계산되어 추정된다.

알고리즘과 비전센서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2. HDR VDR

자이로 센서에 대한 알고리즘 적용은 직선 구간에HDR

서는 비교적 정확한 헤딩을 추정하지만 회전 운동이나 오,

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다 반.

면 이미지에 대한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구축된 헤딩SIFT

추정기는 직선뿐만 아니라 회전시에도 정확한 헤딩을 제공

하지만 이미지에 대해 가우시안 함수를 적용하는 등 계산,

량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에 기반한 헤딩 추정기를HDR SIFT

결합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하면서 헤딩 추정 정확도가 향상

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는 시스템의 구VDR . 4 VDR

성도를 보여준다 자이로 센서의 출력값은 센서가 가진 고.

유한 오차(ε0가 제거된 후 에 입력되며 저역 통과) HDR ,

필터를 통해 측정 시에 생긴 오차(εd가 완화된 후) HDR

알고리즘에 의해 수정된 각속도 HDR
ω 가 출력된다 연속된.

(a)

(b)

그림 2. 서로다른 개의이미지에서특징점매칭2 .

Fig. 2. Feature points matching in two different images.

그림 3. 헤딩추정기.

Fig. 3. Heading 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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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 위치간 차이 즉 픽셀 간격, xdiff

가 입력되면 헤딩 추정기로 추정된 헤딩 값, est
ψ 이 출력된

다. HDR
ψ 은 일정한 시점마다 est

ψ 로 보정되어 최종 헤딩값

VDR
ψ 이 출력된다.

변환기 는 각속도로부터 식 과 같Yaw (Yaw Converter) (7)

이 헤딩 HDR
ψ 를 계산한다.

iHDRHDRHDRHDR
T

iii

ω+ψ+ψ=ψ
−10

(7)

0HDR
ψ 시작 시점에서의 초기 헤딩값:

본 논문에서는( 0HDR
ψ =0)

i
T 샘플링 시간 간격:

그림 의 그래프를 보면 직선 구간에서 각속도는 을 중9 0

심으로 부호가 계속하여 바뀌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계속하여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시간동안 각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운행체가 곡선 구간을 움직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림 에서 반복 카운터 는 식 에서4 (RC: Repetition Counter) (8)

와 같이 이전 각속도( 1−

ω
i

HDR 와 현재 각속도) ( i
HDR

ω 의 부호)

가 같으면 이 증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로 리셋된다 여기1 1 .

서 ( )SIGN 은 부호를 판별하는 함수이며 양수이면 이, 1, 0

면 음수이면 의 값을 반환한다0, -1 .

⎩
⎨
⎧

ω≠ω
ω=ω+

= −

 )()(if1

)()(if1

1-ii

1-ii

HDRHDR

HDRHDR1

SIGNSIGN

SIGNSIGNRC
RC

i

i (8)

반복 카운터 값이 미리 정의된 임계치 보다 크(threshold)

면 식 와 같이 커브 스위치 의 값은 이 된(9) (Curve Switch) 1

다 여기서. i
CS 는 커브 스위치이고 CS

Θ 는 커브 스위치에

대한 임계치이다.

⎩
⎨
⎧

Θ<
Θ≥

=
 if0

if1

CSi

CSi

i RC

RC
CS (9)

커브 스위치가 이면 운행체는 직선 구간을 운행off (0)

중이며 VDR
ψ 의 값은 HDR

ψ 의 값을 사용한다 커브 스위치가.

이면 운행체는 곡선 구간을 운행중이며on (1) VDR
ψ 의 값

은 일정 시점마다 est
ψ 의 값으로 보정된다식( (10)).

⎩
⎨
⎧

=ψ
=ψ

=ψ
 0if

1if

iHDR

iest

VDR CS

CS

i

i

i

(10)

실험 및 분석IV.

실험 환경1.

카메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였다LifeCam .

그리고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를 얻기 위해 사의E2Box

센서를 이용하였다 이 제품은 저가EBIMU-9DOFV2 AHRS .

형으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자기 센서 온도 센서를, , ,

포함하고 있고 에러 제거에 칼만 필터가 사용되었다는 정

보 외에는 세부적인 에러 감소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

만 정지 상태일 때에는 드리프트가 발생하지 않았지Yaw

만 움직이는 상태일 때에는 이동시 도 이상의, 10m 10 Yaw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고리즘은 의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HDR NI LabView

코드를 작성하였다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를 이용한. HDR

알고리즘을 적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

고 미터 가량의 트랙을 반복 주행하면서 알고리, 400 VDR

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분석2.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미터. 100

가량의 트랙의 직선 구간을 반복 운행하면서 을 적용HDR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의 변화를 추적하고 을 적Yaw HDR

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알고리즘의 직선 구간에서의HDR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에 트랙 한바퀴를 반복 주행하면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전센서 기반 헤딩 추정기로부

터 추정한 헤딩값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 헤딩. HDR

추정기를 결합한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정된 헤딩 값을VDR

분석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VDR .

을 이용한 직선 구간에서의 값 추정2.1 HDR Yaw

그림 는 직선 구간을 반복 운행하면서 측정한 적5 HDR

용전 각속도 와 적용후 각속도 를 비교(Wz) HDR (Wz_HDR)

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x 축은 시간 초을(1/00 ) y 축은

그림 4. 시스템VDR .

Fig. 4. VDR System.

그림 5. 보정전각속도와보정후각속도 직선구간( ).

Fig. 5. Angular velocity measurement with and without the HDR

algorithm (In straigh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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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속도를 나타낸다 자이로 센서로 측정된 각속도는 파란색.

으로 알고리즘으로 보정된 각속도는 빨간색으로 표, HDR

시되어 있다.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행 도중 자이로 센서로5 ,

측정한 각속도 값의 합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면적이( )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컸으므로 자이로 센서의 값은, Yaw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된 시간에 따른5 Yaw

값이 그림 에 보여진다 여기서6 . x 축은 시간 초을(1/00 ) y

축은 값을 나타낸다 직선 구간을 운행하였기 때문에Yaw .

값은 변화가 없거나 적어야 하는데 직선 구간에서Yaw 85

초 동안 값이 도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Yaw 16 .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이로 센서를 통해 추정된6 , Yaw

값은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이로 센서의 이러한 드리프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림 에서와 같이 자이로 센HDR , 7

서에서 발생하는 드리프트 오차가 효과적으로 제거되Yaw

어 도까지 발생했던 값에 대한 오차가 도, 16 Yaw 0 ~ 0.06

까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헤딩 추정기를 통한 트랙 구간에서의 값 추정2.2 Yaw

거리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와 각도를 변화시켜 가면( , , )

서 촬영 획득한 여장의 이미지 처리를 통하여1000 Ψ집합

을 구성하였으며 을 이용하여 식Polynomial curve fitting (11)

과 같이 차식으로 표현되는 헤딩 추정기를 구성하였다1 .

0272.0)(0272.0 −= xdiffd (11)

여기서 xdiff 는 동일한 특징점간 픽셀 너비의 평균값을 그

리고 d 는 두 이미지간 촬영 각도가 된다 예를 들어 연속. ,

된 두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간 픽셀 너비 평균이 100

이라면 두 이미지간 촬영 각도는 도로 추정된다2.75 .

그림 는 타원형의 트랙 를 반복 주행하여 도8(a) 400m 360

회전 주행을 수행하였을 때 연속된 두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점 분석을 통해 계산된 각도를 보여준다 트랙. 400m

구간 중 총 개 지점에서 각도를 계산하였으며 이와 같151

이 계산된 각도는 최대오차 도 최소오차 도 그리고3.0 , 0.0 ,

도의 평균 오차를 가졌다 이러한 각도를 계속 누적시키0.6 .

면 헤딩 정보 값가 되고 그림 에서 보여진다 여(Yaw ) 9(b) .

기서 x 축은 이미지 번호를 y 축은 값을 나타낸다 그Yaw .

림 에서 은 타원형 트랙의 첫 번째 직선구간을 그리9(b) ①

고 는 첫 번째 회전구간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은 타.② ③

원형 트랙의 두 번째 직선 구간을 는 두 번째 회전구간④

을 나타낸다 실선은 이미지 특징점 분석을 통해 계산된.

값을 그리고 점선은 실제 값을 나타낸다 첫 번Yaw Yaw .

째 회전구간을 운행한 후 계산된 값은 도 근처를Yaw 180

가리키고 두 번째 회전구간을 운행한 후에는 도 근처를360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헤딩 추정기를 통한 Yaw

값 추정이 회전 구간에서도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헤딩 추정기를 결합하여 값 추정2.3 HDR Yaw

그림 는 트랙을 바퀴 반복 운행하면서9 400m 2 (800m)

측정한 적용전 각속도 와 적용후 각속도HDR (Wz) HDR

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Wz_HDR) .

그림 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된 시간에 따른9 Yaw

값이 그림 에 보여진다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를 이용한10 .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평균 분 초에 걸쳐HDR , 4 40 800

미터 주행 도의 각도 변화가 있었을 때 알고리즘, 720 HDR

그림 6. 알고리즘적용전 값 직선구간HDR Yaw ( ).

Fig. 6. Yaw values before applying the HDR algorithm (In straight

line).

그림 7. 알고리즘적용후 값 직선구간HDR Yaw ( ).

Fig. 7. Yaw values after applying the HDR algorithm (In straight

line).

(a)

(b)

그림 8. 헤딩추정기를통한 값Yaw .

Fig. 8. Yaw values from the Heading 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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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의 변화를 약 도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Yaw 576 . HDR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자이로 센서에 대한 드리프트 오차가,

직선 구간에서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지만 회전 구간을 포함,

하는 운행에서는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과 알고리즘을 통하여 계산된11 HDR VDR Yaw

값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x 축은 시간 초(1/00 )

을 y 축은 값을 나타낸다 실선은 을 통해 계산된Yaw . VDR

값을 파선은 에 의해 얻어진 값을 그리고Yaw , HDR Yaw

점선은 실제 값을 나타낸다 과 모두 직선Yaw . VDR HDR

구간에서는 값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Yaw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전 구간을 포함한 전체 운행 구간에.

서 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값을 제공하지만 상기한VDR Yaw

바와 같이 은 회전 구간에서 큰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HDR .

을 이용하여 헤딩 값을 추정하였을 때 평균 오차는VDR 5.7

도였고 의 경우에는 도였다HDR 78.6 .

결론V.

자세와 헤딩 정보는 지능형 운행체 항법에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자이로 드리

프트 오차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VDR . HDR

알고리즘과 비전 센서 기반 헤딩 추정기를 이용하여 신뢰

할 만한 수준의 헤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비전 센서는 최근 반도체 및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소

형 경량이면서 고화질의 이미지 제공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저가의 자이로 센서로부터의 오차를 저가의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항법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기

술은 무인 그리고 지능형 운행체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픽셀 너비 정보 축 방향를 이(x )

용하여 헤딩 추정기를 구성하였다 추후에는 다양한 방향으.

로의 지능형 운행체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 픽셀 패턴 정보

를 분석하여 공간상에서 운행하는 무인 비행체 항법을 위

한 헤딩 추정기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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