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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인식하거나 주행경로를

생성, 추종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방향각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차량의 방향각 추정은 GPS와 차량 센서 데이터의 퓨전을 통해 이루어지

며 데이터 퓨전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확장 칼만 필터가 널리 사용된다.

확장 칼만 필터에서는 센서 데이터의 잡음이 측정 잡음 공분산으로 표

현된다. 따라서 GPS 센서 데이터 잡음과 연관된 수평 측위 정확도

(HDOP, Horizontal Dilution of Precision)와 위성 개수에 따라 측정 잡

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결정하여 차량의 방향각 오차를 줄이는 기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차량이 저속 또는 단 곡률 반경으로

주행하여 GPS 센서 데이터의 잡음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차량의 방향

각 추정 오차가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주행 속도와 요각속도를 확장 칼만 필터의 측정

잡음 공분산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고려한다. 낮은 속도나 높은 요각속도

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측정 잡음 공분산을 증가시키며, 높은 속도나

낮은 요각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측정 잡음 공분산을 감소시킨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저속이나 단 곡률 반경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방향

각 추정 오차가 감소된다.

제안한 기법을 Spirit1 무인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

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수 측정 잡음 공분산을 사용하는 기법에

비해 속도 가변 상황에서 방향각 오차가 18.6%, 주행 곡률 반경 가변 상

황에서는 방향각 오차가 8.8%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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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2020년대까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유턴, 신호등 정지, 교차로 회전,

차선 변경 등 저속 및 곡선 주행이 많고 GPS 오차가 심한 도심지에서의

주행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도심지에서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생성, 추종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방향각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차량의 방향각과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차륜 속도 센서, 가속도계

센서, 자이로스코프로부터 얻은 상대 위치 인식 데이터와 GPS 센서로부

터 얻은 절대 위치 인식 데이터의 퓨전이 필요하다. 데이터 퓨전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확장 칼만 필터가 널리 사용되는데 칼만 필터의 추정 정

확도는 시스템 모델의 정확도와 잡음 공분산의 정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스템 모델의 정확도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의 종류 및

위치, 차량의 동역학적 모델링 방법, 개발자의 상태 변수에 대한 선택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잡음 공분산의 정확도는

실제 센서 데이터의 잡음을 나타내는 공분산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내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하드웨어 시스템

에서 시스템 모델을 최대한 단순하게 결정하고 측정 잡음 공분산을 차량

속도와 요각속도에 따라 동적으로 선택하여 방향각 및 위치 추정 정확도

를 높이는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한 기법을 무인 자율 주행 자동

차에 적용하고 효용성에 대해 검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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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설명하고 기존의 시스템 모델 정확도 향상 기법과 잡음 공분산

정확도 향상 기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도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GPS 센서 데이터의 잡음 증가로 인한 차량의 방향각 및 위치 오차 증가

문제를 정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에 대해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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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장 칼만 필터의 동작 과정

제 2 장 배경

본 장에서는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의 위치 인식을 위해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알고리즘인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확장 칼만

필터의 추정 정확도 향상 기법을 다룬 관련 연구들을 소개한다. 관련 연

구들은 크게 시스템 모델 정확도 향상 기법과 잡음 공분산 정확도 향상

기법으로 구분된다.

2.1 확장 칼만 필터

확장 칼만 필터는 비선형 시스템에서 상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대표적인 추정 알고리즘이다. 대상 시스템에 확장 칼만 필터가 적

용되기 위해서는 모델링된 시스템에 대한 잡음과 센서 측정 잡음이 가우

시안 분포를 따라야 한다. 또한 확장 칼만 필터의 동작 과정은 다음 그

림과 같이 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예측 단계와 센서 측정을 통한 업데이

트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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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기술한다.

l 예측 단계

예측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추정값   과 오차 공분산

  을 이용하여 현재 단계에서의 예측값  
와 오차 공분산 예측값 



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상태 천이 행렬 A와 시스템 잡음 공분산 Q가

사용된다. 만약 시스템 잡음 공분산 Q 값이 커지면 오차 공분산 예측값


이 커진다. 이는 업데이트 단계에서 계산되는 칼만 이득 를 커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예측값  
보다는 측정값 가 추정값  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아진다. 따라서 측정값의 반영 비중을 줄이고 변화가 완만한

추정값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잡음 공분산 Q를 감소시킨다.

l 업데이트 단계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예측 과정에서 계산된 예측값  
 , 오차 공분산

예측값 
를 이용하며 추가적으로 센서 측정값 를 이용한다. 업데이

트 과정의 최종 결과는 추정값  과 오차 공분산  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관측 행렬 H와 측정 잡음 공분산 R이 사용된다. 만약 측정 잡음

공분산 R 값이 작아지면 칼만 이득 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예측값  


보다는 측정값 가 추정값  에 대해 반영되는 비중이 높아진다. 따라

서 측정값의 반영 비중을 줄이고 변화가 완만한 추정값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측정 잡음 공분산 R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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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장 칼만 필터의 정확도 향상 기법

확장 칼만 필터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1] 첫 번째는 시스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칼만 필터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시스템 모델은 실제 차량에 대해

동역학적인 모델링 과정을 거쳐 상태 변수와 측정 변수가 포함된 수식으

로 표현된다. 따라서 동역학적인 모델링이 실제 차량의 구조와 동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수록 확장 칼만 필터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는 잡음 공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확장 칼만 필터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잡음 공분산은 시스템 잡음 공분산 Q와 측정 잡

음 공분산 R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값들을 실제 잡음에 가깝게 정할수록

확장 칼만 필터의 정확도가 더욱 향상이 된다.

l 시스템 모델 정확도 향상 기법

시스템 모델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 동역학 모델은 크게 종 방

향 차량 모델과 횡 방향 차량 모델로 구분되며 횡 방향 차량 모델은

Kinematic 차량 모델과 Dynamic 차량 모델로 다시 구분된다. Kinematic

차량 모델은 타이어의 횡 방향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저속

이나 슬립이 적은 주행 상황에 적합하지만 고속이나 슬립이 많은 주행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Dynamic 차량 모델은 타이어의 횡 방향

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므로 고속이나 슬립이 많은 주행 상황에 적합하

지만 저속이나 슬립이 적은 주행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Kinematic 차량 모델과 Dynamic 차량 모델의 단점을 상호보

완하기 위해 Interacting Multiple Model Estimator(IMME)가 제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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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이 기법은 Kinematic 차량 모델과 Dynamic 차량 모델을 동시에

이용하여 시스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지만 두 모델의 반영 비중을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확률 계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l 잡음 공분산 정확도 향상 기법

잡음 공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잡음 공분산 값을 경험적으로 찾지 않고 동적으

로 결정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특정 상황에서의 잡음 공분산 값들을

경험적으로 찾고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을 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Innovation-

based Adaptive Estimator(IAE)와 Multiple Model Adaptive

Estimation(MMAE)가 있다.[3] 우선 IAE는 시스템 잡음 공분산 또는 측

정 잡음 공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시스템 잡음 공

분산 또는 측정 잡음 공분산을 추정하는 단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

나 IAE는 잡음 공분산을 경험적으로 찾는 방법에 비해 항상 정확한 것

은 아니다. 또한 이 기법은 연산 시간을 5% 정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잡음 공분산의 추정 값이 안정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응답시간도 요구된

다.

다음으로 MMAE는 시스템 모델이 모두 동일하며 잡음 공분산 값만

다르게 설정된 복수의 칼만 필터들로 구성되며 그 동작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동일한 센서 측정값 가 잡음 공분산 값만 다른 n개

의 칼만 필터에서 사용된다. 각 칼만 필터의 추정값  에 가중치 비

율    를 곱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면 최종 추정값  가 구해진다.

그러나 MMAE는 가중치 비율을 동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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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MAE의 동작 과정

여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며 동일한 칼만 필터를 복수로 사용하므로 불필

요한 계산 자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계산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 대한 상수 잡음 공분산 값을 경험적으로

정하고 상황별로 상수 잡음 공분산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

다. 특히 GPS 센서 데이터의 잡음이 증가되는 다양한 상황별로 서로 다

른 측정 잡음 공분산을 사용하여 잡음 공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

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GPS 위성 개수가 많은

평야와 GPS 위성 개수가 적은 도심지의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측

정 잡음 공분산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GPS의 HDOP(Horizontal

Dilution of Precision)가 큰 상황과 작은 상황을 구분하여 측정 잡음 공

분산을 선택하여 사용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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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량의 주행 속도와 GPS 방향각 잡음의 연관성

제 3 장 문제 정의

2장에서 설명한대로 GPS 위성 개수나 HDOP 값을 이용하여 GPS 센

서 데이터의 잡음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측정 잡음 공분산을 변경

함으로써 칼만 필터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GPS 위

성 개수나 HDOP 값 이외의 요인들이 GPS 센서 데이터의 잡음을 변화

시키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우선 차량의 주행 속도가 정지 상태에 가깝게 느려지는 경우에 GPS

방향각 잡음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그림 3의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차량 주행 속도가 3m/s 이하인 구간에서는 GPS 방향각

의 오차 분포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4]

그림 3의 우측 그림은 이러한 실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

다. GPS 방향각은 연속으로 샘플링된 두 GPS 위치 사이를 연결하는 직

선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GPS가 기본적으로 가진 위치 오차에 의해 방

향각 오차가 발생된다. 특히 차량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GPS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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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차량의 주행 곡률 반경과 GPS 방향각 잡음의 연관성 

샘플링 주기 동안에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더 짧으므로 동일한 위치 오

차 d에 의해서도 그 방향각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차량이 주행하는 경로의 곡률 반경이 작은 경우에 GPS 방향각

잡음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그림 4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통해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5] 이 그래프에서 주행 곡률 반경이 작은 구간에서

는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는 GPS 방향각 오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GPS 샘플링 주기 사이의 구간에서는 이전 샘플

링으로 획득한 GPS 방향각에 상대 위치 인식으로 구한 방향각을 합산하

여 현재의 방향각을 계산하며 이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계산

한다. 따라서 GPS 방향각 오차가 있으면 현재의 방향각에 오차가 발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현재의 위치에도 오차가 발생한다.

그림 4의 우측 그림은 GPS 방향각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차량이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지만 곡률 반경이 더 작은 경우

에는 GPS의 단위 샘플링 주기 동안에 차량이 더 많이 회전한 상태가 되

므로 방향각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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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방향각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법

본 장에서는 방향각 정확도 향상 기법이 적용될 간단한 자기 위치 인

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설명된 자기 위치 인식 시스템을 기

반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방향각 정확도를 향상시

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4.1 자기 위치 인식 시스템

제안할 기법이 적용될 자기 위치 인식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절대 위치 인식을 위해 DGPS(Differential GPS) 센서를

사용하며 상대 위치 인식을 위해 조향 각도 센서, 차륜 속도 센서, 가속

도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들을 퓨전하기 위한 추정 알고리즘은 비선형 시스

템에 적합한 확장 칼만 필터가 사용되었다. 확장 칼만 필터의 시스템 모

델 설계를 위한 차량 동역학 모델은 횡방향 Kinematic Bicycle 모델이

사용되었다.[6] 다음의 그림 5는 자기 위치 인식 시스템에 사용된 센서들

의 종류와 위치를 고려하여 유도된 Kinematic Bicycle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서 V는 차량의 속도, 는 전역 좌표계에서의 방향각, (X,

Y)는 전역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차량 속도 V는 차륜속도 센서

에서 얻은 속도 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방향각 은 GPS 방향각

에서 차량 슬립 각도 를 차감하여 계산하거나 요 각속도 를 시간

으로 적분하여 계산한다. 위치 (X, Y)는 GPS 측정 위치를 바로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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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inematic Bicycle 모델을 이용한 시스템 모델 설계

그림 6. 추정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

나 전역 좌표계에서 각 축 방향 속도들을 시간으로 적분하여 계산한다.

설계된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확장 칼만 필터 기반의 추정 알고리즘

을 구현하였다. 다음 그림 6은 추정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추정 알고리즘은 방향각 추정을 위한 확장 칼만 필터 I와 위치 추

정을 위한 확장 칼만 필터 II로 구분된다.



12

방향각 추정을 위한 칼만 필터 I은 자이로스코프 각속도 측정값을 시

간에 의해 적분하는 방식으로 100Hz의 조밀한 시간 간격마다 방향각을

예측한다. 그리고 GPS 방향각 측정값을 이용하여 10Hz의 시간 간격마다

방향각이 업데이트된다. 이 칼만 필터에서의 상태 변수는 회전 행렬이

사용된다. 회전 행렬은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회전 방위를 표시하는 롤

각, 피치각, 요각(,  , )의 오일러 각 정보를 담고 있는 행렬이며 그

계산식은 그림 7과 같이 알려져 있다.

그림 7. 회전 행렬의 계산식

방향각 예측 단계에서는 자이로스코프에서 얻은 요각속도 값과 예측

단계 수행 주기 ∆t를 곱하여 예측 단계 1회 수행에 대한 요각의 변화량

을 계산하며, 이 요각 변화량은 회전 행렬의 요각에 반영된다. 방향각 업

데이트 단계에서는 GPS에서 측정된 현재 방향각과 회전 행렬로부터 계

산된 현재 요각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회전 행렬의 요각이 업데이트된

다. 결과적으로 회전 행렬의 요각에는 GPS에서 측정한 방향각이 업데이

트가 된 상태이다.

위치 추정 칼만 필터 II는 차륜 속도 센서의 속도 측정값과 현재 방향

각을 이용하여 전역 좌표계에서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를 각각 구한

다. 그리고 이 X, Y방향 속도들을 시간에 의해 적분하는 방식으로 50Hz

의 조밀한 시간 간격마다 위치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GPS에서 측정된

위경도 좌표는 TM(Transverse Mercator) 좌표계로 변환이 되어 10H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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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마다 위치가 업데이트된다.

4.2 잡음 공분산 동적 조정 기법

본 절에서는 측정 잡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에 대해 세부

적으로 설명한다. 이 기법은 (1)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

을 조정하는 기법, (2) 요각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조정하

는 기법, (3) 차량 속도와 요각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조정

하는 기법으로 구분된다.

4.2.1 차량 속도 기준 잡음 공분산 조정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에

서는 차량의 특정 기준 속도 값을 정하고 이 속도를 기준으로 고속 주행

상황과 저속 주행 상황을 구분한다.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작은 측정 잡

음 공분산값을 사용하여 GPS 방향각 측정값의 반영 비중을 높이며, 저

속 주행 상황에서는 큰 측정 잡음 공분산값을 사용하여 요각속도를 이용

한 방향각 예측값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

한편 차량의 특정 기준 속도 부근에서는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이 갑자

기 크게 변화하므로 추정 결과의 정확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져 방향각 오

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gmoid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이 안정적으로 변경

되도록 한다. 그림 8은 차량 속도에 대한 B20 GPS의 방향각 오차 분포

를 나타내며 이를 분석하여 Sigmoid 함수에서 측정 잡음 공분산이 변경

되는 기준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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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량 속도에 대한 GPS 방향각 오차 분포

본 기법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방향각 오차 목표를 1.72도 이내로 설정하였다. 이는 20m

앞에 위치한 장애물의 절대 위치 오차가 60cm 이하가 되는 수준이다.

그림 8의 그래프에서 0.1m/s 단위별로 방향각 오차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이 방향각 오차들의 평균이 1.72도 이내인 속도는 4.75m/s

이상이다. 이를 이용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 을 차량 주행 속도 에 대

해 Sigmoid 함수가 포함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0.1,  = 0.001,   = 4.75 m/s = 17.1 km/h

이 수식에서 는 저속 주행 상황에 적용될 측정 잡음 공분산과 고속

주행 상황에 적용될 측정 잡음 공분산의 차이이며 는 고속 주행 상황

에 적용될 측정 잡음 공분산이다. 는 측정 잡음 공분산이 변경

되는 기준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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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량 요각속도에 대한 GPS 방향각 오차 분포

4.2.2 요각속도 기준 잡음 공분산 조정

요각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에서

는 차량의 특정 기준 요각속도 값을 정하고 이 요각속도를 기준으로 곡

률 반경이 큰 주행 상황과 곡률 반경이 작은 주행 상황으로 구분한다.

곡률 반경이 큰 주행 상황에서는 작은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을 사용하여

GPS 방향각 측정값의 반영 비중을 높이며, 곡률 반경이 작은 주행 상황

에서는 큰 측정 잡음 공분산값을 사용하여 요각속도를 이용한 방향각 예

측값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

한편 차량의 특정 기준 요각속도 부근에서는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이

순간적으로 크게 변화하므로 추정 결과의 정확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gmoid 함수를 이용

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이 안정적으로 변경되도록 한다. 그림 9는 차

량 요각속도에 대한 B20 GPS의 방향각 오차 분포를 나타내며 이를 분석

하여 Sigmoid 함수에서 측정 잡음 공분산이 변경되는 기준 요각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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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법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의 방향각 오차 목표를 1.72도 이내로 설정하였다. 그림 9의

그래프에서 0.1˚/s 단위별로 방향각 오차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

고 이 방향각 오차들의 평균이 1.72도 이내인 요각속도는 23.6˚/s 이하이

다. 이를 이용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 을 차량 요각속도 에 대해

Sigmoid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0.1,  = 0.001,   = 23.6˚/s

이 수식에서 는 곡률 반경이 작은 주행 상황에 적용될 측정 잡음

공분산과 곡률 반경이 큰 주행 상황에 적용될 측정 잡음 공분산의 차이

이며 는 곡률 반경이 큰 주행 상황에 적용될 측정 잡음 공분산이다.

 는 측정 잡음 공분산이 변경되는 기준 요각속도이다.

4.2.3 차량 속도와 요각속도 기준 잡음 공분산 조정

측정 잡음 공분산값에 대해 차량 속도와 요각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최

종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0.1,  = 0.001,

  = 4.75 m/s = 17.1 km/h,   = 2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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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측정 잡음 공분산 조정 기법을 무인 자율주행 자

동차에 적용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한다. 검증을 위해 차량 주행 속도에

의해 GPS 센서 데이터의 잡음이 변화하는 상황과 주행 곡률 반경에 의

해 GPS 센서 데이터의 잡음이 변화하는 상황을 준비한다. 그리고 제안

한 기법에 의한 성능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5.1 검증 방법

본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적용될 실험 환경과 실험 방법에 대해 설

명한다.

5.1.1 실험 환경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Spirit1이 사용되

었다. Spirit1은 현대 HG240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이며 위치 인식을

위해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되었다.

우선 절대 위치 인식을 위한 센서로서 B20 DGPS가 사용되었으며

10Hz의 샘플링 속도에 0.75m의 RMS 위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상대 위

치 인식을 위한 센서로는 차량 내 기본 센서들과 추가로 장착한 센서가

사용되었다. 차량 내 기본 센서는 조향 앵글 센서, 차륜 속도 센서가 사

용되었으며 각각 50Hz의 샘플링 속도를 가지고 있다. 추가로 장착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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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센서 하드웨어 사양

서는 ADIS 16405 IMU이며 3축 가속도계 센서와 3축 자이로스코프 센서

를 내장한다. 자이로스코프의 바이어스 드리프트는 초당 0.007도 수준이

다.

5.1.2 실험 방법

실험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조정하

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가변하며 주행하

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방향각 오차 1.72도 이하가 되기 시작하는 속도

17.1km/h가 포함되도록 주행 속도를 5km/h와 25km/h 사이로 가변하

였다. 총 10회 주행을 하며 방향각 오차와 위치 오차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요각속도를 기준으로 측정 잡음 공분산을 동적으로 조정하

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주행 곡률 반경을 가변하며 등속으로

주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방향각 오차 1.72도 이하가 되기 시작하는

요각속도 23.6˚/s가 포함되도록 주행 곡률 반경을 3m와 6m 사이로 가변

하였다. 평균 15.4km/h의 속도로 총 5회 주행을 하며 방향각 오차와 위



19

표 2. 차량 속도 가변 실험 결과

치 오차를 측정하였다.

5.2 결과 및 평가

GPS 위성 개수가 많고 HDOP 값이 작은 상태라면 기존의 측정 잡음

공분산 조정 방법들은 상수의 잡음 공분산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수 잡음 공분산을 적용했을 경우의 방향각 오차, 위치 오

차를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주행 속도를 5km/h에서 25km/h로 가변하며 10

회 측정을 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제안한 동적인 노이즈 공

분산 조정 기법을 사용하면 방향각 오차가 약 18.6% 감소하며 방향각

오차로 인한 위치 오차도 7.5%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주행 속도를 평균 15.4km/h로 주행하며 5회를 측

정하였으며 주행 곡률 반경은 3m에서 6m로 가변하였다. 그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안한 동적인 노이즈 공분산 조정 기법을 사용하면 방향

각 오차가 약 8.8% 감소하며 방향각 오차로 인한 위치 오차도 2.8%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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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행 곡률 반경 가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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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S 센서, 조향 각도 센서, 차륜 속도 센서, 가속도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하여 자기 위치 인식 시스템을 구성하

였으며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확장 칼만 필터에서 방향각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을 제안

하였다.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작은 측정 잡음 공분산값을 사용하여 GPS 방향

각 측정값의 반영 비중을 높이며, 저속 주행 상황에서는 큰 측정 잡음

공분산값을 사용하여 요각속도를 이용한 방향각 예측값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 곡률 반경이 큰 주행 상황에서는 작은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을

사용하여 GPS 방향각 측정값의 반영 비중을 높이며, 곡률 반경이 작은

주행 상황에서는 큰 측정 잡음 공분산값을 사용하여 요각속도를 이용한

방향각 예측값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

제안한 기법을 Spirit1 무인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

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수 측정 잡음 공분산을 사용하는 기법에

비해 속도 가변 상황에서 방향각 오차가 18.6%, 주행 곡률 반경 가변 상

황에서는 방향각 오차가 8.8%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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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urate estimation of vehicle’s heading angle has large

influence on generating paths, tracking the paths, and positioning the

locations of surrounding objects properly in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lgorithms mostly based on

extended Kalman filter have to essentially conduct the data fusion of

vehicle sensors and GPS to accurately estimate the vehicle’s heading

angle.

With respect to adopting extended Kalman filter, the known works

consider dynamically determining the measurement noise covariance

by the HDOP, Horizontal Dilution of Precision, and the number of

satellites, which are related to the GPS data noise, to reduce the

heading angle error since the noise of sensors is represented as the

covariance in extended Kalman filter.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unfortunately does not care about that the error of heading angle can

highly increase when GPS data noise increases in the case of low

speed driving or driving with the radius of low curvature.

In the paper, the mechanism, which considers yaw rate and vehicle

speed as variance determining the measurement noise covariance in

extended Kalman filter, proposes the method of reducing heading

angle estimation error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known works.

The mechanism increases the covariance in low speed or high yaw

rate situations to reduce the error. On the other hand, it reduces the

covariance in high speed or low yaw rate.

The proposed mechanism is implemented on the autono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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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named Spirit1, used for the autonomous driving competition.

As the result, the proposed mechanism reduces 18.6% of the error in

variable speed driving, and 8.8% in driving with the variable radius

of curvature.

Keywords: Localization, Heading angle, Extended Kalman filter, GPS,

Measurement noise co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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