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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1조 달러

가 넘고 1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으로서 대략 2만여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합적 성격의 대표적인 조립 산업이다. 이러

한 자동차 조립 공정은 도장된 차체에 약 3천여 종의 

내장, 계기판, 시트, 유리, 엔진, 변속기, 및 차축 등의 

유닛을 조립하는 노동집약적 공정으로서 타 공정에 

비해 자동화 비율이 가장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 조립 공정은 작업 과정에 대한 모

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여서 각 공정에서 작업이 누락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작업 중인 공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지시된 작업

이 누락되었는지 혹은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불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공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작업 중인 공구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UWB (ultra wide band)와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를 활용하여 공구의 위치 추

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 UWB 기술을 활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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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위치 인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WiFi 기술이 대략 20㎒의 대역폭을 사용

하는데 비해 초광대역을 의미하는 UWB는 수 ㎓이

상의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여 WiFi보다 10배 낮은 

전력 소모인 반면 전송 거리는 10m 정도에 그치는 

특성이 있다[3][4]. 또한 IMU는 이동 물체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가속도계,

각속도계, 지자기계, 및 고도계를 이용한다[5].

본 논문에서는 공구의 위치 측정을 위해서 UWB

통신 모듈을 활용하였고, UWB의 측정 오차를 줄이

기 위한 측위 보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MEMS

IMU 센서를 활용하였다. 전기 및 기계적인 원인으로 

인해 UWB 혹은 IMU 센서의 출력 데이터에는 측위 

데이터 이외에 노이즈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측위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여 정확한 위치 값을 도출하기 위해 

칼만 (Kalman) 필터를 사용하였다[6].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구의 위치 측정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작업 

경로를 벗어난 공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작업의 누락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데, 실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측위 정밀도는 20㎝이

하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작업 포인트가 20㎝

이상인 공정에서는 공구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제안한 복합 센서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본 단위 테스트

결과를 통해 제안한 위치 측정 시스템의 타당성을 조

사하였고, 4장에서는 제안한 위치 추적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제안한 복합 센서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 

UWB 무선 기술은 반송파를 사용하지 않고 기저

대역에서 수 ㎓ 이상의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

용하여 통신에 응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수 나노초의 

매우 좁은 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무선 시스템의 

잡음과 같은 매우 낮은 스펙트럼 전력으로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과 상호 간섭 없이 사용 가능한 시스

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복합 센서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은 움직이는 물체에 부착되어 물체의 위

치를 측정하는 측위 태그 (tag)와 미리 정해진 고정 

위치에 설치되어 태그와 UWB 통신을 수행하는 앵

커 (anchor)로 구성된다.

2.1 UWB 및 MEMS IMU 센서 기반의 위치 측위 센서 

태그 및 앵커

본 논문에서는 UWB 통신 모듈과 MEMS IMU

센서를 조합한 위치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데,

측위 태그의 구조는 Fig. 1에서와 같이 UWB 모듈,

MEMS IMU 센서, MCU, 및 배터리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반면 고정 위치에 설치되는 앵커는 위치 데

이터를 측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MEMS IMU 센서가 

제거되고 WiFi 혹은 이더넷 모듈이 포함되는 형식으

로 구성된다[7].

즉 태그와 앵커의 UWB 모듈은 서로 간에 신호를 

전송하여 송수신 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통해 태그와 

앵커간의 거리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MEMS IMU

센서는 가속도계, 각속도계, 지자기계 및 고도계를 

통해 측위 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동 

Fig. 1. Block diagram of tag composing of UWB and MEMS I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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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인 태그는 이동하는 공구에 부착되어 공구의 3

차원 위치를 측정하여 좌표 데이터를 앵커에 전달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알람을 위한 LED 램프를 

통하여 올바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작업자에

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앵커는 태그들 사이의 거

리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고정 위치에 설치되어 

다수의 태그에서 수집된 위치 데이터 및 알람 정보를 

수집한다.

2.2 위치 측정 알고리즘 구현 

TWR (two way ranging) 방식은 노드1이 펄스를 

전송한 후 이 신호를 수신한 노드2가 다시 펄스를 노드

1에 송신하여 두 노드 사이에서 송수신된 펄스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 후, 노드2에서의 처리 시간을 제외하면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개발되

었는데, 이는 Fig. 2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8].

일반적으로 빛의 이동 거리는 빛의 속도와 측정 

시간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두 노드간의 거리 는  

  × · (1)

와 같이 표현되고, 이때 은 

 

 (2)

와 같음을 Fig. 2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은 노드 

간에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는 펄스 

신호를 수신한 노드2가 다시 신호를 전송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은 노드1이 펄스를 

송신한 시점부터 다시 수신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은 TWR은 각 노드들 간에 동기를 

맞추지 않더라도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여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3 칼만 필터 기반 위치 측정 알고리즘

칼만 필터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선형 동적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는 재귀 필터로서 측정 노이

즈가 포함된 측정 데이터를 재귀적으로 처리하여 현

재 상태에 대한 최적의 통계적 예측을 수행할 수 있

어 컴퓨터 비전, 로봇 공학, 레이더 등의 여러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칼만 필터는 Fig.

3에서와 같은 5단계로 구성되는데, 크게는 현재 상태

를 예측하는 단계와 측정값을 포함하여 더 정확한 

값을 추정하는 단계로 구분된다[6].

Fig. 2. Positioning principle in TW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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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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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sitioning process with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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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모듈에서 시간에 측정된 위치 데이터 는 

노이즈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해석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칼만 필터에서는 노이즈 성분이 

제거된 추정값 을 예측하기 위해 칼만 이득 를 

계산한 후 이를 활용하여 추정값 를 예측한다. 추

정값 과 칼만 이득 는

 


  


  


 (3)

 
 

   
 


 

(4)

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및 

는 각각 상태변수 

예측값 및 오차 공분산 예측값을 나타내는데,




  (5)

 
   

 (6)

와 같이 정의된다. 이때  및 는 각각 상태전이 및 

상태변수 행렬이고,  및 은 각각 시스템 및 측정 

노이즈의 공분산 행렬이다.

식 (3)을 살펴보면 칼만 이득에 기반한 적절한 가

중치를 예측값 


과 측정값 에 곱한 후 서로 더하

는 방식으로 최종 추정값 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식 (4)에서 칼만 이득 는 측정 노이즈 성분 

에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측정 노이

즈 성분이 커지게 되면 칼만 이득 는 줄어들게 되

어 측정값 가 최종 추정값 에 반영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식 (6)로부터 오차 공분산 예측값 


는 시스템 노이즈 성분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

고, 식 (4)로부터 칼만 이득 는 공분산 예측값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칼만 이득 는 

시스템 노이즈 성분 에 비례하게 된다. 즉 시스템 

노이즈 성분 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측값 


의 신뢰

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정값 의 

예측에 측정값의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

게 된다[6].

3. 제안한 위치 추적 시스템의 단위 검증 

본 장에서는 제안한 측위 시스템의 기본적인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내외에서의 기본 통신 시험,

LOS (ling of sight) 시험, NLOS (non LOS) 시험,

무반향실에서의 정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3.1 기본 통신 시험

기본 통신시험은 Fig. 4에서와 같이 실내, 복도,

및 야외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장

소의 고정 위치에 설치된 다수의 앵커가 정지해 있거

나 이동하는 태그의 위치 좌표값을 원활히 모니터링 

하는지를 파악하였는데, 실험 결과로부터 위치 좌표

값을 갖는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3.2 LOS 시험  

앵커와 노드간의 통신 기능을 검증한 이후에는 

LOS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Fig. 5에서와 같이 실내

의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3개의 앵커를 설치한 후,

그 공간 내에서 z축의 위치가 고정된 16개의 지점에 

존재하는 태그의 좌표값을 반복 측정하였다.

LOS 반복 실험의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은데,

대부분의 실내 오차는 ±20㎝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3.3 NLOS 시험 

LOS 검증 이후 장애물이 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위치 측정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Fig. 6에서와 같이 

NLOS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실내의 

Fig. 4. Communication test in indoor and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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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위치에 존재하는 태그의 위치 좌표값을 반복 측

정하였다.

NLOS 반복 실험의 결과는 Table 2에서와 같은데,

예상했던 것과 같이 NLOS 환경에서는 LOS 환경에 

비해 측정 오차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4 무반향실 시험 

마지막 기본 성능 검증 시험으로 무반향실에서의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가로, 세

로, 및 높이 방향으로 5 m 간격으로 4개의 앵커를 

설치하고 내부 공간의 4개 위치에서 태그의 위치를 

반복 측정한다.

무반향실에서의 정지 결과는 Table 3서와 같은데,

이 때 태그는 삼각대에 고정 설치되었다. x 및 y 축 

방향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정밀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z축 방향에서는 큰 측정오차가 발생하였

음을 확인하였지만, 모두 ±20 cm 범위 내에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위치 추적 시스템의 실험 결과 및 고찰 

고정 위치에 대한 측정 시험 이후 본 장에서는 이

동 물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실

험에서는 실내 무반향실과 실제 공구의 작업 환경에

서 진행되었다.

4.1 무반향실에서의 위치 추적 시험 

무반향실에서의 공구 위치 추적 실험은 Fig. 8에

서와 같이 가로, 세로, 및 높이 방향으로 5 m 간격으

로 4개의 앵커를 설치하고 정육면체 내부 공간에서 

태그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위치를 반복 측정하였는

데, 이때 태그는 3축 직교로봇에 장착되어 위치 제어

된다.

Table 3. Measurement data for an immovable target

Reference
values

Reference 1 Reference 2 Reference 3 Reference 4

x y z x y z x y z x y z

Ref. coordinates [mm] 0 0 1,800 0 5,000 1,800 5,000 0 1,800 5,000 5,000 1,800

Max. deviation mea. value [mm] -43 -58 1,893 75 4,943 1,943 4,947 -62 1,965 4,948 4,949 1,624

Mea. error [mm] 43 58 93 75 57 143 53 62 165 52 51 176

Fig. 5. LOS environment test.

Table 1. Indoor LOS measurement data

Measurement
Measurement error [mm]

x axis y axis

Average [mm] 68.01 -29.56

Minimum value [mm] -194 -194

Maximum value [mm] 195 188

Table 2. NLOS measurement data 

Measurement
Measurement error [mm]

x axis y axis

Average [mm] -43.25 -45

Minimum value [mm] 289 107

Maximum value [mm] -38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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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로봇에 장착되어 움직이는 태그의 위치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다. 본 실험에서도 x축 

및 y축 방향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위치 정밀도를 나

타내었지만 z축 방향으로는 측위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측위 좌표값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위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필터로는 MA

(moving average)와 칼만 필터를 이용하였다. 즉 기

준 좌표 (2700, 2700)에 태그를 위치시킨 후 측정한 

데이터를 MA와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380여회 정도의 측정을 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 9에서와 같다.

다수의 고정 앵커들이 설치된 공간에서 움직이는 

노드의 측위값에 MA와 칼만 필터를 적용한 결과인 

Fig. 9로부터 MA와 칼만 필터를 적용하면 위치 측정 

오차가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Fig. 6. NLOS environment test.

Fig. 7. anechoic chamber test.

Fig. 8. Electromagnetic anechoic chamber tes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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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서 같이 380여 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의 통계는 

Table 5에서와 같은데, 여기서 MA와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획득된 위치 값에 대한 위치 오차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수치상으로도 칼만 필터를 적용한 결

과가 측위 오차가 적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4.2 무반향실에서의 위치 추적 시험 

마지막으로 실제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공구의 측

위 정밀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자

동차 조립 공정과 유사한 환경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고정 앵커는 리프트의 네 기

둥에 장착하고, 태그는 공구에 부착하여 공구의 이동 

경로를 Fig. 10에서 같이 측정하였다.

자동차 모형에서 작업하고 있는 공구의 현재 위치

를 표시할 수 있도록 Fig. 11에서와 같은 작업 모니터

Table 4. Measurement data of orthogonal reciprocating 

motion using testbed 

Axial direction
Ref.

coordinates
[mm]

Mea.
value
[mm]

Mea.
error
[mm]

x axis
Min. 2,800 2,760 40

Max. 3,190 3,191 41

y axis
Min. 2,700 2,730 30

Max. 3,090 3,053 37

z axis
Min. 1,500 1,321 179

Max. 1,890 1,985 95

(a)

(b)

Fig. 9. Measurement results using MA (red line) and Kalman filter (blue line) of (a) X axis and (b) Y axis.

Table 5. Measurement data from sensor units and filtering results

Measurement
Mea. value [mm] Applying MA [mm] Applying Kalman Filter [mm]

x y x y x y

Min. 2687 2673 2691.2 2679.2 2693.4 2683.23

Max. 2722 2723 2709.6 2710.9 2708.43 2709.4

Max.-Min. 35 50 17.4 30.7 15.03 26.17

Fig. 10. Tool position tracking experiment in real work-

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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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공구의 위치를 표현하

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생산 등의 조립 공정에서 

요구되는 조립 작업 시 사용되는 공구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측위 모니터링 시스템은 UWB 통

신 모듈과 MEMS IMU 센서를 조합한 형태로서, 태

그와 앵커의 UWB 모듈은 서로 간에 신호를 전송하

여 송수신 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통해 태그와 앵커

간의 거리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MEMS IMU 센

서는 가속도계, 각속도계, 지자기계 및 고도계를 통

해 측위 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동 노

드인 태그는 이동하는 공구에 부착되어 공구의 3차

원 위치를 측정하여 좌표 데이터를 앵커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정 공구가 정해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생산 현장에서의 조립 불량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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