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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SS-based indoor localization 
system. CSS based localization utilizes signal flight time between anchors and tag to estimate 
distance. From the distances, the 3-dimensional position is calculated through trilateration. However 
the error in distance caused from multi-path effect transfers to the position error especially in indoor 
environment. This paper handles a problem of reducing error in raw distance information. And, we 
propose the new localization method by pattern matching instead of the conventional localization 
method based on trilateration that is affected heavily on multi-path error. The pattern matching 
method estimates the position by using the fact that the measured data of near positions possesses a 
high similarity. In order to gain better performance of localization, we use EKF(Extended Kalman 
Filter) to fuse the result of CSS based localization and robo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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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이동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로봇 기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봇 기반 연구 중 로봇

이 이동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로봇의 위치 추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치 

추정 연구는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커져 더욱 위치 추정에 대

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1] 
현재 대표적인 위치 추정 기술은 GPS 위성을 기반으

로 하는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한 위치 추정으로 다양한 위

치 기반 서비스와 실외 로봇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2,3] 하지만 위성 항법 장치는 LOS(Line Of Sigh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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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지 않은 숲 속이나 건물 주변 등에서는 측정이 불

가능하거나 정확도가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실내의 경우 위성 항법 장치의 활용은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 항법 장치를 대체할 위치 

추정 방식으로는 무선랜(Wireless LAN), 적외선

(Infrared),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초광대

역 통신(Ultra Wide Band), 초음파, 블루투스, 지그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6,7,8] 다양한 

위치 추정 연구가 진행되면서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위

치 추정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 초기에

는 기기간 정밀한 시간 동기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기술 부재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7년 3월 IEEE 892. 15. 4a에서 제안하

는 CSS(Chirp Spread Spectrum)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

의 개발되었으며 SDS-TWR(Symmetric Double-Sided 
Two Way Ranging) 기법이 개발되었다. CSS의 경우 주

파수의 가감의 변화를 주어 주변 왜란에 의하여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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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SDS-TWR기

법을 통하여 기기간의 동기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어 

TOA를 이용한 위치 추정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9.10] 
본 논문 역시 나노트론사의 nanoLOC 칩을 기반으로 하

는 코어벨사의 넥스비라는 실내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신을 통한 위치 추정

의 경우 주변 환경에 의해 반사되어 발생하게 되는 다중 

경로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파의 왜곡과 중첩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11]

통신을 이용한 위치 추정은 기존 실내 위치 추정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상이나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위치 추

정에 비해 연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고 연산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구조 또한 매우 단순하여 낮은 사양의 구현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처리 속도 또한 우수하다. 또
한 초음파 센서나 적외선 센서, RFID를 이용한 위치 추

정 시스템의 경우, 보다 넓은 지역의 위치 추정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12] 하지만 앞서 지적한 다중 경로에 의한 

데이터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그 활용도가 낮

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오차를 줄여주고

자 하였다. 먼저 원시 데이터인 측정된 거리 데이터의 성

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다음으로 

알고리즘으로 좌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새

로운 위치 추정 방식인 패턴 매칭을 이용하여 위치 위치 

추정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원시 데이터인 거리 데이터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

하여 전파의 빔 폭을 LOS를 보장하는 범위 안으로 조절

하여 다중 경로가 발생하는 경로를 줄여줌으로써 다중 

경로에 의한 거리 오차를 줄여 주었다. 이러한 방법은 목

적에 맞는 안테나를 선택하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하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큰 데이터

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중 경로에 의한 오차와 통신 

두절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여 거리 데이터가 0이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발생

하기 보단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에러

의 경우 미디안 필터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동

하는 물체에 필터를 통해 처리해준다는 것이 이동한 후

에 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빠른 샘플링 속도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좌표의 성능 향상의 경우 전 처리

로 최대한 거리 데이터의 성능을 높이고 나서 알고리즘

을 통하여 보정하는 방향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존 

위치 추정 알고리즘의 경우 삼변측량법과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알고리즘이 

매우 단순하며 계산이 적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리 데이터가 매우 정밀해야 추정하는 

결과 역시 정밀도가 보장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

리가 사용하는 통신 기반 위치 추정의 경우 일정 양 이상

의 오차가 항상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

여 위치를 추정하기에는 삼변 측량법이 부적절하다. 그렇

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위치 추정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데이터의 유사한 정도를 활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패턴 매칭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삼변 측량

법이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식에 의하여 좌표를 결

정하는 것과는 달리 미리 태그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

리 데이터를 얻어 DB(Data Base)를 구축한 후에 DB가 

구축된 범위 내에서 태그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이러

한 추정 방법은 환경에 따라 데이터에 포함되는 오차 역

시 그 위치에서의 데이터 특성으로 여기고 데이터들간의 

유사 정도를 이용하여 보간법을 적용하여 좌표를 측정한

다. 발생하는 다중 경로의 특성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

정되는 만큼 근거리에 있는 지점은 다중 경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역시 비슷하며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곳과 유사성이 높은 DB의 좌표를 활용하여 보간을 통하

여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위치 추정 시스템을 다양한 센서를 융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주행거리계와 CSS 기반 위

치 추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위치 추정 결과를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융합하여 위치 추정 시스템의 추

정 오차를 추측항법을 이용하여 보정하고 오랜 주행을 

통하여 오차가 누적되는 추측항법을 위치 추정 시스템이 

보정하여 두 센서 데이터가 서로 상호 보완하여 보다 높

은 위치 추정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3,14,15]

본 논문은 2장에서 CSS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을 이

루는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시스템에 대한 소

개를 하고 3장에서 CSS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설정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여기서 

앞서 설명했던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설명한다. 다음 4장에선 3장에서 시스템의 문제

를 해결하여 성능을 향상 시킨 위치 추정 시스템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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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로봇 모델과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융합을 

통하여 더욱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실험을 설계

하고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제시한다. 

2. CSS 기반 치 추정 시스템

2.1 CSS

통신을 이용한 위치 추정의 경우 실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통신이 활용되는 만큼 전파의 간섭과 왜란이 

많이 발생하여 위치 추정에 많은 오차를 유발하였다. 그
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전파가 필요하게 되었고 2007년 

3월 IEIE 802.15.4a에서 CSS기반 거리 측정 방법의 표준

이 완성되었다. CSS는 주파수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키는 주파수 변조 기술이다. [16]

CSS 기술은 잡음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며 통달 거리

와 전력 소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 지그비 통신

과 호환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다중 경로가 

발생하는 실내에서의 경우 측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그림 1은 CSS의 전파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주

파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CSS  특성
[17]

2.2 TOA, SDS-TWR

TOA는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

정하는 방식이다. [18] 이러한 방식은 기기간 동기화가 매

우 중요하다. 동기화의 경우 기기간의 통신이 전파에 의

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파의 이동속도가 빛의 속도인 

만큼 매우 정밀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TO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러한 동기화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SDS-TWR기법이다. 이 기법은 기기간 시간 동기화를 통

하여 전파 도달 시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들간 왕

복한 시간을 얻고 처리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순수

한 전파의 이동 시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2와 수식 (1)~(4)에서 전파가 왕복한 시간(Ttotal1, 

Ttotal2)과 기기들의 처리 시간(Tdevice1 Tdevice2)을 측정하여 

실제 전파가 이동한 시간(Tf)을 구하여 이를 전파의 속도

(빛의 속도, c)를 이용하여 기기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SDS-TWR을 이용한 거리 측정
[16]

device1Tf2Ttotal1T +=        (1)

device2Tf2Ttotal2T +=        (2)

device2Ttotal2Tdevice1Ttotal1Tf4T −+−= (3)

fcT
4

device2Ttotal2Tdevice1Ttotal1T
cδd =

−+−
= (4)

3. 치 추정 시스템 문제 설정  해결

앞에서 언급한 위치 추정 시스템에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다중 경로에 의한 거리 오차

[문제 1.1]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다중 경로 발생 

정도를 조절



48 로봇학회 논문지 제7권 제1호(2012. 3)

그림 3. 지향성 아테나( )와 다이폴 안테나(아래)의 방사패턴

[문제 1.2] 신호 처리 방법을 통한 noise 데이터 보정 

[문제 2] 삼변측량법과 최소 자승법에 의한 좌표 오차

[문제 2.1] 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위치 추정 알고

리즘 제작

3.1 다  경로 요인 제거

CSS 기반 위치 추정의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중 

경로에 의한 원시 데이터인 거리 데이터의 오차 발생이 

가장 크다. 오차가 크게는 실제 거리보다 수십 m가 발생

하게 되고 이러한 오차는 삼변측량법의 수식에 의하여 

위치 추정에 치명적인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다

중 경로를 줄이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CSS기반 위

치 추정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중 경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중 경로

의 경로를 줄여야 하는데 다중 경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의한 다중 경로의 유발 요

소를 모두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발 요소를 제

거하여 다중 경로를 제거할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 보정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하지만 보정하기 위해선 주

변 환경을 목적에 맞게 모델링을 하여야 하는데 전파의 

반사 요인을 고려한 환경 모델링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

가 많다. 주변 환경의 매질에 의한 반사 계수, 표면의 거

칠기에 따른 반사각과 입사각의 변화 등 예상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모델링이 어렵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모델링을 통한 보정보다 시스템이 최대한 

다중 경로를 만들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1.1 하드웨어를 통한 다중 경로의 발생 정도를 조절하

기 위한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다중 경로 제거 

전파는 안테나를 통해 안테나의 이득의 범위들이 겹쳐

지는 곳에서 서로 통신이 된다. 이러한 안테나 이득 범위

는 안테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폴 안테나의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형태의 이득 범

위를 가지고 있다. 전 방향으로 이득 범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넓은 이득 범위가 많은 다중 경로를 생성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필요한 만큼의 범위로 제한

하여 다중 경로를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측정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었다. 그림 3은 지향성 안테나와 다이폴 안

테나의 방사패턴을 나타낸다.
두 방사 패턴의 차이에 의해 다중 경로의 발생되는 경

우가 다르게 되는데 방사 패턴이 넓으면 넓을수록 주변 

환경에 의해 반사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테

나가 LOS를 보장하는 정도의 방사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안테나를 사용할수록 다중 경로의 생성 경로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 4는 실제 거리를 다이폴 안테나로 측정했을 

때와 이득 범위를 줄인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실내

인 폭이 2m인 복도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지향성 안테나로 측정하여 앞서 다중 경로

에 의해 측정된 거리 데이터에 발생한 오차를 줄여주어 

실제 거리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된 데

이터의 평균 오차는 다이폴 안테나의 측정 결과의 경우 

36.8m, 지향성 안테나 측정 결과는 8m로 실제 거리인 

7.2m와 비교하였을 때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4. 다이폴 안테나와 지향성 안테나 결과 비교

3.1.2 신호 처리를 통한 잡음 데이터 보정을 위한 필터

를 이용한 거리 데이터 오차 보정

다중 경로에 의한 오차는 어떠한 한 지점에서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동하는 로봇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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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로봇이 이동하면서 여러 지점을 

통과하면서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이 매번 달라 지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측정된 실험 데이터는 이전 데이

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다

중 경로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큰 오차는 이전 측정 결

과로 보정할 수 있다. 즉 주변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염이 

심한 데이터를 보정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장 쉽게 구현

하는 방법이 필터이다. 필터 중 이러한 무작위 잡음과 같

이 오염된 거리데이터를 보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필터

는 미디안 필터이다. 주위 데이터와 비교하여 중간 값만 

선택하는 미디안 필터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 중 한 지점

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큰 거리 데이터를 보정하여 위치 

추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미디안 필터

의 특성상 발생하는 오차가 여러 번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스크의 크기가 실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만

큼 필터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그림 5
는 한 지점에 대한 측정 결과로 4개의 앵커의 거리 값으

로 크게는 0.5m 정도의 진동하는 측정 결과가 필터를 통

하여 잡아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속된 오차 데이

터로 마스크의 크기가 작아 필터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

은 데이터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미디안 필터 용 결과

3.2 삼변 측량법과 최소 자승법에 의한 좌표 오차

TOA 기반 위치 추정의 경우 기기간의 통신을 통하여 

거리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러한 거리 데이터를 기반으

로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삼변 

측량법이다. 삼변 측량법은 3개 이상의 좌표를 알고 있는 

지점에서 좌표를 알고 싶은 한 지점과의 거리를 알고 있

으면 원하는 좌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위치 

추정 방법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3개 이상의 앵커에

서의 거리 데이터만 있으면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좌표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 구성도 간단하며 위치 추정 

속도도 매우 빠르다. 하지만 실제 측정된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삼변 측량법을 실행하면 한 교점이 아닌 영역

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는 거리 데이터에 어느 정도의 오

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한 지점으로 결정하

기 위하여 최소 자승법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첩된 영역의 중점을 태그의 위치로 결정하는데 큰 문

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중 경로에 의한 실제 거리에 비

해 상당히 큰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거리 데이터는 중첩된 영역을 오차가 크게 측정

한 앵커의 반대 방향으로 중첩된 영역을 크게 늘리게 되

고 이러한 중첩 영역의 중점을 위치 추정의 결과로 결정

하게 된다면 측정된 결과에 많은 오차가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다중 경로의 오차가 측정에 활용되는 앵

커 중 어느 하나라도 즉 측정된 거리 데이터 중 하나의 

데이터라도 포함되게 되면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추정한 결과에 오차가 높은 확률로 오차가 발생

하게 되어 위치 추정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3.2.1 시스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알고리즘 패턴 매칭 

기법을 이용한 위치 추정 

기존에 통신 기반 위치 추정의 경우 측정된 데이터가 

기기간의 거리가 측정되기 때문에 삼변 측량법을 이용한 

위치 추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통신 기반 

위치 추정의 경우 측정된 거리 데이터에는 일정량의 오

차가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오차에 의해 교점이 한 점으

로 수렴하지 못하고 영역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의 중점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데 측정된 거리 데이터에 고른 오차가 포함되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본 논문에서 활용한 CSS기

반 위치 추정은 다중 경로에 의한 갑작스럽고 몇 m 정도

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오차에 의해 교점의 

영역이 오차가 큰 데이터에 의해 한 쪽으로 넓어지게 되

고 그 영역의 중점을 찾게 되면 위치 추정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CSS기반 위치 추정에서 사용하

는 위치 추정 방식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

고 본 논문은 패턴 매칭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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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상 인 태그 DB 선택

다. 패턴 매칭은 데이터들간의 패턴을 비교하여 위치 추

정을 하는 것으로 이 때 데이터는 태그와 앵커들과의 거

리 데이터를 말한다. 태그를 한 지점에 배치하고 다수의 

앵커와 통신을 하여 거리를 측정하여 나온 거리 데이터

를 그 지점에서의 특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법은 설사 그 지점에서 측정한 거리 데이터 중 다중 경로

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도 그 근처에서는 비슷

한 성향의 오차가 발생하고 나머지 오염되지 않은 데이

터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일정한 간격으

로 적용할 환경에 모든 측정하여 DB를 만들어 두고 DB
를 만든 구역 내에서 위치를 추정할 때 DB에 저장된 위

치의 특성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가진 지점

들을 추출하여 각 지점과 유사한 정도를 이용하여 보간

을 하게 되면 측정한 데이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

는 원리이다. 다음 수식 (5)~(7)은 DB와 측정된 데이터간

의 유사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식으로 n개의 앵커와 정해

진 위치에 배치하고 미리 측정한 m개 태그 DB(TDB)와 

측정한 태그 데이터(Tme)의 차이를 norm을 통하여 모두 

구하고 이를 유사 정도(Tdiff)로 결정한다. 그 중 가장 작은 

값부터 정해진 개수를 선택하여 유사 정도와 선택된 태

그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한 태그의 위치를 결정

한다. 다음 그림 6은 이상적으로 태그 DB에서 근처의 태

그를 선택하였을 때의 위치 추정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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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7은 충남대학교 공대 4호관 옥상으로 두 알

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환경으로 선택하였

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환경이 다중 경로를 완전하게 배제

하는 완전 개방된 환경도 아니며 실내와 같이 다중 경로

가 심하게 발생하지도 않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림 8과 같이 실험 환경을 만들어 측정된 데이터를 

삼변 측량법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고 

같은 데이터를 2m 간격으로 구축한 태그 DB를 이용하여 

패턴 매칭 위치 추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변 측량법

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결과는 그림 9, 패턴 매칭을 이

용하여 얻은 결과가 그림 10이다. 결과를 보면 삼변 측량

법의 경우 1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패턴 매칭을 이용한 위치 추정의 경우 수 cm 정
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성능 비교 실험 장소 (충남 학교 공  4호  옥상)

 

그림 8. 시스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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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삼변 측량법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치 추정 결과

 

그림 9. 삼변 측량법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치 추정 결과

회사 코어벨

제품명 NEXBEE

거리 인식 방식 RF

사용 주파수 2.4GHz

실외 최대 70m

위치 정밀도 2m

외부 통신 방식 RS232

사용전원 3.0vDC

위치 계산 방식 TOA

표 1. 넥스비 재원

그림 11. 실제 이동 로  치 추정 실험

4. 패턴 매칭 기반 확장 칼만 필터에 의한 이동 로  

치 추정

4.1 실험 방법 소개

실험에 사용한 CSS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은 코어벨

사의 넥스비로 다음 표 1과 같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시스템의 안테나는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원

형 편파 안테나를 사용하여 안테나의 각도에 따른 측정 

거리의 편차를 줄여주었다.
실험 장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 로봇 

지능화 센터 내의 모션 분석실에서 실시하였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모션 분석실에 비치되어 있는 레이저 트

래커를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객관적인 실제 이동 경로

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실제 실험 모습으로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하여 실제 경

로를 함께 측정하였다.  
이동 로봇은 코어벨사에서 제공한 로봇 플랫폼을 이용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로봇의 재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로봇의 구동 방식은 스키드 스티어링 구동 방식으로 두 

개의 바퀴 속도 차를 통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엔

코더를 이용하여 두 개의 바퀴 각각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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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삼변측량법을 이용한 치 추정 결과

그림 13. 패턴 매칭을 이용한 치 추정 결과

바퀴 크기 0.103m

바퀴간 거리 0.237m

엔코더 펄스 26*51

표 2. 이동 로 재원

4.2 실험결과

4.2.1 패턴 매칭 성능

본 논문에서 CSS 기반 위치 추정에서 위치를 추정하

는데 이전에 사용되었던 삼변 측량법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위치 추정의 경우 다중 경로에 의하여 몇몇의 앵

커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오차가 큰 거리 데이터

의 영향으로 위치 추정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안하

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위치 추정의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대전 로봇 지능화 센터 내의 모션 분석실에서 

10m x 15m 크기의 범위에서 4m x 4m 정도의 범위 안에

서 로봇을 움직이며 위치를 추정하였다. 측정하기 위한 

앵커는 8개를 실험 범위에 최대한 넓게 정방형으로 배치

를 하였다. 패턴 매칭 기법에 필요한 태그 DB의 경우 로

봇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50cm 간격으로 81개의 지점에

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하였다. 다음 그림 12는 삼변 

측량법을 통하여 위치를 추정한 결과로 실제로 로봇이 

이동한 경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실내 환경에서 다중 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가 그

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3의 경우 같은 실험 결과를 패턴 매칭 기

법을 통하여 위치를 추정한 결과로 삼변측량법과는 달리 

로봇이 이동한 경로를 잘 추종한 것으로 판단된다. 
CSS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위치를 추정한 결과 이동하는 경로를 추정하는 것은 확

인하였지만 결과를 확인해봐도 위치 추정 시스템 단독으

로 이동하는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정화도가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위치 추정 시스템 단독으로 위치를 추정하기 보단 

성능이 비슷한 다른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사

용하는 것이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4.2.2 확장 칼만 필터를 통한 위치 추정

확장 칼만 필터 는 비선형 모델을 선형화를 통하여 칼

만필터(Kalman Filter)와 같이 추정 오차를 줄여 시스템 

특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불확실한 모델의 오차가 

포함된 측정값을 측정하여 공분산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을 예측하여 측정 값을 얻을 때마다 상

태를 보정하고 다시 예측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참값에 

가깝게 수렴하는 추정치를 제시한다. [19]

본 논문은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로

봇 모델을 통하여 로봇의 위치 및 자세(xt, yt, θt)와 위치 

추정 시스템을 통하여 추정한 위치(, ) 정보를 융합하

였다. 다음 수식 (9)~(12)는 실험에서 사용한 로봇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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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0)1-tU ,1tXf(-
tX −= ˆˆ (18)

T
tW1tQtWT

tA1tPtA-
tP −+−= (19)

Update

1)T
tVtRtVT

tHtPt(HT
tHtPtK −+−−= (20)

)tXh(t(ztKtXtX −−+−= ˆˆˆ (21)

−−= t)PtHtK(ItP (22)

구학 식으로 rL, rR 각 바퀴의 반지름이며 wL, wR은 각 바

퀴의 각속도이다. vL, vR은 각 바퀴의 선형 속도이며 v는 

로봇의 진행 속도를 나타낸다. L은 두 바퀴 사이의 거리 

이며 w는 로봇의 회전 속도를 나타낸다. ΔT는 샘플링 시

간을 나타낸다. 
로봇의 상태와 입력 신호에 의해 로봇의 다음 상태가 

결정되며 Xt는 로봇의 현재 상태 변수이며, Ut는 시스템 입

력 변수이며, Wt는 입력에 따른 입력 노이즈를 나타낸다. 

RwRrRv = , LwLrLv = , 
2

LvRv
v

+
= (8)

L
LvRv

w
+

=         (9)

T )Δtcos(θtvtx1tx +=+        (10)

T )Δtsin(θtvty1ty +=+         (11)

T Δtwtθ1tθ +=+         (12)

[ ]TtθtytxtX = , [ ]TLwRwtU =

)1-tW,1-tU ,1tf(XtX −=
(13)

확장 칼만 필터를 하기 위해서 로봇 기구학 모델의 선

형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로봇 상태와 

제어 입력으로 각각 편미분을 해주어야 한다. 다음 수식 

(14) (15)가 편미분을 해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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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U  (15)

위치 추정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위치 정보와 로봇의 

자세 정보는 Vt를 갖는 측정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시스

템 측정 모델의 상태와 측정 행렬h는 동일한 차원의 단위

행렬로 나타낸다.

[ ]TtθtytxtZ ~~=       (16)

33Ih(X) ×=

)tV ,th(XtZ =
n       (17)

기구학 모델을 모두 선형화 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확

장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한 로봇 위치 추정을 실시

한다. 예측과 업데이트를 반복하며 실시하게 된다. 여기

서 Q는 로봇 시스템 모델의 오차 공분산 행렬이며 R은 

측정 모델의 오차 공분산 행렬이다.

확장 칼만 필터를 통하여 로봇 모델을 통한 로봇의 위

치 정보와 패턴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얻은 위치 추정 결

과를 융합하여 주었다. 그림 14의 결과는 이동 로봇이 한 

변의 길이가 3m 정도의 사각형을 네 바퀴 도는 과정 중 

마지막 두 바퀴에 대한 결과로 총 50m 정도의 이동거리

를 이동하면서 마지막 20m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로

봇의 이동 거리가 길어 질수록 추측 항법만 이용하여 추

정한 로봇의 경로가 점점 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로봇이 이동과 회전을 할 때 바퀴가 미끄

러지면서 슬립이 발생하여 점점 오차가 누적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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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항법 패턴 매칭

전체 오차 평균 0.2417 0.1391

위치 추정 전반 0.1468 0.1171

위치 추정 후반 0.3212 0.1524

표 3. 실험 결과

그림 14.  오차가 심한 구간에서의 결과 비교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20] 이러한 오차를 추측 항

법과 실내 위치 추정 시스템을 확장 칼만 필터로 융합하

여 보완해줄 수 있다.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두 데

이터를 융합한 결과 추측항법만 사용하였을 때와는 다르

게 위치 추정 결과가 각도의 오차에 의한 궤적의 비틀어

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확장 칼

만 필터를 통하여 융합한 결과가 추측항법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위치 추정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얻은 

위치 추정 결과보다 더욱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추측항법과 패턴 매칭을 이용한 로봇의 이동 

궤적의 오차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항법을 이용한 로봇의 

이동 궤적의 오차는 0.24m 정도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패턴 매칭을 이용한 결과는 0.14m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추측항법의 문제점을 보았을 때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결과를 보아도 이동 궤적의 전반부(전체 

궤적의 50% 이전)를 보면 0.15m 정도의 오차인 반면에 

후반부(50% 이후)의 경우 오차가 0.32m로 점점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패턴 매칭을 이용

한 경우 전반부는 0.12m이며 후반부 역시 0.15m로 오차

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폭이 추측항법을 이용한 결과에 

비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로봇의 

이동 거리가 늘어날수록 두 방법의 오차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CSS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CSS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의 성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설정하였다. 성능 저하의 요인은 크게 두 가

지로 하나는 실내 환경에서 통신을 통한 거리를 측정할 

때 전파의 반사에 의한 다중 경로에 의한 거리 오차가 있

다. 다음으로 이러한 거리 오차를 그대로 위치 추정에 영

향을 주어 추정한 좌표에 큰 오차를 발생시키는 삼변 측

량법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위치 추정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문제 설정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다중경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하드웨어 변경

을 통한 다중 경로의 발생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향성 안

테나를 사용하여 경로 생성을 조절하였다. 또한 신호 처

리 방법으로 측정한 데이터들을 통하여 미디안 필터를 

활용하여 갑자기 발생하는 다중 경로 오차를 보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원시 데이터인 거리 데이터에 포

함된 다중 경로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다음으로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 의한 오차는 새로운 형식의 위치 

추정 알고리즘인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패턴 매칭 기법은 데이터들 사이의 유사한 정도를 이용

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어느 정도 오

차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 추정 성

능을 발휘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실내에서 운용되는 CSS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이 

다중 경로에 의해 어느 정도의 오차가 항상 발생하는 단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위치 추정 성

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동 로봇의 로봇 모델과 확장 칼

만 필터로 융합하여 기존 위치 추정 시스템의 단독으로 

운용하여 위치를 추정한 결과에 비해 보다 향상된 위치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위치 추정 성능에 비해 

향상된 위치 추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

한 곳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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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시스템의 성능이 환경에 영향으로 성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강인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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