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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velop an active safety system which avoids or mitigates collisions with preceding vehicles such as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accurate state estimation of the nearby vehicles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an algorithm 
is proposed using 3 dynamic models to better estimate the state of a vehicle which has various dynamic patterns in both longitudinal 
and lateral direction. In particular,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the Interacting Multiple Model (IMM) method which employs 
three different dynamic models, in cruise mode, lateral maneuver mode and longitudinal maneuver mode. In addition, a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 (PDAF) is utilized as a data association algorithm which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under a clutter environment.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t is simulated in comparison with a Kalman 
filter method which employs a single dynamic model. Finally,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using radar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test in the proving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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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

하면서, 자동차 교통사고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간의 충돌 사고는 2012년 경찰청의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듯이 교통사고 중 72.6%라는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1]. 따라서 지능형 차량의 능동형 충돌 예방 시
스템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2]. 
능동안전시스템(active safety system)이란 긴급 상황에서 운

전자의 주행을 도와 사고의 발생위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차량에 장착되는 센서 및 전자기

술의 발달로 차량 스스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조향 또는 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실수나 한계를 보완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능동 제동을 통해 선행차량과

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완화시켜 주는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시스템이 개발되어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EuroNCAP (Europ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최근 AEB 시스템을 신차 안전성 평가에 추가하여 AEB 시
스템이 제공되지 않은 자동차는 안전측면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차의 안전도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 완성 업체들의 AEB 시
스템 연구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EB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선행차량에 대한 정
확한 상태추정이 이루어져야만 충돌방지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추적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수적이

다. 실제 환경에서 선행차량의 운동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기 추정하기 위해서

는 단일 동역학 모델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운동 패턴에 
맞는 복수의 동역학 모델이 필요하다.  

IMM (Interacting Multiple Model) 알고리즘은 2가지 이상의 
운동 패턴을 가지는 물체를 추적하는데 있어 다수의 모델을 
기반으로 Kalman filter를 구성하므로, 기존의 단일모델 
Kalman filter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3-5].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선행차량

의 급정지/급가속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속도/가속

도 추정이 가능한 추적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단일모델 Kalman filter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
진 복수모델 기반의 적응형 Kalman filter를 사용하는 IMM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연구[6]에서 더 나아가 IMM기

법에 데이터 결합기법인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 
(PDAF)을 함께 사용하여 상태추정의 정확도와 반응속도를 
높이는 IMM-PDAF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AEB 시스템 뿐 

아니라 첨단의 능동형 충돌회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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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레이더센서를 이용한

 

II. 본론 
실제 상황에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할 때

이나 비정상적인 움직임 혹은 센서의 false 
불확실한 데이터들이 들어와 상대적으로 
성을 판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클러터

noise)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 결합기법

들이 개발되어 왔다[7,8]. 이러한 데이터 결합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 기법은 클러터

에서 기존의 Kalman filter의 구조를 그대로

즈를 제거하고, 센서신호들을 추정값에 확률

시켜 상태 추정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PDAF 기법을

[9,10]. 
본 연구의 목표는 AEB 시스템이 작동되는

레이더 센서로부터 획득한 선행 차량의 상대위치

복수의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선행차량의

태 추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PDAF 기법을

이 사용하는 IMM-PDAF 기법이 사용되었다

1. 차량의 주행모드에 따른 동역학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레이더를 이용하여

태 (state) 벡터를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하고자

추정알고리즘에서는 타겟(target)이라 하며 타겟의

X는 상대위치, 상대속도, 상대가속도로 구성된

그림 1과 같이 레이더가 설치된 차량 중심에

표로 정의된다[11,12]. 
상태공간(State Space) 에서의 이산시간 동역학

는 식 (1)과 같다.  
 

 ( 1) ( ) ( )k k w k+ = +X AX B
 

여기서 k 는 현재 주기, k +1은 다음 주기를

X(k)는 각각 k +1 번째와 k 번째 주기에서의

w(k)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k 번째 주기에서의

즈이다. 여기서 A와 B는 각각 식 (2)와 (3)과
루어진다. 여기에서 TD 는 레이더 센서의 
미한다. 

 

그림 1. 선행차량의 직각 좌표계. 
Fig.  1. Coordinate system fixed to the preced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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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터 노이즈(cl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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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기법 중 PDAF 
클러터 노이즈 환경

그대로 사용하면서 노이

확률 기반으로 결합

연구에서는 클러터 
기법을 사용하였다

작동되는 상황에서 차량용 
상대위치, 상대속도를 

선행차량의 빠르고 정확한 상
기법을 IMM 기법과 같

사용되었다. 
 

이용하여 선행차량의 상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타겟의 상태벡터인 
구성된 상태변수로써 

중심에 기준한 직교 좌

동역학 모델의 형태

( 1) ( ) ( )k k w k  (1) 

주기를 뜻하며 X(k +1), 
주기에서의 상태변수이다. 
주기에서의 프로세스 노이

과 같은 행렬로 이
 샘플링 타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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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센서로부터 알 수 있는

(4)와 같다. 
 

 ( ) ( ) ( )k k v k= +Y CX
 

측정상태변수 Y(k)는 레이더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치, 상대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량용 레이더 센서가 측정하는 측정폭이

게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range 
속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v(k)
주기에서의 측정 노이즈이다. 측정모델에서의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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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행차량의

차량 운동 모델을 cruise 모드, l
lateral maneuver 모드로 정의하여

Kalman filter를 구성하였다. 각 운동

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 공분산인 Q(k)에 차이를 두었다

산은 식 (6)과 같다. 
 

() =  ()
⎣⎢⎢
⎢⎢⎢
⎢⎢⎢
⎢⎡∆ ∆∆ ∆∆ ∆0 00 00 0

 

선행차량의 가속도 변화가 적은

작은 값으로 설정하였다. 종방향으로

지는 longitudinal maneuver 모드의

 

ystem fixed to the preced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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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행차량의 측정 모델은 식 

( ) ( ) ( )k k v k= +Y CX  (4)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측정값 
레이더 센서는 x, y축 방향 상대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차
측정폭이 차량의 전방으로 좁

ange rate은 선행차량의 x축 방향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k번째 
측정모델에서의 행렬 C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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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행차량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 longitudinal maneuver 모드, 

정의하여 각 모드에 맞는 세 가지의 
운동 모드는 가속도의 증가량

위하여 프로세스 노이즈 w(k)
두었다[3]. 프로세스 노이즈 공분

∆ 0 0 0∆ 0 0 01 0 0 00 ∆ ∆ ∆0 ∆ ∆ ∆0 ∆ ∆ 1 ⎦⎥⎥
⎥⎥⎥
⎥⎥⎥
⎥⎤
   (6) 

적은 cruise 모델의 경우 w(k)를 
종방향으로 급격한 가속도 변화를 가
모드의 경우에는 종방향의 w(k)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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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횡방향으로의 급격한 가속도 변화를

maneuver 모드의 경우 횡방향의 w(k)를 크게

또한 차량이 갖는 복수의 운동패턴에 맞는

filter가 적용되게 하였다. 각 모드의 Kalman filter
림 2와 같이 Markov chain에 의해서 모델링 
2.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

본 논문에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동역학

정모델을 이용하여 선행차량의 상태값을 추정하고자

filter를 구성하였다. Kalman filter의 구성은 
을 이용하는 선행차량의 과거 상태백터로부터

현재 상태백터를 예측(predict)하는 단계가 
레이더 센서로부터 측정값이 계측되면 측정모델을

Kalman filter의 갱신(update)단계가 수행된다

정범위 안에 다수의 타켓이 존재하거나 클러터

생하였을 경우 하나의 타겟 근방에 여러 개의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측정치를

할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법이 PDAF 기법이다.  
그림 3과 같이 Kalman filter의 예측값이 

졌을 때, 그 주위에서 다수의 측정치가 계측될

때 ( + 1)의 주위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게이트(gate)를 설정하고 이 게이트 안에 
Kalman filter의 갱신에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게이트

그림 2. Markov chain 모드 변화. 
Fig.  2. Mode transition of Markov chain. 

 

그림 3. PDAF의 측정값 갱신. 
Fig.  3. Measurement update using PDAF. 

유 정 재, 강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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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모델 및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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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동역학 모델

상태백터로부터 선행차량의 
단계가 수행된다. 이 후, 

측정모델을 이용하는 
수행된다. 이 때 센서의 측

클러터 노이즈가 발
개의 측정값이 계측

측정치를 이용하여 갱신을 
처리할 수 있는 기

 ( + 1)로 주어

계측될 수 있다. 이 
일정한 확률로 계산된 

 들어온 데이터만 
못한 값은 갱신에 사

게이트 안에 들어온 측

정치 ( + 1) 와 ( + 1)은
고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에 쓰이게

는 사용되지 않는다. 
3. IMM-PDAF algorithm 

IMM-PDAF 알고리즘의 싸이클은

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3].  
3.1 Interacting of the estimates

k번째의 재귀 싸이클 초기단계에서는

Kalman filter의 초기값을 그(( − 1| − 1),  = 0,1, … ) 을
에서 j 는 각 운동 모드를 의미하고

한다. 즉 N이 3이면 모델의 개수는

에서 설명한 cruise 모드, ‘j = 1’ 
드, ‘j = 2’ 이면 lateral maneuver 모드이다

은 k-1번째 측정치로부터 얻은 
미한다. 
전 확률의 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계산한다.         ∗( − 1) = ( − 1)|                            =  ( − 1

여기서, 은 k-1번째까지의 
j 번째 모델이 k번째 싸이클에서

식에서 |( − 1)은 혼합확률로써

  |( − 1) ≡ (( − 1)|(              = ()( − 1)(

 

 

그림 4. IMM-PDAF 기법. 
Fig.  4. Schematic of IMM-PDAF m

은 각 각 다른 가중치를 가지

쓰이게 된다. 하지만 ( + 1)
싸이클은 그림 4처럼 크게 네 개

stimates 

초기단계에서는, 각 운동모드에 따른 
그 전 번째의 상태추정값 

을 혼합하여 얻어낸다. 여기

의미하고 N는 모델의 개수를 의미

개수는 3개이다. ‘j = 0’일 경우 위
’ 이면 longitudinal maneuver 모
모드이다. 또한 ( − 1| − 1)
 k-1번째의 상태 추정값을 의

식 (7)과 같이 혼합 초기 상태 

(),  1| − 1)|( − 1) 
(7) 

 누적된 관측치이고, ()는 
싸이클에서 결정되는 사건(event)이다. 위 
혼합확률로써 식 (8)과 같이 정의한다.  

(), ) ), (( − 1)|)())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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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1)|)
               

               =  ( − 1)  ( − 1)
 

(8) 

 
식 (8)에서  는 Markov 전이 확률로써 식 (9)와 같이 정의

한다.  ≡ (()( − 1), ) (9) 

또한 식 (9)의 분모항을 예측 모델 확률로써 식 (10)과 같
이 정의한다. 

̅ ≡ () =   ( − 1)  (10) 

전이확률은 Markov chain에 의해 i번째 모델이 j번째 모델로 
변할 모델 확률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는 k번째 싸
이클에서 ()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써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 ≡ (()|) (11) 

j번째 모델의 혼합 초기 공분산 ∗( − 1)은 식 (12)와 같
이 정의된다. ∗( − 1)=   [( − 1) + [( − 1) − ∗( − 1)]× [( − 1) − ∗( − 1)]}|( − 1)

=0  (12) 

3.2 Model Conditional Filtering using  PDAF 

두 번째 단계는 k번째 싸이클에서의 레이더 센서 측정치

로부터 선행차량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PDAF를 사용하

는 단계이다. 각 단계마다 k번째 싸이클에서 유효한 측정치

는 식 (13)과 같이 정의된다.  () ≡ {()}() (13) 

여기서 n(k)는 k번째 싸이클에서 유효한 측정치의 개수를 의
미한다. 클러터 노이즈 때문에, 여러 개의 유효한 측정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실제 타겟에 대
해서는 하나의 실제 유효한 측정치가 나온다고 가정하였다. ()는 k번째 싸이클에서의 i번째 센서 측정치이다. i번째 
측정치에서의 residual 값은 식 (14)와 같이 정의된다.     () ≡ | () − ̂(| − 1)   =  () − (| − 1), ( =  1, … , ()) (14) 

여기서, ()은 k번째 싸이클에서 획득한 모든 측정치의 개
수이다. 이번단계의 예측 상태값와 예측 오차 공분산은 각각 
식 (15)와 (16)과 같이 정의된다. 

(k | k-1)은 k-1번째의 측정치를 이용한 k번째의 예측 상태값

을 말한다. zi (k)는 k번째의 모든 측정치들 중, 곧 설명할 기준

(유효 지역 안의 측정치들)을 만족한 유효 측정치를 의미한

다. 즉, 경계값을 설정하여 유효 측정치들을 선별하고 선택된 
유효 측정치들만을 상태를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k번째 싸이클에서의 측정 유효지역의 부피 V(k) 는 식 (17) 
같이 정의한다.  () = |()|/ (17) 

여기서, 측정 이노베이션 공분산 ()는 식 (18)과 같이 정
의한다. () = ∗(| − 1) + () (18) 

여기서, ()는 측정 노이즈의 공분산이다. 각 모드 마다 측
정 유효영역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각 모드의 ()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는 아래의 유효 기준을 만족하는 측정치를 의미

한다. ()  ()() <  (19) 

식 (19)에서   는 카이제곱분포(Chi-square distribution)에서 
신뢰 확률 98%의 경계값이다. 유효영역 안의 측정치들을 모
두 이용한 조건부 평균으로 상태를 추정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 

(20) 

식 (20)에서 ()는 i번째 유효한 측정치 ()가 실제 타
겟으로부터 오는 사건이다. 그리고 ()은 유효한 측정치 
모두 타겟으로부터 오지 않고 모두 클러터인 사건이다.  
위에서 하나의 타겟으로부터 오직 하나의 측정치가 나온

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유효한 영역 안의 측정치는 
타켓 근처의 클러터이다. 따라서 () (i = 0,1,…,n(k))들의 사
건은 서로 배반(mutually exclusive) 사건이다. ()사건의 확률, 즉 i번째 측정치가 실제 타겟에서 올 
확률 ()과 실제 타겟으로부터 오지 않고 클러터일 확률을 
아래와 식 (21)과 (22)와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1, … , () (21) 

 () ≡ (()|) = () () +   ()()   ,  = 1, … , () (22) 

() = {; 0, ()}  (23) 
1( ) ( )(1 )[ ( )]D G D Gb k n k P P P P V k -= -  (24) {; 0, ()}는 평균이 0, 분산의 크기가 ()인 정규 확

률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 GP 는 정확한 측정치가 유효영역 

안에 들어올 확률, DP 는 정확한 측정치가 레이더센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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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지 될 확률이다. 두 값 모두 센서에 
수이다. Kalman 게인, () 는 식 (25)와 같이() = ∗( − 1)()
위의 식들을 사용하여 식 (26)과 (27)과 (|)과 갱신 오차 공분산, (|)을 구할

(|) =  ()(|)()
=0  

        = (| − 1) + ()  ()=1
 (|) = ∗(| − 1)       +(1 − )[∗(| − 1) − ()()(
      +()   ()()() − ()()


 

여기서, 혼합 residual v(k)는 식 2.28과 같이 

( )

1
( ) ( ) ( )

n k

i i
i

k k kn b n
=

=å  
3.3 Model probability updates 

각 모델마다의 상태 추정치,  (|)(|) 을 계산하고 나면, 이번 단계에서는

( )j km 을 likelihood function, ( )j kL 을 이용하여

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Λ()̅()∑ Λ()̅()  

( )
1( ) ( ) ( ) ( )n k

j G D aak P P b k e k=
é ùL = +ê úë ûå

 

3.4 Combination of the estimates 

각 모델의 필터로부터 계산된 추정값, 
여 최종 추정값, (|)을 각각 식 (31)과
계산한다. 

 (|) ≡ [()|]  =  ()|(), ()
  

 =  (|)()
  

 

마찬가지로 최종 오차 공분산, (|)을 다음

산한다. 
    (|) =   [()] 
           =  [() − (|)][() − (

유 정 재, 강 연 식 

 의해 결정되는 변
같이 구할 수 있다. ) (25) 

 같이 갱신 추정값, 
구할 수 있다. 

 ()() (26) 

() 

() () (27) 

 계산된다. 

(28) 

와 오차 공분산, 
단계에서는 모델 확률, 
이용하여 식 (29)와 (30)

 ( ),  

(29) 

( )
1( ) ( ) ( ) ( )n k

j G D aak P P b k e k=
é ù
ê úë ûå       (30) 

(|)들을 이용하

과 (32)의 식과 같이 

 
(31) 

다음 식과 같이 계

(|)] (32) 

=  (|) + (|)
 − (|) 
 

III.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IMM-PDAF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경에서 가상의 시스템으로 성능검증

현하였다. 레이더 센서 측정값은

풋으로, 선행차량의 상태추정이 
성된다. 차량용 레이더 센서의 
Carsim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차량용

노이즈를 추가하여 생성하였다. 
레이더 센서의 최대 측정범위는

센서는 0.1초의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

측정치는 선행차량의 위치와 종방향

이더 센서로부터 얻은 선행차량의

리고 종 - 횡방향 속도에는 0.1m/s
하였다. 실제 레이더 데이터를 모사하기

을 고려하여 횡방향 위치에는 1 m
가하였다. 또한 실제의 클러터 환경을

센서의 주기 마다 클러터 노이즈를

즈는 미리 설정한 포아송 (Poisson) 
더 센서의 갱신 주기마다 평균 5
체에 걸쳐 균등하게 생성되도록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중인 자차량 우측 전방에 저속으로

다. 우측 전방의 차량은 자차량 
로 가속도를 가지며, 좌측차선으로

이 때, IMM-PDAF 방법과 Single Kalman filter
차량의 상태 추정 성능에 차이를

그 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모델을 cruise, longitudinal maneuver, lateral maneuver
하여, 각 모드에 맞는 세 가지의

가속도의 변화가 적은 cruise 모델의

시 프로세스 오차 공분산의 wx 와

 

그림 5.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번호순서대로

Fig.  5. Simulation scenario. 

Jeongjae Yoo and Yeonsik Kang 

 (|) − (|) () 
시뮬레이션  

검증하기 위하여 MATLAB 환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

측정값은 IMM-PDAF 알고리즘의 인
 IMM-PDAF의 아웃풋으로 구
 데이터를 모사하기 위하여, 

차량용 레이더의 스펙에 따른 
 

측정범위는 전방 200 m이다. 레이더 
업데이트 하며, 레이더센서의 

종방향 속도를 설정하였다. 레
선행차량의 종방향 위치에는 0.1 m, 그

0.1m/s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

모사하기 위해 차량의 차체폭

1 m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레이더 

노이즈를 첨가하였다. 클러터 노이

(Poisson) 분포를 따르게하여 레이

5개의 클러터가 센서 범위 전
 하였다.  

총 4차선 도로에서 등속 주행

저속으로 등속 주행중인 차량이 있
 앞에서 급격한 종/횡 방향으

좌측차선으로 3개의 차선을 변경한다.  
Single Kalman filter 방법이 선행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에서는 차량 운동 

maneuver, lateral maneuver 모드로 정의 
가지의 Kalman filter를 구성하였다. 

모델의 경우 Kalman filter설계

와 wy 를 작은 값으로, 종방향

 
번호순서대로). 



차량용 레이더센서를 이용한

 

으로 급격한 가속도 변화를 가지는 longitudinal 
의 경우에는 wx 만을 큰 값으로, 횡방향으로

변화를 가지는 lateral maneuver 모드의 경우에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각 모델마다의 노이즈

률 행렬을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은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클러터

서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에 대해 IMM
일모델 Kalman filter기법을 이용하여 상태를

단일모델 Kalman filter는 종방향/횡방향 모두

와 같이 프로세스 노이즈 w를 크게 설정하였다

본 그림들에서 검은색 점은 60번의 스캔

유효 측정치와 클러터 노이즈이다. 파란색

IMM-PDAF 추정된 타겟들의 위치, 빨간색 
모델 Kalman filter 추정된 타겟들의 위치를

울 보면 IMM-PDAF방법과 단일모델 Kalman filter
환경에서 급격한 선행차량 운동 변화에도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IMM-PDAF 방법과 단일모델 Kalman filter

로 추정한 선행차량의 종-횡방향 상대 속도

붉은색 실선이 단일모델 Kalman filter로 추정한

이고, 파란색 점선이 IMM-PDAF 기법으로

결과이며 녹색선은 전방차량의 종방향 상대속도

 

그림 6. IMM-PDAF와 Kalman filter로 추정한

Fig.  6. Obstacle relative position estimates using IMM
single model Kalman filter.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Transition Probability 
0.95 0.05 0
0.1 0.8 0.1
0 0.05 0.95

p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Acceleration Noise Error of Cruise xw =0.02, 

Acceleration Noise Error of 
Longitudinal Maneuver xw =0.5, 

Acceleration Noise Error of 
Lateral Maneuver xw

 

Performance Analysis on the IMM-PDAF Method for Longitudinal and이용한 IMM-PDAF 기반 종-횡방향 운동상태 검출 및 추정기법에 대한

longitudinal maneuver 모델

횡방향으로 급격한 가속도 
경우에는 wy 만을 큰 

노이즈 공분산과 전이확

클러터 노이즈 환경에

IMM-PDAF기법과 단
상태를 추정한 결과이다. 

모두 maneuver 모드

설정하였다. 
스캔 동안의 레이더의 
파란색 원형 마크는 

 원형 마크는 단일

위치를 가르킨다. 그림 6
Kalman filter가 클러터 

변화에도 위치추정이 유지

Kalman filter 방법으

속도 추정결과이다. 
추정한 상대속도결과

기법으로 추정한 상대속도 
상대속도 참값이다. 

두 방법 모두 선행차량의 상대속도

럼 보이지만, 단일모델 Kalman filter
은 영역 (40~60 sec)에서, 노이즈의

인할 수 있다. 이는 종방향, 횡방향으로

맞는 단일모델 Kalman filter 를 썼기

곳에서의 속도 추정에 어려움이

에 그림 7의 운동 모드에 맞는 
를 가지는 IMM-PDAF는 운동변화가

구간 모두 적은 노이즈를 가지고

인할 수 있다. 이는 IMM-PDAF
추정함에 있어, 다양한 운동 변화에

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8의 첫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추정한 상대위치. 

position estimates using IMM-PDAF & 

0.95 0.05 0
0.1 0.8 0.1
0 0.05 0.95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xw =0.02, yw =0.02 

xw =0.5, yw =0.02 

xw =0.02, yw =2 

그림 7. IMM-PDAF 및 단일모델

속도. 
Fig.  7. Velocity estimates using IMM

single model. 

 

그림 8. 모델 확률과 가속도 IMM
Fig.  8. Model probability and acceleration profile with 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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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속도 추정이 잘 이루어진 것처

Kalman filter의 경우 속도의 변화가 작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

횡방향으로 급격한 운동변화에 
썼기 때문에, 운동변화가 적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여러 개의 다수 Kalman filter
운동변화가 큰 구간과 그렇지 않은 
가지고 속도 추정을 하는 것을 확
PDAF 기법이 선행차량의 상태를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델 확률

 
단일모델 Kalman filter로 추정한 상대

Velocity estimates using IMM-PDAF VS Kalman filter with 

 

 
IMM-PDAF 기반 가속도추정. 

and acceleration profile with IMM-PDAF. 

Lateral Maneuver Detection using Automotive Radar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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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파란색 영역 (29~60 sec)은 cruise 
높은 구간, 녹색 영역(8~29 sec)은 lateral man
이 높은 구간이다. 또한 그림 10의 두 번째

에서 파란색 영역은 가속도의 변화가 없는

은 가속도 변화가 있는 구간이다. 
그림 8의 세 번째 그래프의 횡방향의 가속도

구간 동안, 첫 번째 그래프의 lateral maneuver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IMM-PDAF 
으로의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면서 lateral 
Kalman filter를 더욱 신뢰하여 상태추정에 
한다. 또한 종-횡방향 모두 가속도 변화가

첫번째 그래프에서 cruise 모드의 확률이 
수 있다. 이는 IMM-PDAF 방법이 종-횡방향으로의

변화가 작음을 감지하고 cruise 모드의 Kalman filter
신뢰하여 상태추정에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IV. 성능실험 

1. 성능실험 개요 

본 논문에서는 성능시험장에서 측정된 
이터를 이용한 off-line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은 약 28초 동안

실험에 사용된 차량용 레이더는 0.05초의

가진다. 사용된 차량용 레이더의 측정값은

위치와 종방향의 상대 속도이다. 
2. 성능실험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그림 9에 보이는 것처럼, 

는 자기 차량이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온 전방의

발견하고 차선변경을 하는 시나리오 이다. 
그림 9처럼 자기차량이 같은 차선의 a차량을

차량이 정지하고 난 후, b차량을 따라 차선변경을

리오이다. IMM-PDAF의 각 모델마다의 노이즈

이확률 행렬을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차량의 상태추정결과이다. 

 

그림 9. 성능실험 시나리오(번호순서대로). 
Fig.  9. Experimental scenario. 

유 정 재, 강 연 식 

cruise 모드의 확률이 
aneuver 모드의 확률

번째, 세 번째 그래프

없는 구간, 녹색 영역

가속도 변화량이 큰 
uver 모드의 확률이 

PDAF 방법이 횡방향

lateral maneuver 모드의 
 이용한 것을 의미

변화가 적은 구간 동안, 
 높은 것을 확인할 

횡방향으로의 가속도 
Kalman filter를 더욱 

의미한다.  

 차량용 레이더 데
통해 IMM-PDAF 기법

동안 진행되었으며 
초의 업데이트 주기를 

측정값은 종-횡방향의 상대

, 도로를 달리고 있
전방의 정지차량을 
.  
차량을 따라가다가 a

차선변경을 하는 시나

노이즈 공분산과 전
 상태추정결과는 b 

표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used in Experiments.

Transition Probability 

Acceleration Noise Error of Cruise
Acceleration Noise Error of 

Longitudinal maneuver 
Acceleration Noise Error of Lateral 

maneuver 
 

3. 성능실험 데이터 분석결과  
그림 10, 11는 각각 차선변경을

이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IMM
Kalman filter 기법으로 선행차량의

추정한 결과이다. 위에서부터 순
속도 추정 그래프이다. 빨간색 실선은

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고,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12의 그래프들은 위에서부터

기법으로 선행차량의 상태를 추정할

선행차량의 종방향 가속도 추정결과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모델확률

cruise 모드가 추정에 사용되는 확률이

역은 longitudinal maneuver 모드가

녹색 영역은 lateral maneuver 모드가

구간이다. 그림 12의 두 번째 그래프의

향 가속도의 변화가 적은 구간이고

가속도의 변화가 큰 구간이다. 
파란색 영역은 횡방향 가속도의

영역은 횡방향 가속도의 변화가 

 
 

 

그림 10. Single Model Kalman filter
방향상태추정. 

Fig.  10. Longitudinal estimation by 
IMM-PDAF. 

s used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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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xw =0.01, yw =0.01 

xw =0.7, yw =0.01 

Lateral 
xw =0.01, yw =0.7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의 차량용 레

IMM-PDAF 기법과 단일모델 
선행차량의 종방향과 횡방향의 상태를 

순서대로 위치, 속도 그리고 가
실선은 단일모델 Kalman filter
파란색 점선은 IMM-PDAF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IMM-PDAF 
추정할 때 달라지는 모델확률, 

추정결과 그리고 횡방향 가속도

모델확률 그래프에서 파란영역은 
확률이 높은 구간, 빨간색 영

모드가 사용되는 확률이 높은 구간, 
모드가 사용되는 확률이 높은 
그래프의 파란색 영역은 종방

구간이고, 빨간색 영역은 종방향 
그림 12의 세 번째 그래프의 

가속도의 변화가 적은 구간이고, 녹색 
 큰 구간 이다. 

 

 
Kalman filter와 IMM-PDAF를 이용한 종

stimation by single model Kalman filter and 



차량용 레이더센서를 이용한

 

그림 11. Single Model Kalman filter와 IMM-PDAF
방향상태추정. 

Fig.  11. Lateral estimation by single model Kalman filter and IMM
PDAF. 

 

그림 12. 모델 확률과 가속도 추정. 
Fig.  12. Model probability and acceleration estimates

 
선행차량의 종방향 가속도 변화가 큰 구간

초)에서 longitudinal maneuver 모드의 확률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MM-PDAF가 종방향으로의

동변화에 맞는 운동모델을 더욱 신뢰하여

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차량의 횡방향

큰 구간 (18~19초, 20~21초)에는 lateral maneuver 
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 IMM-PDAF기법은 다수의 운동모델을

여 선행차량의 급격한 운동변화에도 빠르게

하게 상태를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한 IMM-PDAF 기반 종-횡방향 운동상태 검출 및 추정기법에 대한

 
PDAF를 이용한 횡

Kalman filter and IMM-

 

and acceleration estimates. 

구간 (17~18초, 19~20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종방향으로의 급격한 운
신뢰하여 상태추정에 이용

횡방향 가속도 변화가 
lateral maneuver 모드의 확률

이유는 앞서 설명한 

운동모델을 이용하

빠르게 대응하여, 정확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AEB 시스템을

차량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패턴과 클러터 환경에서 선행차량의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 시뮬레이션을

IMM-PDAF 방법과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을 갖기 위해 Carsim을 이용하여

다. 그리고 차량용 레이더를 모사한

여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IMM
Kalman filter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였다

험장에서 측정한 차량용 레이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IMM-PDAF
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러 거동 패턴을 가지는 선행

추정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운동

법이 단일모델 Kalman filter에 비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거동을 하는 차량들의

는 다양한 운동 모델을 가지는 
르고 정확한 상태추정을 통해 
안전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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