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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주행 시 차량의 위치 인식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논문이다. 실
외 주행 시 위치인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PS 센서는 지형이나 지물에 의한 위성 신호의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 측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리 센서 기반으로 동시간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방법(SLAM)은
실내외 측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넓은 범위에 적용하기에 많은 메모리가 요구되고, 공간 특징이 적은 개활지에
는 정밀 측위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GPS 기반 측위 시스템과 동시간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방법의 정보 융합을 통해 위성 신호가 취약한 실내 공간이나 공간 특징이 적은 개활 지역에서도 연속 측위가 가능한 방
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량이 요구된다. 또한 개활지 같은 특징 추출이 어려
운 장소에서는 측위의 불연속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실외 측위에 유용한 GPS 기반의 위치
정보와 실내 측위에 용이한 SLAM 기반 위치 인식
정보를 얻기 위해 병렬적으로 칼만 필터를 구축하
고, 실내외 연속 측위가 가능하도록 Multiple Model
Adaptive Estimation (MMAE)을 이용하여 두 필터
의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 다
룬다.

1. 서론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차선 유지 보
조 장치 (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LKAS), 전자식 주행 안정화 제어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 그리고 자동 비상 제동 시
스템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개발 되어왔다.
최근에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넘어서 완전
한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차량의 실시간 위치 인식은 자율 주행 시스템
의 경로 계획 및 제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정밀
성과 연속성이 요구된다.
차량의 실시간 위치 인식 기술은 대표적으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정보와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바탕으로 측위를 계산
하는 방법[1]과 주변 환경의 특징 정보를 바탕으로
동시간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을 하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방법[2] 이 있다. GPS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차량
의 절대적인 위치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여 실외 주행
에 많이 적용되지만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이
나 실내에서는 신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연속적
인 측위가 어렵다. 또한 동시간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방법은 실내외 모두 측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넓은 범위를 주행해야하는 경우 지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높은 연산

2. 본론

2.1 다중 칼만 필터 설계

GPS기반의 위치 인식과 SLAM기반의 위치 인식
은 동일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한
다. 이 때, GPS 기반의 칼만 필터는 위성 수신에 따
른 다중 경로 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위성 상태
에 따라 동적으로 공분산 값 갖도록 하기 위해 수평
위치 정밀도(HDOP)값에 따른 분산 값을 선형 모델
링하여 적용 하였다. 또한 SLAM 기반 칼만 필터의
경우 특징이 적은 지역에서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랜드 마크 수에 따른 공분산 값을 통해 동적인 측정
공분산  을 모델링 하였다. 식(1)은 동적인 측정
공분산 파라메터가 고려된 칼만 게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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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GPS 칼만 필터와 SLAM 칼만 필터의 공
분산에 따라 융합된 측정치 결과를 보인다. 또한 실
내로 진입하면서 HDOP값이 커져 GPS 기반 측위
결과의 가중치가 점점 낮아지고, SLAM 기반의 측
위 결과 값으로 수렴하게 됨을 보인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GPS와 SLAM 정보의 융합을 통해
실내외 연속 측위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통
해 실외에서 실내로 진입하는 진입 구간에서 발생되
는 GPS 다중 경로 문제 구간 시 경로의 치우침이나
신호 차단으로 인한 측위 불연속 문제를 최소화하였
다.

[그림 1] 제안된 위치 인식 알고리즘의 개요
2.2 MMAE를 통한 측정치 융합

복수 개의 서로 다른 칼만 필터를 통해 나온 정보
를 융합하기 위한 방법이다[3]. 앞 절에서 제안된 두
개의 칼만 필터 결과 값에 MMAE 방법을 [그림 1]
과 같이 적용하였다. 이 때, 회귀적으로 각각의 칼만
필터에서 나온 수치들을 융합하기 위해 가중치 함수
가 요구된다. 이는 식 (2)~(4)와 같이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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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내외 주행 시 측위 결과

(4)
식 (2)는 GPS 센서 기반 칼만 필터와 SLAM 기반
칼만 필터에 대한 각각의 에러 공분산  에 대해 확
률 밀도 함수를 기반으로 한 가중치 요소  을 구하
는 방법으로 필터에서 나온 위치 결과에 곱하게 된
다. 최종 위치 값은 이 값들의 합으로 결정된다.
       



[그림 3] 측위 결과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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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실내외 측위를 위한 제안된 위치 인식 알고리즘
은 HUACE사의 B20 GPS와 Velodyne사의 3차원
레이저 스캐너 HDR-64E를 실제 차량에 장착하여
실내외 주행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2]는 실외 도
로에서 실내 주차장으로 차량 진입 시 측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은 실외에서 실내 진입 시
GPS기반 필터, SLAM기반 필터, MMAE기반 필터
의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GPS기반 필
터는 실내 진입을 위해 건물과 가까워짐에 따라
HDOP값이 커지고, 실내로 진입하게 되면 위성 신
호 수신이 멈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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