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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for estimating a vehicle’s current position, even on roads that have similar 

patterns. In the proposed method, we classified the semantic information of the nodes in detail and added the semantic information of 

the link to solve the problem due to similar and repeated patterns. We also improved the mapping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 of 

the duplicated matching with that of the only matching obtained just before corresponding duplicated matching. From the simulation 

results, we verify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better than that of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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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에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지도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위성 항법 시

스템인 네비게이션(navigation)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천재 지변이나 갑작스런 GPS의 고장, 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것

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

는 대안의 시스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를 위해 CCD 카메라, 레이더 센서, 2D-LIDAR, 3D-LIDAR 센

서, IR 센서 등을 이용하여 실제 도로상에서 의미를 가진 각

종 의미 정보를 하나의 노드(node)로 정의하여 각각의 노드

에 의미 정보를 할당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맵 매칭

(map matching)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1]. 이 때, 실제 획득된 

노드와 링크(link)의 의미 정보(semantic information)를 VF2 알

고리즘[2],[3]을 활용하여 각 노드와 링크 간의 매칭 여부를 

확인하고,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맵 매칭 알고리즘[2-7]은 단순히 노드와 몇 개의 노드 의미 

정보를 활용하여 각 노드들 간의 패턴을 분석하여 현재 위치

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시가지 같이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는 도로에서는 맵 매칭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슷한 패턴이 다수 포함되는 바둑판 모양이나 대칭적인 형

태를 갖는 신도시의 도로에서는 중복 매칭(duplicate matching)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의 패턴이 같거나 비슷한 모양의 도로가 많은 지역에

서도 중복 매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위치 추정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각 노드에서 의미 

정보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용하며, 노드와 이웃한(link) 노

드가 연결되는 도로의 각종 의미 정보를 갖는 링크를 정의

한다. 또한, 맵 매칭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복 매칭

을 줄이고 유일 매칭(only matching)을 늘리기 위해 맵 매칭 

알고리즘을 실행 시 중복 매칭이 발생하면 임시 버퍼에 저

장한 가장 최근의 유일 매칭 배열들을 현재 발생한 중복 

매칭된 배열들과 모두 비교하여 유일 매칭을 찾아내는 방

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모의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 추정 방법의 효용성 및 실제 가능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II. 의미 정보를 활용한 위치 추정 

맵 매칭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미 

정보를 갖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데이터와 운행하는 무인 

차량의 경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1은 맵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각 노드에 의미 정보를 

부여하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에도 의미 정보를 부

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노드 번호는 임의로 부여하고, 

번호가 부여된 의미 정보는 표 1에서 나열된 정보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지정한다. 예를 들면, 그림 1의 좌측 위에서 

노드 1은 의미 정보가 유턴(심볼 U)이 되고, 노드 2의 의미 

정보는 횡단 보도(심볼 C)가 된다. 그리고, 링크(노드 1 – 노

드 2)는 노드 1과 노드 2 사이의 링크이고, 의미 정보는 차선 

수인 2가 된다. 이와 같이 나머지 노드들도 표 1을 참조하여 

노드의 의미 정보를 지정해 준다. 노드의 의미 정보 지정이 

완료되면, 각 링크의 의미 정보를 지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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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맵 매칭을 이용한 위치 추정. 

Fig.  1. Position estimation using a map matching. 

 

표   1. 기존 방법에서 사용한 노드의 종류[1]. 

Table 1. Types of nodes used in the existing method [1]. 

종류번호 기호 설명 

1 S 표지판 

2 I 교차로 

3 T 삼 방향 교차로 

4 U 유턴 

5 N 지하도 

6 C 횡단보도 

 

그림 1과 같이 전체 지도의 모든 노드와 링크의 의미 정보

를 지정한 후, 실제로 획득된 경로의 노드와 전체 지도와 맵 

매칭을 수행한다. 맵 매칭한 결과가 단 하나만 매칭(유일 매

칭)이 되면, 그 유일 매칭의 배열에서 맨 마지막 노드가 현재

의 노드이므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의미 정보와 링크의 의미 정보가 

나열된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VF2 알고리즘 라이브러리[2]를 

사용한다. VF2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전

체 지도를 노드와 링크의 의미 정보로 재구성한 데이터의 배

열과 실제 주행한 경로상의 노드들의 배열 패턴을 비교하게 

된다. 이 때, 노드의 의미 정보와 링크의 의미 정보를 VF2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 의해 같은 배열인지를 판별하고, 같

은 배열을 전체 지도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어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비교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노드 T와 노드 U의 배열이 같

고 링크의 의미 정보가 같은 경우에는 유일 매칭이 되며, 그

림 3과 같이 노드 I와 노드 U의 배열과 링크가 같은 배열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중복 매칭이 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유일 매칭이 된 경우에는 주행 경로에서 

최종적으로 획득된 노드 T가 현재 위치가 된다. 노드 T의 지

도상의 좌표가 실제 위치가 된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중복 

매칭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획득된 노드가 2개 이상이 

되므로 정확한 위치 추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의 위치 추정은 건너뛰고, 다음 노드의 의미 정보를 

획득하여 다시 맵 매칭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맵 매칭을 

통한 위치 추정은 주행이 끝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존 방법[1]의 문제점은 노드의 종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미 정보를 가진 전체 노드의 개수가 적으며,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의 의미 정보도 추가할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방법은 반복되거나 대칭

되는 패턴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복 매칭이 발생되어 현재 위

치를 추정하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III. 의미 정보 확장과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 적용 

1. 의미 정보의 확장 

본 논문에서는 단순하고 비슷한 패턴의 도로가 많은 지형

에서 정확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기존 맵 매칭 방법[1]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맵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중복 매칭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드와 링크에 대한 의미 정보의 종류를 표 2와 3과 같이 확

 

 

그림 2. 유일 매칭. 

Fig.  2. Only matching. 

 

그림 3. 중복 매칭. 

Fig.  3. Duplicate matching. 

 

표   2. 본 논문에서 사용한 노드 종류. 

Table 2. Types of nodes u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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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한편, 이와 같은 의미 정보 종류의 확장은 기호의 수

만 많아졌기 때문에 노드들의 총 개수와는 무관하므로, 연산

과 저장 영역의 추가적 부담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노드의 의미 정보 17종류에 대하여 심

볼과 의미를 나타내며, 각 심볼은 번호가 지정된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정의한 40종류 링크의 심볼과 의미를 나열하였

고, 표에서 지면상 중복되는 내용을 축약하여 나열한 표이다.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시설과 교차로 등을 의미 정

보로 제공하고, 각 링크는 차선 개수 등을 의미 정보로 제공

한다.  

그림 4는 맵 매칭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 지도를 노드와 링크의 의미 정보로 변환하여 나타낸 예

제 그림이다. 

그림에서 숫자는 임의로 부여한 노드의 번호이며, 각 노드 

마다 교차로인지 횡단 보도인지 등을 나타내는 의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의

미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의 차선 

수를 나타낸다. 

그림 5는 차량이 실제로 통과한 경로를 나타낸다. 본 논문

에서는 맵 매칭을 위해 5개의 노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전체 지도의 의미 정보와 실제 경로의 획득된 의미 정보를 

맵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가 전체 지도에서

의 일부분이 실제 경로와 같으면, 맵 매칭이 성립되어 현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맵 매칭되는 결과가 단 

하나만(유일 매칭) 나와야만 현재 위치로 추정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매칭 결과(중복 매칭)가 나온다면, 중복 매칭 개선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중복 매칭 결과를 낮춤으로써 현재 위치

를 추정하는 확률을 높이게 된다. 

2.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 제안 

그림 6은 그림 4와 5를 맵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맵 

매칭을 수행한 결과가 2개 이상의 중복 매칭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 경로를 바탕으로 중복된 매칭 결과 중에서 현재의 

위치를 추정해 내는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6(a) 부분은 전체 지도에 배치된 노드와 노드의 의미 

정보, 링크와 링크의 의미 정보를 나타내며, 그림 6(b) 부분

은 실제 경로에서 취득되는 노드의 의미 정보와 링크의 의미 

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6(a)의 좌측 중간에 숫자가 들

어있는 네모 박스는 임시 버퍼를 나타내며, 이 버퍼는 최근

에 유일 매칭된 부분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버퍼이다. 그

림 6(b)에서 현재 경로는 끝까지 수행한 상태이고, 맵 매칭한 

결과가 그림 6(a)에서 ○1과 ○2가 중복 매칭이 된 상태이다. 

그림 6(b)에서는 출발부터 4번째 노드까지는 맵 매칭할 조

건(최소 5개의 노드)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맵 매칭 알고리즘

을 실행하지 않고, 그림 6(b)에서 5번째 노드까지 노드의 의

미 정보를 취득하면서부터 맵 매칭 알고리즘이 실행되어 현

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 매칭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

나, 그림 6(b)에서 7번째 노드에서 맵 매칭 알고리즘을 실행

하면, 그림 6(a)와 같이 전체 지도에서 실제 경로와 매칭되는 

부분이 2개(중복 매칭)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그림 6(a)의 

중간에 나타낸 네모 박스 모양의 임시 버퍼에는 바로 전에 

획득한 유일 매칭의 정보를 항상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

복 매칭이 발생하더라도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위치

를 유추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중복된 매칭

표   3.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링크 종류. 

Table 3. Types of link used in this paper. 

 

 

그림 4. 의미 정보가 포함된 전체 지도. 

Fig.  4. Full map that contains the semantic information. 

 

그림 5. 실제 이동경로 상에서 얻은 노드 배열의 의미 정보.

Fig.  5. Semantic information obtained on the real moving path. 

 

(a) Nodes on the overall map. 

(b) Actually nodes on the path to move. 

그림 6.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 

Fig.  6. Improved algorithm for duplicate matching. 

An Improved Position Estimation Algorithm of Vehicles Using Semantic Information of Maps 



이 창 길, 최 윤 호, 박 진 배 

 

756

들 중에서 임시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일 매칭

이 나오지 않으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맨 앞의 노드 

한 개를 삭제하여 다시 임시 버퍼에 저장한다. 임시 버퍼는 

FIFO (First Input First Out) 방식으로 채워지므로, 임시 버퍼에

서 맨 앞의 노드는 더 이상 맵 매칭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 

후 다음 매칭에서 다시 임시 버퍼에 저장된 노드의 배열들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유일 매칭

이 이루어지면, 유일 매칭된 노드들의 배열 전체를 임시 버

퍼에 저장하게 된다. 

3. 개선된 맵 매칭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위치 추정 방법 

그림 7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맵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위치 추정 방법의 순서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현재 위치 추정 방법은 경로 이동이 

처음에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순서도에 따라 반복적으로 알

고리즘을 실행하며, 전체 지도와 경로상의 노드가 유일 매칭

인지를 비교하는 부분은 VF2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

여 구현한다. 이를 단계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사용할 전체 지도의 노드와 

노드의 의미 정보, 링크와 링크의 의미 정보 등이 저장된 파

일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한, 차량이 이동할 이동 경로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여기서는 모의 실험을 위하여 전체 이동 

경로를 미리 입력했지만, 실제 사용시에는 움직일 때마다 실

시간으로 이동한 노드의 의미 정보가 취득하게 된다. 

단계 2: 경로 이동 중이라면, 현재 위치의 노드를 포함한 

이동 경로상의 이전 노드들 중에 최근 5개의 노드를 전체 

지도와 맵 매칭하여 유일 매칭인지 중복 매칭인지를 확인

한다. 

단계 3: 유일 매칭이라면, 유일 매칭된 노드의 배열(여기

서는 5개의 노드)을 임시 버퍼에 저장한다. 그리고, 현재 위

치를 저장한 후에, 다음 경로를 탐색한다. 만약, 중복 매칭이 

되었다면, 개선된 중복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에 저

장된 이전 유일 매칭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노드의 배열과 

비교한다. 

단계 4: 비교한 결과가 유일 매칭이 되면, 유일 매칭된 노

드의 배열을 버퍼에 저장하고 현재 위치를 저장한 후에 다음 

경로를 탐색한다. 만약, 다시 중복 매칭이 되었다면, 다음 번 

경로 비교를 위하여 중복된 노드의 배열들을 모두 임시 버퍼

에 저장한다. 그 후, 다음 경로를 탐색한다. 

단계 5: 경로의 마지막까지 도달하게 되면, 모든 맵 매칭

을 종료하게 된다. 만약, 경로의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하였

다면, 단계 1에서 단계 4까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맵 매칭을 수행한다. 

 

IV. 모의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의 모의 실험에서는 도로의 패턴이 비슷한 도로가 

많고 의미 정보의 종류는 많지 않은 지역중에 하나인 인천 

송도 신도시를 선택하였다. 그림 8과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의 실제 인공 위성 지도에서 2km×2km 지역을 특정하여 노

드와 노드의 의미 정보, 링크와 링크의 의미 정보 등을 추출

하여 모의 실험에 사용하는 전체 지도를 구성하였다.  

모의 실험에 사용할 경로는 미리 지정하였으며, 실제 실험

에서는 지정 경로가 아닌 실시간으로 취득되는 노드와 링크

의 의미 정보를 가지고 맵 매칭을 하게 된다. 모의 실험을 

위한 맵 매칭 프로그램은 windows7 OS 상의 C++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노드와 링크의 배열을 비교하는 

부분은 VF2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8의 좌측 상단의 네모 상자 안은 전체 지도의 일부분

을 확대하여 나타낸 부분이다. 중심에 4방향 교차로를 나타

내는 의미 정보가 심볼 QC로 지정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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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저장

중복Matching Graph 모두 저장

(다음 Node와 비교하기 위해 임시저장)

최종 중복된 Node배열, 중복된 Node 수 저장

No

YES

No

부분그래프와 전체그래프를 맵매칭

경로에서 부분그래프 추출 ( 5 node)

유일매칭?

유일매칭 Node배열 저장

Node배열 왼쪽으로 shift

기존 부분그래프와 현재 중복매칭 비교

유일매칭?

전체그래프 입력

경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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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저장

End

유일매칭 Node배열 저장

Node배열 왼쪽으로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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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그림 7. 제안한 맵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 추정 방법

의 순서도. 

Fig.  7. Flow chart of current position estimation method using the 

proposed map matching algorithm. 

 

그림 8. 맵 매칭을 위한 의미 정보 배치. 

Fig.  8. Node placement for map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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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를 나타내는 의미 정보인 심볼 CW가 QC 주위에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턴을 나타내는 의미 

정보인 심볼 UT 등을 표시하여 전체 지도의 의미 정보 데이

터를 구축하였다. 이때, 각 의미 정보에는 노드 번호를 임으

로 할당하여 각 노드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드

와 노드의 연결인 링크는 전체 지도상에서 도로를 의미하고, 

도로의 차선의 수를 의미 정보로 가진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 지도 상의 파이프모양의 관들이 연

결된 부분은 모의 주행의 전체 경로이다. 그리고 내부의 선

들은 모의 주행 경로와 전체 지도의 매칭 결과가 유일 매칭

이 되어, 현재 위치가 추정된 노드들을 연결한 결과이다.  

그림 9는 기존 맵 매칭 알고리즘[1]을 사용한 모의 주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경로 상에서 

위치 추정이 수행된 구역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송도 지역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로의 패

턴을 가진 도로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어 기존의 맵 매칭 알

고리즘으로는 링크 의미 정보가 없이 몇 종류의 노드 의미정

보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 매칭

이 많이 발생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그림 10에서는 대부분의 경로에서 위치 추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모양의 내부의 선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맵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

의 주행한 결과이다. 즉, 기존 맵 매칭에 비하여 더 많은 종

류의 노드 의미 정보와 추가했고, 또한 링크 의미정보를 추

가하여 유일 매칭이 될 확률을 높였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

고, 중복 매칭된 부분을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을 추가하

여 위치 추정 능력을 개선하였다.  

기존의 맵 매칭과 본 논문의 맵 매칭 모두 초기에는 알고

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로상의 노드 정보가 획득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맵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초기에 맵 매칭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

드 개수인 5개의 노드가 확보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경로 

구간에서 현재 위치 추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비슷한 패턴의 도로 배치로 인해 전

체 지도상의 의미 정보도 비슷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각 노드 사이인 링크 의미 정보의 추가로 인해 위치 추정의 

확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에 중복된 매칭이 발생하

더라도 이전에 매칭되어 임시 버퍼에 저장된 유일 매칭 배열

을 바탕으로 현재 중복된 매칭들을 비교하여 위치를 추정하

는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에 의해 중복 매칭 확률을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표 4는 기존 맵 매칭 방법[1]을 적용한 그림 9의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표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맵 매칭 방법

을 적용한 그림 10의 모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모의 실험에서 사용한 전체 이동 경로에서 노드의 총 개수

는 79개이고, 위치 추정 성공 개수는 이동 경로를 따라 취득

된 노드 중에서 맵 매칭에 의해 위치 추정이 완료된 노드들

의 개수를 의미한다. 또한 위치 추정 성공 확률은 취득된 총 

노드의 개수에 대한 위치 추정 성공 노드 개수의 비로서, 경

로를 따라 이동할 때 경로상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확률

을 나타낸다. 

표 4에서 위치 추정에 성공한 노드의 개수는 전체 79개 중

에 20개이고, 위치 추정 성공 확률은 25%에 불과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의미 정보가 나열된 패턴이 

많은 지역에서는 위치 추정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기존 논문에 노드와 링크의 의미 정보

 

그림 9. 기존 맵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의 실험 결과[1].

Fig.  9. The simulation results of using the existing map matching 

algorithm [1]. 

 

그림 10.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의 실험 결과. 

Fig.  10.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map matching algorithm in 

this paper. 

 

표   4. 기존 방법[1]에 의한 모의 실험 결과. 

Table 4. A simulation results for the existing method [1]. 

내용 매칭 결과 

위치 추정 성공 개수 20개 

위치 추정 성공 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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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위치 추정 성공 확률을 76%까

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중복 매칭 개선 알고리즘을 추가하

여 최종적으로 91%까지 위치 추정 성공 확률이 달성되는 성

능의 향상이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바둑판 모양처럼 비슷한 패턴의 도로에서 

현재 위치 추정이 가능한 새로운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노드와 링크의 의미 정보를 추가

로 사용하고, 또한 이전에 추정된 위치 정보(유일 매칭 배열)

를 이용하여 중복 매칭을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

다.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에 의해 차량의 현재 

위치 추정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

후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의미 정보가 거의 없는 산악 지형 

등의 자연적인 지형에 적용하여 GPS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 위치의 추정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

할 예정이다. 

 

REFERENCES 

[1] W. J. Yim, J. B. Park, and T. S. Yoon, “A map matching method 

based on subgraph matching of the driving road semantic 

information,” Proc.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Summer Conference 2015 (in Korean), pp. 1387-

1388, Jul. 2015. 

[2] L. P. Cordella, P. Foggia, C. Sansone, and M. Vento, “A (Sub) 

graph isomorphism algorithm for matching large graph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6, no. 10, pp. 1367-1372, Oct. 2004. 

[3] M. De Santo, P. Foggia, C. Sansone, and M. Vento, “A large 

database of graphs and its use for benchmarking graph 

isomorphism algorithms,” Pattern Recognition Letters, vol. 24, 

no. 8, pp. 1067-1079, May 2003. 

[4] K. Riesen, X. Jiang, and H. Bunke, “Exact and inexact graph 

matching: Methodology and applications,” Managing and 

Mining Graph Data, Springer, pp. 217-247, 2010. 

[5] C. M. Hoffman, Group-theoretic Algorithms and Graph 

Isomorphism, Springer, Berlin, 1998. 

[6] D. G. Corneil and C. C. Gotlieb, “An efficient algorithm for 

graph isomorphism,”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vol. 17, no. 1, pp. 51-64, Jan. 1970. 

[7] J. R. Ulmann, “An algorithm for subgraph isomorphism,”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vol. 23, no. 1, pp. 31-

42, 1976. 

[8] M. Abdulrahim and M. Misra, “A graph isomorphism algorithm 

for object recognition,” Pattern Analysis and Applications, vol. 1, 

no. 3, pp. 189-201, Sep. 1998. 

[9] B. T. Messmer and H. Bunke, “A decision tree approach to 

graph and subgraph isomorphism detection,” Pattern 

Recognition, vol. 32, no. 12, pp. 1979-1998, Dec. 1999. 

[10] J. Hopcroft and J. Wong, “Linear time algorithm for 

isomorphism of planar graphs,” Proc. of 6th Annual ACM 

Symposium Theory of Computing, pp. 172-184, 1974. 

[11] M. A. Quddus, “High integrity map matching algorithms for 

advanced trasport telematics applic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2006. 

[12] C. G. Lee and J. B. Park, “UGV a position estimation algorithm 

utilizing the map matching means of maps and information,” 

Proc. of 2016 31th ICROS Annual Conference (in Korean), 

Seoul, pp. 394-395, Mar. 2016. 

[13] L. P. Cordella, P. Foggia, C. Sansone, and M. Vento,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VF graph matching algorithm,” 

Proc. of the 10th ICIAP, IEEE Computer Society Press, pp. 

1172-1177, 1999. 

[14] J. U. Park, J. H. Kim, and J. H. Kim, “The research of 

unmanned autonomous navigation’s map matching using 

vehicle model and LIDAR,”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in Korean), vol. 17, no. 5, pp. 451-459, 

May 2011. 

 

 

이 창 길 

2001년 세한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공

학사). 2003년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2014년~현재 연세대학교 전

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2013년

~현재 뉴로로보틱스 대표. 관심분야는 

Embedded System, 무인자동차, 군집지능, 

모바일 로봇, Deep Learning.  

 

 

최 윤 호 

1980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사). 

1982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석

사). 1991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공

학박사). 1993년~현재 경기대학교 전자

공학과교수. 관심분야는 비선형 적응 

제어, 지능 제어, 군집 제어, 로보틱스, 

웨이블릿 변환 및 응용, ADP 기반 최적 제어. 

 

 

박 진 배 

1977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사). 

1985년 Kansas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1990년 Kansas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박사). 1992년~현재 연

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관심분

야는 강인제어, 필터, 비선형 제어, 로

보틱스, 퍼지 이론, 신경망회로 이론. 

 

표   5.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모의 실험 결과. 

Table 5.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proposed method. 

내용 

매칭 결과 

의미 정보 

(노드 + 링크) 

노드/링크 의미 정보

+ 중복 매칭 개선 

위치 추정 성공 개수 60개 72개 

위치 추정 성공 확률 7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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