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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ed use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navigational methods that do 

not employ acoustic beacons and dead reckoning sensors. This paper describes a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scheme that uses 
range sonars mounted on a small UUV. A SLAM scheme is an alternative navigation method for measuring the environment through which the 

vehicle is passing and providing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UUV. A technique for a SLAM algorithm that uses several ranging sonars is presented. 

This technique utilizes an unscented Kalman filter to estimate the locations of the UUV and surrounding objects. In order to work efficiently, the 
nearest neighbor standard filter is introduced as the data association algorithm in the SLAM for associating the stored targets returned by the sonar 

at each time step. The proposed SLAM algorithm was tested by experiments under various three degrees of freedom motion conditions.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showed that the proposed SLAM algorithm was capable of estimating the position of the UUV and the surrounding objects 
and demonstrated that the algorithm will perform well in variou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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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1. 서 론

넓은 해역에서 지속 으로 자율 운항되는 무인 잠수정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에 한 활용도가 높아

지면서, 긴 시간 동안 넓은 해역에서 운용되는 자율 운항하는 

무인잠수정의 항해 오차를 이고 정확한 치를 악하는 것

은 무인잠수정의 안 하고 효율 인 운용에 있어서 요한 문

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  무

인잠수정 운용 해역에 한 사  정보 없이 고정되어 있는 무

인잠수정 운용 해역의 지형지물 정보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에 

한 치를 기록하고 이로부터 무인잠수정의 치를 악하는 

것이 가능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SLAM) 

기법이다(Smith et al., 1990). SLAM기법을 구 하기 해서는 

무인잠수정과 물체의 치를 동시에 추정하여 하는데, 이를 

하여 칼만 필터(Kalman filter)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칼만 

필터는 백색 잡음 환경에서 선형화된 상태 방정식을 가지는 경

우 가장 합한 추정기법으로 인정되어왔다(Wehllch and 

Bishop, 2006). 비선형식으로 표시되어지는 상태방정식을 가진 

시스템에 해서는 자코비안(Jacobian)을 이용하여 상태 방정식

을 선형화하여 사용하는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EKF)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

기 해서는 비선형성 시스템일지라도 부분 선형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많은 비선형 시스템들은 이러한 가

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확장 칼

만 필터 용 시 많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 확장 칼만 필터의 비선형성에 한 약 을 극복하고자 여

러 안들이 연구되어져 왔다(Simon and Chia, 2002; Wen and 

Durrant-Whyte, 1991; de Geeter et al., 1997). 이  무향 칼만 

필터(Unscented Kalman filter: UKF)는 비선형 시스템에 해서 

칼만 필터 용 시 비선형 시스템 동  계식(Nonline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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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equation)을 자코비안(Jacobian)을 이용한 선형화 과정

을 거치지 않고, 그 로 이용함으로서 동  계식의 선형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Julier and 

Uhlmann, 1997; 2004). 이러한 비선형성에 한 강인함으로 인

하여 최근 지상 로 과 무인 비행 로 의 동시 지도 작성  자

가 치 추  기법에 한 무향 칼만 필터 용이 연구되고 있

다(Langelaan and Rock, 2005; Andrade-Cetto et al., 2005; 

Martinez-Cantin and Castellanos, 2005). 무향 칼만 필터는 효

율  비선형성 극복을 해서 수행하는 sample을 선택하는 작

업으로 인하여, 확장 칼만 필터에 비해서 많은 계산 시간 는 

계산 성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 시간  성능에 한 

요구는 본질 으로 SLAM을 실제 용할 때 언제나 야기되는 

가장 요한 문제 으며, 이에 해서 많은 기법 등이 제안, 연

구되어져 왔다. 이  SLAM 기법에 의해서 생성되는 지도를 여

러 개의 작은 지도로 나 어서 계산량 감소를 꾀한 Sequential 

map joining(Williams et al., 2002), Decoupled SLAM(Leonard 

and Feder, 2001) 등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기법들은 O(1)의 

계산 복잡도 구 이 가능하나, 치 추정치에 한 일 성

(Consistency)을 획득하기 한 가정들에 한 정 한 검증을 

필요하다. SLAM을 무인 잠수정 용 시 외부 환경에 한 공

간 정보 획득을 한 장비로서 방 주시 소나(Foward looking 

sonar)(Capenter, 1998), 측면 주사 소나(Side-scan sonar)(Ruiz 

et al., 2004), 합성 개구면 소나(Synthetic aperture sonar)(Liu 

and Schmidt, 2003)와 거리 측정 소나(Range sonar) 등이 사용

되었다. 방 주시 소나, 측면 주사 소나와 합성 개구면 소나는 

정 한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나, 장치의 길이 등 

때문에 모든 무인 잠수정에 용하기 힘든 단 을 가지고 있다

(Hwang and Seong, 2005).

본 논문에서는 O(1)의 계산 복잡도 구 이 가능하며, 3 자유

도 운동을 하는 무인 잠수정 운항 시 용 가능한 무향 칼만 필

터, Local submap  거리 측정 소나를 이용한 SLAM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기법에 한 정식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실제 인 수조에서 3 자유도 운동에 한 실험을 통해 제

안된 기법의 성능 검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무향 칼만 필터

2.1 Stochastic map 
그동안 SLAM 기법은 Stochastic mapping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되어 왔다(Smith et al., 1990). Stochastic mapping 기

법은 이동하는 자율 운항 로 의 공간 정보와 로 이 이동 

에 탐지하게 되는 주변 환경에 한 공간 정보를 동시에 처리

함으로서 로 의 치 악 작업과 주변 환경에 한 지도 작

성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동시 작업 

수행을 해서 Stochastic mapping 기법에서는 로 의 공간 정

보와 주변 환경에 한 공간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하게 된다. 

일반 으로 자율 운항 로 이 정 한 치 악  지도 작성 

작업을 해서는 높은 정 도를 가지고 있는 센서 등을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높은 정 도를 가지고 있는 센

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센서 자체 제원 등으로 생겨나는 오차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Stochastic mapping 기법은 로  주변 환경에 한 공간 정보 

획득을 한 센서가 제공하는 공간 정보에는 본질 으로 오차

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낮은 정 도 센서를 사용하여도 

여러 개 센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공간 정보를 획득하고 이

를 결합하여 로 이 운항을 하면서 만들어낸 지도가 사용 가능

한 정도의 낮은 오차를 가지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센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거리, 방 각 등과 같은 명목상 공간

정보에 한 측정치를 사용하는 신 측정치를 기댓값으로 하

며 센서의 제원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오차 정보를 분산으

로 하는 당해 공간 정보에 한 확률 분포를 구성하여 사용하

게 된다. 로 의 치 정보 한 하나의 공간 정보이기 때문에 

명목상 로 의 치를 기댓값으로 하고 센서 오차 정보를 이용

하여 구한 분산을 가지는 확률 분포를 구성하여 사용하게 된다. 

Stochastic mapping 기법은 로 의 공간 정보와 로 이 이동하

는 주변 환경에 한 공간 정보를 각각 정보에 한 확률 분포에 

한 추정 작업을 수행하여 구하게 된다. 술한 바와 같이 로

의 공간 정보와 주변 환경의 공간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로

과 주변 환경에 한 공간 정보를 추정 작업 시 사용하게 되

는 하나의 시스템 상태(System state) 벡터로 구성하게 된다. 

Stochastic mapping 기법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시스템 상태에 

한 추정 작업이기 때문에, 추정 기법 용에 한 제한이 없다.

2.2 무향 칼만 필터 

Stochastic mapping 기법을 용하여 SLAM를 구 시 칼만 

필터(Kalman filter)가 가장 많이 용되어 졌다. 비선형 시스템

에 해서 SLAM을 용할 때는 비선형 시스템을 테일러 개

를 통하여 선형화 작업을 통해 칼만 필터를 용한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와 비선형 시스템에 바로 용이 

가능한 입자 필터(Particle filter)를 용해왔다. SLAM 이외에도 

비선형 시스템에 한 추정에서 많이 사용되어져온 확장 칼만 

필터는 기본 으로 비록 시스템이 비선형이지만, 부분 으로는 

선형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다. 부분 

선형성에 한 가정이 배될 경우 추정 결과가 발산하게 되어 

올바른 추정 결과를 기  할 수가 없다. 한 비선형 시스템 

계식을 확장 칼만 필터에 용하기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자

코비안(Jacobian)은 실제 용시 유일해를 갖는 형태로 계산 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 상태 방정식 선형화가 어려

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입자 필터는 확률 분포 함수에 하여 무작 로 입자를 샘

링(Sampling)하고 이에 한 가 치 합으로서 확률 분포 함수

를 추정하게 된다. 확장 칼만 필터와 달리 비선형 시스템 계

식에 한 선형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 칼만 필

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피해 갈 수 있다. 한 확률 분포 

함수에 해서 제한이 없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

한 추정 계산을 해서 많은 입자가 필요하게 되어 계산량에 

한 부담이 가지고 있으며, 입자에 한 가 치가 소수의 입자

에 집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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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scented transform

무향 칼만 필터는 비선형 시스템 계식에 해서 선형화 작업

을 요구하지 않고 비선형 계식을 그 로 사용함으로써, 비선

형성으로 인한 오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비선형 계식을 사용하기 해서, 무향 칼만 필터는 무향 

변환(Unscented transform)을 사용하고 있다. 무향 변환은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추출 작업(Sampling)을 통하여, 하게 

비선형 계식에 용하는 변환이다. Fig. 1은 무향 변환의 개념

을 보여주고 있다. 무향 변환은 시그마 포인트(Sigma point)라

는 확률 분포에 한 추출 포인트(Sampling point)를 구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한다. 평균이 이고 분산이 P인 확률 변수 x을 

가정하면,  Sigma point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2)

     


. (3)

식 (2)~(3)에서 n은 시스템 상태 벡터의 차원이며, 은 

nP의 Matrix square root의 i번째 열을 나타낸다. Wi은 각 시그

마 포인트에 한 가 치이며, 




  을 만족한다. κ는 고

차 비선형에 한 ‘우수한 조정’을 한 여유 자유도를 제공하

기 해서 사용되며, 체 인 측 과정에서의 오차를 여주

는 역할을 한다. 그 값은 귀납 으로 결정되어지며,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 n + κ = 3을 만족하는 값으로 결정한다. 입자

필터와 무향 칼만 필터의 차이 은 입자 필터는 무작  입자 

추출 작업을 하는 반면, 무향 칼만 필터에서 사용되는 무향 변

환은 결정론 인 방법(Deterministic method)을 용하여 추출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다. 결정론 인 방법을 통해서 추출 작

업은 무작  추출 방법과 달리 정해진 개수의 시그마 포인트만 

필요하며, 가 치의 집  상을 방지할 수 있다. 

무향 칼만 필터는 무향 변환을 통해서 구한 Sigma point를 

이용하여, 추정치의 평균 과 분산 

에 한 측(Predict)을 수행하게 된다. 시스템 계식이 f(x(k), 

u(k), q(k))일 때 시스템 추정치 , 에 한 

측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 (4)

 




  . (5)

 




 

×


. (6)

측 모델이 z(k) = h(x(k), w(k))일 때 측 값에 한 측 

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 (7)

 




 . (8)

칼만 이득 값을 구하기 한 신 벡터 S(k)와 추정치 오차에 

한 공분산 행렬 Pxy(k)은 무향 칼만 필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하여진다.

 






×


, (9)

 






×


. (10)

칼만 이득 값은 식 (11)과 같이 계산된다. 


. (11)

갱신(Update) 과정은 일반 인 칼만 필터의 갱신과정과 동일

하게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12)

 . (13)

3. SLAM기법 정식화 

3.1 운동 모델 및 관측 모델 

술한 바 와 같이 SLAM 기법은 무인 잠수정과 물체를 하나

의 시스템 상태 벡터로 구성하여 무인 잠수정과 물체들에 한 

추정치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무인 잠수정의 상태를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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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태(System state)는 식 (14)과 같이 정의 된다.

      . (14)

식 (14)에서 xv, yv와 zv는 각각 무인 잠수정의 3차원  치를 

표시하며, V는 무인 잠수정의 속도(Total velocity)를 나타내며 

ψ, φ는 각각 선수각(Yaw)과 종요각(Picth)을 나타낸다. 본 논문

에서는 무인 잠수정이 외부 환경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

로서 방 각 측정이 가능한 4개의 거리 측정 소나(Range sonar)

를 사용한다고 가정하 다. 무인 잠수정이 운항하는 해역 내에

서 거리 측정 소나에 의해서 탐지되는 4개의 물체의 상태를 나

타내는 시스템 상태는 식 (15)과 같이 정의된다.

    ⋯   . (15)

식 (15)에서 표 되는 물체들의 시스템 상태는 식 (14)와 마찬

가지로 탐지되는 3차원 물체의 3차원  치를 표 한다. 

Stochastic mapping기법에 의해 재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 상태 벡터 는 무인잠수정과 물체의 시스템 상태를 결합 

시켜 식 (16)과 같이 표 한다.

 
 

. (16)

무인잠수정의 운동은 이산  2차 운동학  모델(가속도가 백

색 잡음으로 존재하는 등속도 운동 모델)을 이용하여 식 (17)~ 

(23)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이산화 수식으로 구성하 다. 

   
 

. (17)

   
 

. (18)

   . (19)

  . (20)

  . (21)

   . (22)

   . (23)

식 (17)~(23)에서 k는 이산화된 시간을 나타내고 T는 이산환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q는 오차 항으로 백색 가우시안 잡음으

로 가정한다.

측 모델은 무인 잠수정과 운항 해역에 존재하는 물체사이

의 거리와 방 각들로 결정하 다. 이는 무인 잠수정에서 리 

사용되는 소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거리와 방 각이기 

때문이다. 무인 잠수정에 의해서 탐지되는 단일 물체에 한 

측 모델은 식 (24)과 같이 정의된다.

 














 . (24) 

r(k + 1)은 무인 잠수정과 탐지된 물체까지의 거리이며 α(k + 

1), β(k + 1) 각각 z축으로부터 돌아간 각도와 z축을 축으로 x축

에서부터 돌아간 각도를 나타낸다. w(k +1)은 측 오차를 나타

내며 평균 0인 정규분포에 따르고 분산은 소나 제원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고 가정한다. w(k + 1)의 공분산 행렬 R(k + 1)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 (25)

식 (24)은 z(k + 1) = h(x(k + 1)) + w(k + 1)와 같이 시스템 상

태 변수들의 함수로서 표  할 수 있다. 이 때 함수 h(x(k + 1))

는 식 (26)와 같이 표 된다.






















 

   

 
 

(26)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거리 측정 소나를 무인 잠수정에 설치

하 다고 가정하 기에 실제 사용된 측 모델은 아래와 같다. 

 






























. (27)

식 (27)에서 zi, wi, i = 1, 2, 3, 4은 식 (24)에서 정의되어 있는 

측값  측 오차를 나타낸다. 식 (27)에 식 (26)을 용하며 

아래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 (28)

식 (28)에서 hi는 식 (26)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나타낸다.

3.2 SLAM 기법 정식화

본 에서는 무향 칼만 필터를 용한 SLAM 기법의 정식화 

과정을 소개한다. 제일 먼  SLAM 기법에 무향 칼만 필터를 

용하기 해서 식 (17)~(23)에 서술되어 있는 무인 잠수정에 

한 운동 모델에 해서 식 (1)~(3)을 용하여 무향 변환 용

을 한 시그마 포인트를 구한다. 구한 시그마 포인트와 식 (4)~ 

(6)을 용하여 시스템 상태 벡터 x의 k + 1번째 시간의 추정값 

과 시스템 상태 벡터 공분산 행렬 의 시간 

변화에 따른 측 작업을 수행하고 식 (7)~(8)과 식 (28)을 용

하여 k + 1번째 시간의 측값 에 한 측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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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mensions and coordinate of tank

수행한다. 측 작업을 통해서 식 (27)과 같이 표 되는 실제 

측값이 거리 측정 소나에 의해서 획득되게 된다.

측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물체가 탐지 될 경우 새로운 물체

의 시스템 상태를 구성하여 기존 시스템 상태 벡터에 더하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 상태 벡터에 한 공분산 행렬을 구성한다. 

새로운 시스템 상태 벡터와 공분산 행렬은 식 (29)~(31)과 같이 

구성되어진다.

←












←



  



 









. (29)















   













. (30)








  
  
  














  
  
  






. (31)

기존 물체에 련된 실제 측정치 탐색  새로운 물체에 한 

추가 작업이 완료된 이후 갱신 작업을 한 신벡터, 공분산 

행렬  칼만 이득에 한 계산 작업을 식 (9)~(11)을 용하여 

수행한다. 계산되어진 칼만 이득과 식 (12), (13)을 용하여 갱

신 작업을 수행하여 재 시간 k + 1에서의 시스템 상태 벡터 

와 시스템 상태 벡터 공분산 행렬 

을 추정하게 된다.

술한 SLAM 기법은 지도 내에 기록되어지는 물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계산의 복잡도가 O(n
2
)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상태 벡터 크기 변화로 인한 계산 복잡도 증가

를 방지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Local submap 기법을 도입

하 다. Local submap 기법은 무인잠수정이 운항하는 해역을 

몇 개의 Submap으로 나 어 Submap 내에서는 Full covariance 

기법을 용하여 무인잠수정과 물체의 치에 한 추정치를 

구하고 각각 Submap 내에서 구한 추정치는 오직 당해 Submap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Kim, 2004). Full covariance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무인잠수정과 물체의 치에 한 추정치의 수렴

성 확보가 가능하다(Newman, 1999).

4. 실 험

술한 무향 칼만 필터 기반 SLAM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한국 해양 연구원 해양 시스템 안  연구소에 개발한 

소형 무인 잠수정 이심이(ISiMI)( 환 등, 2007)을 이용

Fig. 2 ISiMI equipped with range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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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 result when case is I in xy plane and xz plane

하여 Surge, Yaw, Pitch가 변화하는 3자유도 운동에 한 실험

을 수행하 다. 이심이에는 거리 측정 소나가 기본 으로 장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Fig. 2와 같이 이심이 선수에 4개의 

트랜스듀서(Transducer)로 구성된 거리 측정 소나를 외부에 장

치하여 실행을 수행하 다. 이때 거리가 측정되는 방향은 이심

이 진행 방향을 기 으로 할 때 방, 좌측, 우측  연직 아래 

방향의 십자가 형태로 구성되었다. Fig. 3은 실험이 수행된 한국 

해양 연구원 해양 시스템 안  연구소 해양 공학 수조 제원  

설정 좌표계들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단 는 미터이다. 이심이의 

실제 2차원 치는 CPMC(Computerized planar motion 

carriage)의 자동 실시간 이미지 처리 치 추  장치에 의하

여 Fig. 3에 도시되어 있는 좌표계  수  기  좌표계에 따라

서 기록되어졌다. Table 1은 실험에서 무향 칼만 필터 기반 

SLAM을 용하기 하여 사용되어지는 기본 인자들을 보여주

고 있으며 Table 2는 3 자유도 운동 실험에 한 일반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실험 결과  Pitch 변화가 매우 어서 

2자유도 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한 경우, Yaw 변화를 일정하게 

하면서 Pitch 변화를 통하여 잠수하는 경우  일정한 패턴 없

이 Yaw와 Pitch가 무작 로 변화하는 경우와 같은 3가지 경우

에 한 결과를 표 결과로 제시하고 이에 하여 분석하 다. 

술한 3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일반 으로 무인잠수정

이 해양 탐사 활동에 활용 할 때 용되는 탐색 운동이 Yaw 각

만을 변화 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Yaw의 변화에 해서 제안

된 기법이 한 성능을 보여주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Table 1 General parameter for experiment

Sampling time 1 Hz

Operation time 120 sec

Variance of velocity (0.1 m/s
2
)

Variance of objects (1 m)2

Variance of range (1 m)
2

Variance of angle (1
o
)

2

선택하 으며, 두 번째 경우는 무인 잠수정을 실제 운용할 때 

무인잠수정이 잠수하여 일정한 심도를 유지하면서 Yaw 각을 

Table 2 Conditions of 3 degrees of freedom motion experiment

Velocity 0.1~0.4 m/s

Number of channels 4

Operation time 140~300 sec. 

Change of heading 0~360o

Change of pitch 0~10
o

Range of submap 1.5 m

Table 3 Descriptions of 3 selected cases

Conditions Case I Case II Case III

Maximum velocity 0.4 m/s 0.4 m/s 0.4 m/s

Operation time 140 sec. 180 sec. 300 sec.

Range of heading variance 0~120
o

0~360
o

0~360
o

Range of pitch variance 0~10
o

0~10
o

0~10
o

Fig. 4 Experiment result when case i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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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 result when case is II in xy plane and xz plane

Fig. 9 Experiment result when case is III in xy plane and xz plane

Fig. 6 Experiment result when case is II

변화시켜 가면 운동하기 때문에 제안된 기법이 무인 잠수정이 잠

수할 때 한 성능을 보여주는 지 확인하기 해서 선택하 다. 

마지막 경우는 Yaw와 Pitch가 동시에 변화하는 강한 비선형선 환

경에서의 제안된 기법 성능을 확인하기 해서 선택하 다. Table 

3은 술한 경우에 한 실험 조건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Fig. 8 Experiment result when case is III

Fig. 4~Fig. 9는 술한 3가지 실험 조건에 하여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무향 칼만 필터 기반 SLAM 기법을 용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4, Fig. 6  Fig. 8은 각 경우에 하여 

치 악 결과와 지도 작성 결과를 3차원 으로 보여 주고 있으

며, Fig. 5, Fig. 7  Fig. 9는 같은 결과를 xy 평면과 xz 평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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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between real and localized position of ISiMI through results of case I, II and III in xy plane and xz plane

로 2차원 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4~Fig. 9에 도시되어 있는 

결과들은 모두 Fig. 3에 제시되어 있는 좌표계를 기 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Fig. 4, Fig. 6  Fig. 8로부터 제안된 기법이 실험이 수행된 

수조의 벽에 하여 Yaw와 Pitch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확하게 

3차원 형태의 지도 작성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안된 

기법의 지도 작성 성능은 실험 결과를 2차원 으로 보여 주고 

있는 Fig. 5, Fig. 7  Fig. 9 모두 수조 벽을 매우 비슷한 치

에 표시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치 악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CPMC 실시간 이미지 처

리 치 추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이심이의 xy 평면에서의 

실제 치, 심도계를 통하여 구한 깊이 방향의 치와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동시 지도 작성  치 악 기법을 통하여 구한 

이심이의 추정 치를 비교하여 보았다. Fig. 10은 술한 실험

에 하여 CPMC에 기록된 실제 치와 술한 기법에 의해서 

추 된 이심이 치의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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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열은 xy 평면에 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 열은 xz 

평명에 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을 살펴보면, x, y, z 

평면 모두에서 실제 치에 하여 무향 칼만 필터 기반 SLAM 

기법이 매우 비슷한 치를 추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세한 비교를 해서 Fig. 10에 도시되어 있는 각 실험 

경우에 한 실제 치와 자가 추 한 치 사이의 오차를 Fig 

11, Fig. 12와 Fig. 13에 도시하 다. Fig. 11, Fig. 12  Fig. 13

의 맨  그림은 x 방향의 치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간 

그림은 y 방향의 치 오차를, 맨 아래 그림은 z 방향의 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 Fig. 12와 Fig. 13을 살펴보면, 

술한 기법에 의한 자가 추  결과에 한 오차가 x, y와 z 방

향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발산하지 않고 일정한 값

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값

도 치 변화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 Fig. 12와 Fig. 13에 도시되어 있는 각 방향별로 오차

Fig. 11 Error of localized position of ISMI in x, y and z 

direction about experiment result depicted in Fig. 4

 

 Fig. 12 Error of localized position of ISMI in x, y and z 

direction about experiment result depicted in Fig. 6

Fig. 13 Error of localized position of ISMI in x, y and z 

direction about experiment result depicted in Fig. 8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ition of ISIMI

x (mean/std.) y (mean/std.) z (mean/std.)

Case I
−0.0687 m
 0.0686 m

−0.0739 m
−0.0424 m

0.0295 m
0.052 m

Case II
0.3655 m
0.1618 m

−0.0460 m
 0.1057 m

0.0213 m
0.0127 m

Case III
0.3277 m
0.2769 m

0.0544 m
0.12 m

0.0250 m
0.022 m

Total mean 0.2446 m 0.0306 m 0.0025 m

의 평균과 표  편차를 Table 4에 정리하 다. Table 4에 제시

되어 있는 오차의 평균을 살펴보면 약 0.12m로서 사 에 가정

하 던 오차 0.1m와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어 감내할 수 있

는 수 인 것을 확인하 다.

UUV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기존 항법과의 성능 비교를 하

여 술한 3가지 경우에 하여 CPMC에 의해서 기록된 2차원 

평면(xy 평면)에 하여 실제 치, 이심이에 내장되어 있는 

IMU에 의한 성 항법에 의한 치 추정 결과  무향 칼만 필

터 기반 SLAM 기법에 의한 치 악 결과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를 Fig. 14에 도시하 다. Fig. 14에 도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성 항법은 시간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가 

되어 치 추정 결과가 발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CPMC에 기록된 치와 비교해볼 때 완  잘못된 치를 추정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술한 무향 칼만 필

터 기반 SLAM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 자유도 운동(Surge, Yaw, Pitch)을 하는 무

인잠수정에 합한 거리 측정 소나를 이용한 SLAM기법 용을 

해 비선형 시스템에 한 선형화 작업이 불필요하여 강한 비

선형 시스템에도 용 가능한 무향 칼만 필터를 도입하여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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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the position by IMU and the UKF-SLAM

화 하 다. 한 계산 능력에 한 부담 감소와 구성되어지는 

주변 환경에 한 지도  무인잠수정 치 정보 등에 한 일

성을 획득하기 하여 Local Submap을 이용한 기법을 도입

하 다. 제안된 SLAM기법을 실제 무인 잠수정에 용하여 3자

유도 운동에 한 수행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SLAM 기법이 

5분 이내 운동에서 평균 0.1m 치 추정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재 많이 무인 잠수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 

항법에 비해 매우 정 한 치 추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지도 작성 성능 역시 매우 정 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이 실시간 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다양한 다수의 수  물체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성능에 한 확인  다양한 형상을 가진 물체에 

해서 Feature parameter를 추출할 수 있는 기법에 한 개발

이 필요 할 것이다. 한 3자유도 운항 실험을 통한 다양한 환

경에서의 성능 검증 작업과 무인 잠수정의 총  항해 제어 시

스템과 연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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