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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ed parking assist systems are being commercialized and rapidly spread in the market. In order to improve 

odometry accuracy, we proposed a practical odometry calibration scheme of Car-Like Mobile Robot (CLMR). However, there were 

some open problems in our prior work. For exampl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kinematic parameters always converged or not 

using the proposed calibration scheme. In addition, test driving had to be carried out “twice” without detailed explanation.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swers for the addressed questions though the convergence property analysis of the calibration scheme. In 

this paper, we evaluate on the effect of the kinematic parameter error on the odometry error at the final pose by numerical 

computation. The evaluation will show that the wheel diameter and tread of the CLMR can be calibrated by iterative test drives. In 

addition, the region of convergence in the parametric space will be discussed. Presented experimental results clearly showed that the 

proposed calibration scheme would be useful in practical applications. 

 

Keywords: car-like mobile robot, odometry, calibration, automatic parking control 

 

 

I. 서론 

최근, 자동차가 지능화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들을 갖추고 있다. 실용적인 기능 중 하나로 주차 보조 시스

템이 있다. 먼저, 운전자가 주차 보조 모드에 놓고 주차 시작 

위치에 차를 이동시키면, 제어기는 주차 경로를 만들고, 전자 

조향 장치에 의해 주차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오도메트리를 기반한 주행에서 위치오차의 누적현

상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인 오도메트

리 오차에는 차량의 모델링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오

차와 평탄하지 않은 노면조건과 장애물 같은 환경적인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비구조적인 오차가 있다[1,2]. 이동로봇의 

정밀한 위치추정을 위해서는 구조적 오차를 정밀하게 보정

하고, 비구조적 오차로 인한 주행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인 모

델링을 통해서 오도메트리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실

제 오도메트리 보정과정에서 비구조적 오차는 구조적 오차 

보정시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오도메트리 

오차 요인들의 보정에 초점을 맞춰, 실험환경은 이상적인 노

면조건으로 가정하였다. 

오도메트리는 로봇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오차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증가할수록 부정확해지게 되며, 이와 관

련하여 구조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

다[1-9]. 대표적인 방법으로 Borenstein [1,2]은 이륜 로봇에 대

하여 실용적인 구조적 오차 보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륜 

차동형 구동 로봇(two-wheel differential robot)을 정해진 사각형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고 난 뒤 최종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바

퀴 직경과 윤거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3]에서는 선형화 기

법을 사용하여 오도메트리의 기구학적 오차 파라미터를 근

사화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4,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기 구동형 로봇(synchro drive 

robot)에 대한 구조적 오차 보정 기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자동차와 같은 형태의 시스템인 차량형 로

봇(car-like mobile robot)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차량형 로봇에 대한 오도메트리 오차 보정기법으로 [6]에

서는 오도메트리와 다양한 센서를 융합한 정밀한 위치추정 

기법을 제안하였으나, 오도메트리의 비구조적 오차 보정에 

제한되었으며, [7]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오도메트리 

보정기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보정을 위해 추가적인 센서

를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8]의 보정기법에서는 원과 

직선으로 구성된 테스트 경로를 따라 로봇을 주행시킨 뒤 오

도메트리의 최종 위치를 관측함으로써 구조적 오차를 보정

할 수 있다.  

비록 [8]에서 차량형 로봇에 대하여 실용적이고도 유용한 

구조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그 예로, 구조적 오차 요

인들을 제안한 기법으로 보정하였을 때, 보정된 값들이 수렴

성을 갖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구조적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8]에서 제안한 경로를 따라 차량형 로봇을 시계방

향(CW direction)과 반시계방향(CCW direction)으로 주행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 기법에 대한 수렴성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의

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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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치적 계산을 통해 최종위치에서 오도메트리

의 구조적 오차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차량의 바퀴직경 오차와 윤거 오차가 반복적인 테스

트 주행을 통해 보정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매개 변수 

공간에서의 바퀴직경 오차 및 윤거 오차의 수렴영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제안한 보정 기법의 구조

적 오차 보정에서 유용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한다. 

 

II. 차량형 모델에서의 오도메트리 오차 및 보정 

본 연구에서의 차량형 이동로봇 모델은 후륜 오도메트리

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정한다. 일반적인 이동로봇의 

오도메트리는 식 (1)과 같이 계산되며, 미소 시간 t∆ 동안 임

의의 시간 k 의 새로운 로봇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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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8]에서 제시한 차량형 로봇의 구조적 오차 보

정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대표적 구조적 오차 보정 기법인 

[1,2]의 방법이 연구되어 있지만, 이는 이륜 차동형 구동 로

봇에 대한 기법으로서 차량형 로봇에는 근본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림 1에는 차량형 로봇과 이륜 차동형 구동 로

봇과의 구조적인 차이점이 나타나 있다. 

만약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륜 차동형 구동 로봇

과 차량 모델 모두 좌측 바퀴 직경이 미세하게 크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 왼쪽 바퀴 직경이 ε 만큼 크다는 것을 알지 못

한다면 좌, 우 바퀴의 속도를 동일하게 부여하였을 때, 오도

메트리는 직진으로 계산되지만, 로봇의 실제 움직임은 그림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행방향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는 이륜 차동형 구동 로봇의 특성상 좌, 우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형 로봇은 후륜 바퀴 직경이 다르다고 하더라

도 전륜의 조향각도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이륜 

차동형 로봇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림 1(b)와 같이 조향

방향이 직진을 향하고 있다면, 실제 차량의 움직임도 직진성

을 보인다. 이는 차량 모델이 조향각도로 방향을 변환하고 4

개의 바퀴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제어 입력에 대한 지속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형 로봇의 오

도메트리는 그림 1(b)에서처럼 주행 방향의 왼쪽으로 치우치

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며, 이는 각각의 바퀴가 차동기어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차량이 직진할 때 왼쪽 바퀴가 미세하게 

커서 왼쪽바퀴의 회전량이 오른쪽 바퀴보다 작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으로는 구조적 오차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인 윤거 

오차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비록, 바퀴직경의 오차가 보정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차량형 로봇의 실제 움직임과 오도메

트리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 만약 차량형 로봇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한 조향각으로 원운동을 한

다고 가정하자. 차량이 실선을 따라 주행할 때, 측정한 윤거 

값이 실제 윤거 보다 작으면 오도메트리는 그림 2에서 A와 

같이 주행경로보다 작은 원형 경로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난

다. 반면, 측정한 윤거 값이 실제 윤거 보다 큰 경우에는 B와 

같이 실제 주행경로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3은 차량형 로봇의 주요한 구조적 오차 요인으로 바

퀴직경 오차와 윤거오차를 나타낸다. [8]의 연구에서는 구조

적 오차의 두 가지 주요인을 보정하면, 오도메트리의 정확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난 경로를 정의한 후, 차량형 로봇을 주행시킴으로써 최

종 위치에서의 오도메트리 좌표만을 계산하여 구조적 오차

를 크게 향상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Two wheel differential mobile robot. 

 

M

D+ε

D

오도메트리

실제 움직임

M
전륜후륜

(b) Car-like mobile robot. 

그림 1. 이륜 차동 구동형 이동로봇과 차량형 이동로봇의

비교. 

Fig.  1. Difference between a two wheel differential mobile robot 

and CLMR. 

 

그림 2. 회전 운동시 오도메트리 모델에 대한 개념. 

Fig.  2. Concept of the odometry model for the arc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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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량형 이동로봇의 구조적 오차. 

Fig.  3. Systematic error sources for the CLMR. 

 

 

그림 4. 구조적 오차 보정을 위한 실험 트랙. 

Fig.  4. Reference track for test drives for calibration of systematic 

errors. 

 

그림 4는 간단하게 직선과 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테스

트 경로이다. 보정 기법은 두 개의 다른 테스트 주행을 필요

로 한다. 하나는 S
ccw

 지점에서 출발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주

행경로를 따라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
cw

 지

점에서 출발하여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8]에서 제안한 차량의 구조적 오차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대표적인 구조적 오차 요인인 바퀴 직

경 오차와 윤거 오차가 각각 오도메트리 정밀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로 윤거 오차만을 가진 차량이 그

림 4의 테스트 경로를 주행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윤거 오차

만을 가진 차량이 그림 4의 경로를 주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오도메트리 오차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와 같이 차량이 윤거 오차만을 가질 경우 오도메트

리 경로 반원 경로에서 실제 경로에 비해 각도 α만큼 틀어지

게 된다. 오도메트리 오차 α를 고려한 최종 오도메트리 위치 

(x4, y4)는 아래의 식 (3)과 같이 계산된다(자세한 유도 과정은 

참고문헌 [8]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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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윤거 오차 보정 전 오도메트리 오차 (위: 시계방향 

주행, 아래: 반시계 방향 주행). 

Fig.  5. Odometry errors by uncalibrated wheel base only (Top: CW 

test drive, Bottom: CCW test drive). 

 

 

 

그림 6. 후륜 직경오차 보정 전 오도메트리 오차 (위: 시계방

향 주행, 아래: 반시계 방향 주행). 

Fig.  6. Odometry errors by uncalibrated rear wheel diameters only. 

(Top: CW test drive, Bottom: CCW test drive). 

 

둘째로 차량이 후륜 바퀴 반경 오차만을 가졌을 경우 그림 

4의 테스트 경로를 주행하게 되면 그림 6과 같은 오도메트리 

경로를 얻게 된다. 

 

(Sccw ) ( Scw )

시계방향 

출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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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같이 차량이 바퀴 반경 오차만을 가질 경우 직선 

경로에서 각도 β/2, 반원 경로에서 각도 γ만큼의 오도메트리 

오차를 가지게 된다. 이때, 각도 γ는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2

π
γ β=  (4) 

따라서 오도메트리 오차 β/2와 γ를 고려한 최종 오도메트리 

위치 (x4, y4)는 아래의 식 (5)와 같이 계산된다(자세한 유도 과

정은 참고문헌 [8]에 수록). 

 

4

4

4

4

2(2 )
:

2

(2 )

2(2 )
:

2

(2 )

CW x

y

CCW x

y

π
ρβ

β

π ρβ

π
ρβ

β

π ρβ

+
=

−

= +

+
=

+

= − +

 (5) 

실제 차량에서 보정되지 않은 바퀴 반경 및 윤거 길이에 

의한 오도메트리 오차는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

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바퀴 반경 및 윤거 오차에 의해 그림 

4의 테스트 경로를 주행한 차량의 오도메트리 최종 위치는 

아래의 식 (6)-(7)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2 2(2 )
:

2

2 2(2 )
:

2

CW

CCW

CW x

CCW x

π π
ρα ρβ

π α β

π π
ρα ρβ

π α β

− +
 = +

+ −

+
= +

+ +

 (6) 

 
 c.g.,

 c.g.,

: 2

: 2

CW CW

CCW CCW

CW y y

CCW y y

ρα π ρβ

ρα π ρβ

= −  + (2 + ) =

= −  − (2 + ) =
 (7) 

상기 식으로부터 α와 β에 관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g.,  c.g.,

 c.g.,  c.g.,

( )

4

CW CCW

CW CCW

x x

x x

π
α

πρ

− −

=

− +

  (8) 

 

2

 c.g.,  c.g.,

 c.g.,  c.g.,

1 1 [( ) 2(2 ) )]

( ) 4(2 )

CW CCW

CW CCW

x x

x x

π ρ
β

π ρ

− +  + + +
=

+ +
 (9) 

이와 같이 유도된 각도 α와 β로부터 바퀴직경 오차 및 윤

거 오차를 보정할 수 있으며, 각도 α와 윤거 b와의 관계는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7. 곡률 반경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 

Fig.  7. Geometric relation for the radius of curvature. 

 actual nominal
b b

π π α

=

−

 (10) 

후륜 바퀴 반경의 비율 또한 보정이 가능하며, 그림 7에 

보정 과정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 7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 경로는 점 I.C.를 순간 

회전 중심으로 가지며, 이 때의 곡률 반경 R은 아래의 식 

(11)로 표현된다. 

 
sin( / 2)

R
ρ

β
=   (11) 

이때 후륜 바퀴 반경 비율은 아래의 식 (12)를 이용하여 

보정이 가능하다. 

 
2

2

R

L

D R b

D R b

+
=

−
 (12) 

 

III.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적 오차의 수렴성 분석 

1. 최종 위치 오차 분석 

[8]에 제시된 구조적 오차 보정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8은 

차량형 로봇이 윤거오차와 바퀴직경 오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정 전에 정의된 경로를 따라 반시계방향(CCW 

direction)으로 주행한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 경우, 

오도메트리는 그림 8에서 점선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움직임인 실선과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의된 경로를 따라 한 바퀴 주행하고 난 뒤의 최종위

치에서는 오도메트리와 실제 차량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종 위치에서 윤거 오차와 바

퀴직경 오차가 서로 상쇄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게 되

어 최종 위치 오차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그림 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시계방향으로 주행시키게 된다. 

그림 9에서는 그림 8에 보인 것과 같은 형태의 테스트 경

 

Real & Odometry Path 

그림 8. 윤거 오차와 바퀴 직경오차를 모두 갖는 오도메트리

경로: 반시계 방향 주행. 

Fig.  8. Odometry path accounting for both tread error and wheel 

diameter error: CCW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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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따라 로봇이 S
cw

 지점에서 출발하여 시계방향(CW 

direction)으로 주행한 결과이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되지 않은 구조적 오차(바퀴직경 및 윤거 오

차)에 의해 최종 위치에서의 오도메트리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림 8과는 주행 방향이 역방향

이기 때문에 상쇄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오차가 증폭

되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바퀴직경의 오차 비율과 윤거 변

화에 따라 최종 위치의 오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더 심층

적인 분석을 위한 결과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그림 10에서 x축과 y축은 각각 윤거와 후륜 바퀴직경 비

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z축은 정의된 경로를 CCW방향

으로 주행하고 난 후, 오도메트리의 최종위치 오차를 보여준

다. 최종 위치 오차는 최종 오도메트리 위치 (x, y)의 유클리

드 거리로 계산되었다. 최종 위치 오차는 구조적 오차값이 

실제 값에 가까워 질수록 작아져야만 한다. 그림 10에 나타

난 밸리(valley)는 최종 위치 오차가 다양한 윤거오차와 바퀴

직경 오차의 조합에 의해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그림 8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 

방향(CW or CCW)으로만 주행시킬 경우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치 오차가 매우 작은것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 방향(CW or CCW)으로만 

로봇을 주행시킬 경우 구조적 오차의 수렴을 보장할 수 없다

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밸리 주변에서 구조적 오차에 대한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치 오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실제 값은 

b=31.5cm, Dr/Dl = 1.00 이다. 밸리 주변의 최종 위치 오차가 

반시계 방향 주행시 매우 작게 나타나지만 같은 윤거 및 바

퀴직경 오차를 갖는 시계방향 주행의 경우에는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차량형 로봇을 반시계 방향으로만 

주행시켰다면, 구조적 오차는 상쇄효과에 의해 실제값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파라미터 오차를 포함한 시계 및 반시계 방향 주행

시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치오차. 

Fig.  11. End position errors for both CW and CCW motions 

including parameter errors. 

 

그림 12. 윤거 오차와 바퀴 직경오차 비율에 따른 오도메트

리 최종위치오차: 시계 방향 주행. 

Fig.  12. End position errors under tread and wheel diameter errors:

CW motion. 

 
Real & Odometry Path 

그림 9. 윤거 오차와 바퀴 직경오차를 모두 갖는 오도메트리

경로: 시계 방향 주행. 

Fig.  9. Odometry path accounting for both tread error and wheel 

diameter error: CW motion. 

 

그림 10. 윤거 오차와 바퀴 직경오차 비율에 따른 오도메트

리 최종 위치오차: 반시계 방향 주행. 

Fig.  10. End position errors under tread and wheel diameter errors: 

CCW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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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파라미터 오차를 포함한 시계 및 반시계 방향 주행

시 오도메트리의 최종위치오차. 

Fig.  13. End position errors for both CW and CCW motions 

including parameter errors. 

 

시계방향으로만 주행할 경우 역시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

치 오차가 매우 작은 밸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이 경

우 역시 역방향(반시계방향)으로 로봇을 주행시켜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3은 부정확한 구조적 오차값에도 불구하고 시계방

향으로만 주행할 경우 최종 위치오차가 매우 작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같은 윤거 및 바퀴직경 오차를 갖는 반시

계방향의 주행에서는 최종 위치오차가 실제 구조적 파라미

터(b=31.5cm, DR/DL=1.00)와 다른 경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정은 시계 및 반시계의 양방향 주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2. 파라미터 공간에서 수렴성 영역 분석 

그림 14(a)는 윤거의 측정오차는 없고 바퀴직경 오차만 존

재할 때, 좌우 바퀴직경의 오차 비율에 따른 오도메트리 최

종위치 오차 합의 변화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위 

그림에서 y축의 오도메트리 오차는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

향 주행을 통해 얻어진 오도메트리 최종 위치 오차의 합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최종 위치오차는 실제 좌우 바퀴직경 비

율이 동일하다고 설정한 1.00의 값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단조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렴영역은 실제 좌우바퀴직경 

비율로부터 ±20% 이내이며, 이는 실제 차량의 좌우 바퀴직

경 비율이 약 ±5% 이내 임을 감안할 때, 보정에 있어서 충

분히 합리적인 값으로 측정오차가 이 영역 내에만 있다면, 

바퀴직경의 오차를 보정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4(b)는 반대로 차량의 좌우 바퀴직경 비율은 정확하

게 보정되었고, 윤거 오차만 존재할 경우 최종위치에서의 오

도메트리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윤거는 실제 값이 31.5cm인 

경우이며, 21.5cm부터 41.5cm까지 변화시켜 가며 최종 위치 

오차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 경우, 수렴영역은 ±

30%으로서 일반적인 차량의 실제 윤거 오차가 ±5% 임을 

 

(a) (b) 

그림 14. (a) 바퀴 직경오차 비율에 따른 전체 최종 위치오차, 

(b) 윤거 오차에 따른 전체 최종 위치오차. 

Fig.  14. (a) Total end position errors under wheel diameter errors, 

(b) Total end position errors under trea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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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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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윤거 및 바퀴 직경오차 비율에 따른 통합 최종

위치오차, (b) X-Z 평면도, (c) Y-Z 평면도, (d) X-Y 

평면도. 

Fig.  15. (a) Integrated end position errors under tread and wheel 

diameter errors, (b) X-Z plane view, (c) Y-Z plane view, (d) 

X-Y plane view. 



유 광 현, 이 국 태, 정 창 배, 정 우 진 

 

1262 

감안할 때 충분히 보정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8]에

서 제시한 구조적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정의된 경로가 오차

의 수렴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그림 10과 그림 12를 합친 결과이다. 그림 15(b)

와 (c)는 각각 바퀴직경 변화율과 윤거 변화에 따른 최종 위

치 오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a)는 바퀴직경 오

차와 윤거 오차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최종 위치 오차에 미

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부터 [8]에서 제안한 보정기

법을 통해 최종 위치오차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제안된 경로를 따라 차

량형 로봇을 주행시킴으로써 상쇄효과를 없앨 수 있다. 수렴

영역은 윤거에 대해서는 약 ±30%, 바퀴직경에 대해서는 ±

20%임이 나타나 있다. 

그림 15(d)는 (a)의 3차원 분석결과를 바퀴직경 비율과 윤

거 변화에 따른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치 오차를 등고선으로 

그래프화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로부터 후륜 바퀴직경 비율 

변화 및 윤거의 변화가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치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있으며, 실제 파라미터값인 윤거 b=31.5cm, 후륜 

좌우 바퀴직경 비율 DR/DL=1.00에서 최종 위치 오차는 없다. 

본 논문에서 최종 위치에 대한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total r lE f b D D=  (13) 

전역최소(global minimum)는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파라미터가(차량 후륜 좌우 바퀴비율, 윤거) 표시된 지

점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제안한 보정기법은 오도메트리 오

차의 수렴성을 보장한다. 

3. 오도메트리 보정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 동일한 파라미터값(후륜 바퀴직경 

비율 및 윤거)이 적용되었다. 실제 구조적 수치는 윤거 비율 

bact/bnom과(bnom = 31.5cm), 후륜 좌우 바퀴직경 비율 DR/DL = 

1.00 이다. 표 1에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다. 기구학적 파라미터로부터 제안된 보정 기법이 구조적 

오차를 실제값에 가깝게 보정해 냈음을 알 수 있다. 오도메

트리의 두 구조적 오차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테스트 경로 

주행시 발생하는 각도오차 α, β는 차량의 최종 위치 오차(Em)

로 나타나게 된다.  

 

표   1. 보정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s of calibration. 

 보정전 
첫번째 

보정후 

두번째 

보정후 

실제 

파라미터

1 

bact/bnom=0.96 

DR/DL=1.00 
a Em

 = 35.9cm 

bact/bnom=1.00

DR/DL=1.00 

Em= 1.1cm 
필요없음 

bact/bnom=

1.00 

(bnom = 

31.5cm) 

 

 

DR/DL= 

1.00 

 

2 

bact/bnom=1.05 

DR/DL=1.00 

Em=37.0cm 

bact/bnom=1.00

DR/DL=1.00 

Em=1.3cm 

필요없음 

3 

bact/bnom=0.95 

DR/DL=0.97 

Em=106.8cm 

bact/bnom=0.96

DR/DL=1.01 

Em=64.7cm 

bact/bnom=1.00 

DR/DL=1.00 

Em=2.7cm 

44 

bact/bnom=0.95 

DR/DL=1.03 

Em=122.5cm 

bact/bnom=0.96

DR/DL=0.99 

Em=62.6cm 

bact/bnom=0.997 

DR/DL=1.00 

Em=3.4cm 
aEm = Maximum value of the end position errors between the CW and 

CCW directions. 

따라서 테스트 경로를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한 후 

최종 위치 오차(Em)중 큰 값을 이용하여 보정 전후의 오도메

트리 보정성능을 비교할 때, 제안된 기법으로 보정 후의 이 

값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1에 나타난 시뮬레이션 1과 2는 

각각 윤거 오차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단 한번의 보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3과 4의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윤거 오

차 및 바퀴직경 오차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보정 기법을 

두 번 연속하여 적용함으로써 거의 완벽하게 구조적 오차를 

보정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초기에 구조적 오차가 매우 큰 

경우 반복적인 보정기법의 적용을 통해 실제 파라미터에 매

우 가까워 지는 것을 의미한다. 

 

IV. 실험 결과 

1.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차량형 로봇의 사진이 그림 16(a)에 

나타나 있다. 이 로봇은 실차와 동일한 기구학 구조를 갖고 

있다(에커만 조향 구조). 그림 16(b)에 나타난 상업용 위치 센

서가 로봇의 실제 위치를 관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16(c)는 오도메트리 정보를 얻기 위해 로봇의 각 바퀴에 장

착된 엔코더를 보여주고 있다. 

2. 실험 결과 

제안한 구조적 오차 보정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차량은 주

어진 테스트 경로를 따라 100mm/s의 일정한 속도로 CW 및 

CCW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17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보정전의 오도메트리 정보는 로봇의 실제 움직임과 크게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보정 기법을 적용하고 난 후의 오도메트리는 그림 

1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차량 움직임에 매우 가까워 졌

으며, 최종 위치 오차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종 

위치 오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구조적 오차 요인을 

실제 파라미터에 맞게 보정하기 위해 다시 한번 로봇을 정의

된 경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a) (b) 

(c) 

그림 16. (a) 실험에 사용된 차량형 이동로봇, (b) 위치측정 센

서, (c) 각 바퀴에 장착된 엔코더. 

Fig.  16. (a) CLMR used in experiments, (b) Position sensor, (c) 

Rotary encoders equipped on each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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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계 및 반시계 방향 주행시 오도메트리 경로: 보정

전 (표 2의 실험 4). 

Fig.  17. CW and CCW odometry paths; before calibration 

(Experiment 4 in Table 2). 

 

 

그림 18. 시계 및 반시계 방향 주행시 오도메트리 경로: 첫번

째 보정후 (표 2의 실험 4). 

Fig.  18. CW and CCW odometry paths; after the 1st calibration 

(Experiment 4 in Table 2). 

 

그림 19는 두 번의 보정을 수행하고 난 뒤, 로봇이 정의된 

경로를 따라 주행했을 때의 오도메트리 정보이다. 이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오도메트리는 실제 로봇의 움직임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최종 위치 오차 또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는 두 번의 보정을 수행하고 난 뒤, 로봇이 정의된 

경로를 따라 주행했을 때의 오도메트리 정보이다. 이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오도메트리는 실제 로봇의 움직임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최종 위치 오차 또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도메트리 보정 과정에서 차량형 로봇의 구조적 요인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보정 전에 윤거와 후륜 바퀴직경 비율

은 각각 b = 29.9cm와 DR/DL = 1.03(DL = 14.8cm) 이었으나, 보

정후에는 b = 31.5cm and DR/DL = 0.99로 나타났다. 두 번째 보

정을 통한 파라미터 값들은 b = 31.5cm, DR/DL = 1.00 이었다. 

오도메트리 오차

Y
 방

향
위

치

X 방향 위치

CCW 방향 주행 CW 방향 주행 미리정의된 경로

 

그림 19. 시계 및 반시계 방향 주행시 오도메트리 경로: 두번

째 보정후 (표 2의 실험 4). 

Fig.  19. CW and CCW odometry paths; after the 2nd calibration 

(Experiment 4 in Table 2). 

 

 

그림 20. 보정 실험 결과 (표 2의 실험 4). 

Fig.  20.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alibration (Experiment 4 in 

Table 2). 

 

그림 20은 보정 전, 첫번째 보정 후, 두번째 보정후의 오도

메트리 최종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실험에 있어, 구조적 오차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오차

(nonsystematic errors)가 오도메트리 오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이러한 비구조적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 

방향의 주행당 5번씩의 실험 결과를 얻고 이의 평균값(center 

of gravity or c.g.)을 얻었다. 그림 20에서 보정 전에는 시계방

향과 반시계방향 모두 오도메트리의 최종 위치가 원점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정 

후에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구조적 오차를 크게 줄여서 최

종 위치 오차가 원점 근처로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정 전, 후의 오도메트리 성능 향상 

비교를 위해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아래의 최대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하였다. 

 2 2

. ., . ., . .,
( ) ( )

c g CW c g CW c g CW
r x y=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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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 . ., . .,
( ) ( )

c g CCW c g CCW c g CCW
r x y= +  (15) 

 

 max, . ., . .,
max( ; )

syst c g CW c g CCW
E r r=  (16) 

위의 식에서 rc.g.,CW은 시계방향으로 테스트 주행하였을 

때의 최대 오차를 의미하고, rc.g.,CCW은 반시계방향으로의 

최대오차를 의미한다. 좀더 다양한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표 2의 실험 1에서 초기 윤거값은 실

측치보다 5% 작게 설정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반대로 윤거

를 실측치보다 5% 크게 설정하였다. 실험 1, 2 모두 윤거 오

차만을 부여하였다. 실험 3과 4에서는 윤거와 바퀴직경 오차

를 모두 포함한 경우이며, 바퀴직경의 비율을 변화시키기 위

해 한쪽 바퀴에 인위적으로 테잎을 감았다. 모든 실험에서 

보정 전의 오도메트리 최종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크게 벗어

나 있지만, 보정 후에는 오도메트리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어 

원점 근처로 수렴하였으며, 최종 위치 오차가 크게는 34배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의 보정기법 

적용을 통해 보정성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이 실험 3과 4

를 통해 증명되었다. 

표 2의 실험결과로부터,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갖는 오도메

트리 정보와 구조적 파라미터를 확보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

다. 모든 경우에서 최종 위치 오차는 보정 효과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구조적 오차 요인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정 기법을 통해 이를 보정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차량형 로봇에 대한 오도메트

리 보정 기법은 차량형 로봇의 오도메트리의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증명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8]에서 제시한 차량형 로봇의 구조적 오차 

파라미터 보정 기법의 수렴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차량의 바퀴직경과 윤거 오차는 구조적 오차

의 상쇄 효과를 고려하여 테스트 경로를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하고, 오도메트리의 최종위치오차로부터 보정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실제 차량형 로봇의 구조적 오차 파

라미터가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보정가능한 파라미터의 

수렴 영역내에 존재하고, 반복적인 보정 기법의 적용을 통해 

오도메트리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다양한 오

차영역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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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적 오차 보정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n the calibration of the systematic errors. 

실험 
보정전 

Emax,syst [cm] 

첫번째 

보정후 

Emax,syst [cm] 

두번째 

보정후 

Emax,syst [cm] 

성능 

향상 

보정전 

파라미터 

첫번째 

보정후 

파라미터 

두번째 

보정후 

파라미터 

비고 

1 40.8 2.1 x 19.08배
bact/bnom=0.95 

DR/DL=1.00 

bact/bnom=1.00 

DR/DL=1.00 

필요 

없음 
윤거 5% 감소

2 41.9 4.2 x 10.05배
bact/bnom=1.05 

DR/DL=1.00 

bact/bnom=0.997

DR/DL=1.00 

필요 

없음 
윤거 5% 증가

3 111.2 6.3 3.2 34.42배
bact/bnom=0.95 

DR/DL=0.97 

bact/bnom=1.003

DR/DL=1.00 

b=31.6cm 

DR/DL=1.00 

윤거 5% 감소,

좌측 후륜직경

3% 증가 

4 130.3 25.7 4.8 26.99배
bact/bnom=0.95 

DR/DL=1.03 

bact/bnom=1.00 

DR/DL=0.99 

b=31.5cm 

DR/DL=1.00 

윤거 5% 감소,

우측 후륜직경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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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창 배 

1999년 육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공학

사). 2005년 북경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

학과(공학석사). 2009년~현재 고려대학

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관심분야는 이동로봇 오도메트리 보정. 

 

 

 

 

 

 

 

 

 

 

 

 

 

 

 

 

 

 

 

 

 

 

 

 

 

 

 

 

 

 

 

 

 

 

 

 

 

 

 

 

 

 

이 국 태 

2006년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 

2008년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석

사). 2010년~현재 Texas A&M 기계공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관심분야는 

실외로봇, 경로제어, 무인차량 제어. 

 

 

정 우 진 

1993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 

1995년 동경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석

사). 1998년 동경대학교 기계공학과(공

학박사). 2005년~현재 고려대학교 기계

공학과 교수. 관심분야는 이동로봇 위

치추정 및 주행제어, 논홀로노믹 시스

템 제어, 다지 로봇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