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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이동 객체의 치 정확도 개선을 한 알고리즘
☆

An Improvement for Location Accuracy Algorithm of Moving
Indoor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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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ltra-Wide-Band(UWB) 역 측정을 활용한 이동객체 치추정과 이동객체 치정확도를 개선하기 한 방법
을 논한다. 실외환경과는 달리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 이동객체의 치추 이 어렵다. UWB는 최근 치추  응
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라디오 기술이다. UWB의 역측정 기술은 cm 수 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UWB의 데이터 송과 정
한 역측정, 물질 통의 특성은 실내 치추  응용에 합하다. 본 논문은 UWB 역 기술과 티클 필터를 이용한 이동객

체의 치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 치추정 알고리즘들은 이동객체의 치추정을 한 후에 상되는 오차와 bias 값을 
제거하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먼  상되는 UWB 역 거리 오차를 제거하고 난 후에 이동객체의 치
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이 기존 이동객체의 치 추정 후 오차를 제거하는 방식보다 치정 도가 좋아졌
음을 실험을 통하여 보 다. 본 연구에서는 UWB를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고 치를 알고 있는 세 앵커들과 이동객체 간의 추
정 거리로부터 bias값과 반복 역 오차 값을 제거한 후 삼각측량을 하여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하 다. 마지막으로 티클 
필터를 사용하여 이동객체의 치 정 도 개선을 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 치추정 방식이 실내 환경에서 더 정 함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of moving object localization using Ultra-Wide-Band(UWB) range measurement and the 

method of location accuracy improvement of the indoor moving object. Unlike outdoor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track 

moving object position due to various noises in indoor. UWB is a radio technology that has attention for localization applications 

recently. UWB's ranging technique offer the cm accuracy. Its capabilities for data transmission, range accurate estimation and 

material penetration are suitable technology for indoor positioning application. This paper propose a positioning algorithm of an 

moving object using UWB ranging technique and particle filter. Existing positioning algorithms eliminate estimation errors and bias 

after location estimation of mobile object. But in this paper, the proposed algorithm is that eliminate predictable UWB range 

distance error first and then estimate the moving object's pos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proposed positioning algorithm is 

more accurate than existing location algorithms through experiments. In this study, the position of moving object is estimated 

after the triangulation and eliminating the bias and the ranging error from estimation range between three fixed known anchors 

and a mobile object using UWB. Finally, a particle filter is used to improve on accuracy of mobile object positioning. The results 

of experiment show that the proposed localization scheme is more precise under the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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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Ultra-Wideband(UWB) Time-of-Arrival(TOA) 

기반 치추 이 UWB의 넓은 역폭과 높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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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송률로 인해 각 을 받고 있다[1]. UWB는 

데이터 송률이 높고, 정 한 역 추정과 물질

을 통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론 으로는 다 경

로 문제에 향을 받지 않는다[2]. 기존의 표

인 치추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NLOS(Non Line Of Sight) 환경의 특성을 많이 포

함하고 있는 실내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수 m 오차 범

의 치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인 문제와 

부분의 물질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고 

한 객체가 GPS를 가리자마자 신호가 약해지는 기

술 인 특성상 합하지 못하다[3]. 음 와 RF

의 조합은 잡음과 노이즈에 약한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UWB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간섭 없이 다

른 라디오 통신 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 무선 송

에 안 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송률이 높다. 

송 펄스의 짧은 주기는 센티미터 정도의 정확한 

역추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력 소모량을 

게 하여 렴한 비용으로 통신시스템들을 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경로 에 지도 포획

할 수 있다[4]. 이러한 특성 때문에 UWB는 실내 

이동객체의 실시간 치추  응용에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UWB 기술을 이용하여 치를 

알고 있는 고정된 세 앵커들로부터 이동객체 간

의 역을 측정하고, 측정된 값에서 먼  bias 값

과 측정 역 오차를 제거한 후에 삼각 측량하여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하 다. 역 측정을 한 

UWB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센

티미터 단 의 정확한 역을 추정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론과 달리 실제 실내 환경에서는 물질들

을 통하면서 신호가 약해질 수 있으며, 여러 장

애물들로 인한 다 경로(multipath)에 의해 거리 

오차 값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객체의 

치추  정 도를 높이기 한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치보정을 한 기법으로 

칼만 필터(Kalman Filter: KF)[5]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KF는 찰 모델과 시스템 동력이 Gaussian 

노이즈인 상태가 선형인 경우일 때 최 이므로,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하지 못하다. 비선형 상

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EKF)[6,7]와 언센티드 칼만 필터(Unscented KF) 

[8-10]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둘 다 비선형 상태

를 선형으로 근사 시켜서 비선형 시스템을 처리

하므로 최선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이동객체의 추정 치 정 도를 높이기 해 

티클 필터[11-16] 기법을 사용한다. 

확장 칼만 필터와 언센티드 칼만 필터는 이동

객체의 이동과 찰 모델을 선형이라 가정하고, 

그들의 오차와 기 추정 확률분포를 실제와는 

다른 Gaussian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

클 필터는 샘 들의 집합으로 이동객체의 치 

추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동 모델을 실제와는 다

른 Gaussian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고, 선형화 과정

이 필요가 없다. 티클 필터는 non-Gaussian이면

서 시간에 따라 개되는 이동 객체에 한 연속

으로 들어오는 오차가 존재하는 측 값만을 

가지고 시스템에 하게 제안된 확률분포를 생

성한다. 그러므로 UWB 역 데이터와 주행기록, 

주행 방향을 이용하여 티클들을 구성하는 샘  

데이터의 분포를 통해서 이동객체의 치를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다. 한 어떤 형태의 확률 분

포도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치 추  과정에서 

오차가 되지 않는다는 장 을 갖는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UWB의 기술  특성을 요약하고, 치 정 도 개

선을 해 사용하는 필터 기법들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한 다양한 실험과 실험 결과를 요약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역측정을 해 사용하는 UWB 

기술의 특성과 치정 도를 개선하기 해 사용

하는 필터들에 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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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UWB 역 측정의 특성

UWB는 최근 10년 동안 군사목   민간 통신

에서 사용하는 통 인 라디오 기법이다. 라디오 

신호를 짧은 펄스의 폭 주 수(지역에 따라 

3.1GHz ~ 10.6GHz 역을 사용한다.)에 실어 송

을 한다. 펄스 주기는 략 수 나노 들이고 보통 

넓은 범  에 뿌려지므로 각각의 송된 펄스

들의 에 지는 매우 낮다( 력 스펙트럼 도 

41.5 dBm/MHz). 그러므로 무선 송에 안 한 시

스템이며, 타 무선통신에 비해 간섭에 강하여 다

른 라디오 통신 기술과 공존할 수 있다. UWB의 

짧은 송 펄스의 주기는 렴하고 센티미터 정

도의 정확한 치추 이 가능하게 한다. 물질을 

통하는 신호 송 특성은 실제로는 완 하지 않

지만 이론 으로 다 경로 문제에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장 들 때문에 UWB는 실시간 실

내 치 추  응용에 합한 기술이다. 하지만 

UWB가 실제 실내 클러스터드 환경에서 이동 객

체를 추  할 때 여러 물질들을 통과하면서 송 

신호의 움직임을 측할 수 없고, 장애물을 통과

하면서 신호가 약해지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은 NLOS 신호를 발생하게 하여, 최종

으로 역 추정 문제를 복잡하고 부정확하게 하

는 다  경로의 향을 받게 한다[1-4].

2.2 치추 을 한 필터

본 에서는 이동객체의 치 정 도를 향상시

키기 한 연구된 필터 방식들에 해 설명한다. 

먼  필터의 기본이 되는 베이즈 필터와 베이즈 

필터의 변형인 칼만 필터, 샘 을 기반으로 구

한 티클 필터를 설명한다.

2.1.1 베이즈 필터(Bayes Filter)

베이즈 필터는 센서 측정치로부터 동 인 시스

템의 상태 를 추정하기 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상태공간에 한 posterior 

확률 도를 순환 으로 추정한다[17]. 

이동객체의 치를 측하는 posterior를 belief 

라고 하면, 시간 t일 때 이동객체의 상태

를 , 제어 입력(control input)을  , 측치를 

라고 할 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베이즈 필터는 이동객체가 찰값 와 제어 

입력 가 이  측치와 제어 입력에 무 하고 

오직 재의 입력 값에만 의존하는 마코 라고 

하면, posterior는 다음 두 과정을 이용하여 효율

으로 결정될 수 있다. 먼  새로운 제어 입력 

가 수신되면 식(2)를 통해 이동객체의 이동 치

를 측할 수 있다.

  ←         (2)

그리고 찰 값 가 들어오면 이동객체의 

치를 식 (3)에 의해 보정을 한다. 

 ← 
   (3)

식 (2)에서  는 이동객체의 이동 

치를 나타낸다. 

식 (3)에서 는 정규화 상수이고,  는 

재 치가 일 때 주어진 찰 값의 가능도를 

나타낸다. 를 측 belief라고 하며, 찰 

값이 입력되기 의 측 belief를 나타낸다.

베이즈 필터는 이동객체 이동 치를 순환 추

정하기 한 확률 인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베이즈 필터 구 을 해서는  와 

 , belief  을 기술해야 한다.

2.1.2 칼만 필터(Kalman Filter)

베이즈 필터의 변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만 필터는 가 치 개념을 사용하고 반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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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을 통해 평균과 공분산 값으로 belief 근사치

를 구한다. 칼만 필터에 사용되는 방정식은 측

을 한 시간 갱신 방정식(Time Update Equations)

과 개선된 치 추정 값을 얻기 한 피드백을 책

임지는 측정 갱신 방정식(Measurement Update 

Equations)으로 구성된다[5]. 

칼만 필터는 기 불안정 상태가 unimodal 

Gaussian이고 찰 모델과 시스템 동력이 Gaussian 

노이즈인 상태가 선형인 경우일 때 최 이다. 하

지만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하지 못하므로 

EKF가 비선형 상태를 선형으로 근사 시켜서 비선

형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6, 7]. 최근에

는 비선형 시스템을 처리하기 한 언센티드 칼

만 필터[8-10]가 소개 되었다. 언센티드 칼만 필터

는 Gaussian 상태로부터 시그마 포인트라고 하는 

샘 들을 생성하고 측 샘 들을 Gaussian으로 

근사하는 비선형 동력들을 통하여 샘 들을 넘겨

다. UKF는 이론 으로나 실제 으로 더 나은 

근사를 보여주지만 비선형 시스템의 경우 비선형 

상태를 선형으로 근사하므로 EKF와 UKF 둘 다 

최선이 될 수 없다.

2.1.3 티클 필터(Particle Filter)

티클 필터의 주목표는 non-Gaussian이면서 시

간에 따라 개되는 이동 객체에 한 연속 으

로 들어오는 오차가 존재하는 측 값만을 가지

고 시스템에 하게 제안된 확률분포를 이용하

여 치를 추 하는 것이다. 티클 필터는 

non-Gaussian 이고, 비선형인 동력 시스템에서 더 

실제 posterior에 수렴한다[17-21]. 

티클 필터는 이동객체의 추정 치를 하나의  

티클이 되도록 하는 확률분포를 생성한다[17-21 

]. 한 베이즈 필터의 posterior  를 가

치 를 갖는 n개의 샘 의 집합 로 나타낸다.

(4)

여기서 
 는 시간 t일 때 이동객체의 이동 

치를 나타내고, 
 는 

 에 한 가 치

(Importance Weights)로서 음이 아닌 수이며, 총합

이 1이 되어야 한다. 티클 필터의 기본 형식은 

샘  추출을 하고 SISR(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with Resampling)을 참조하는 순환 베이

즈 필터이다[16, 17]. 

티클 필터 알고리즘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다. 첫 번째 단계는 샘  추출 단계로 이동객체의 

이  belief를 나타내는 샘  집합  과, 제어입

력  , 찰값 를 이용하여 posterior belief를 나

타내는 n개의 샘 들을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 치 계산 단계이다. 센서로부터 수신된 찰 

값과 첫 번째 단계에서 측한 값을 비교하여 각 

샘 의 가 치를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

로이 계산된 가 치를 고려하여 새로운 샘 을 

추출한다. 티클 필터는 순환 인 방법으로 이러

한 샘 들을 추출하여 치 보정을 하는 베이즈 

필터이다. 

3. 티클 필터를 이용한 추정 치 정 도 

개선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티클 필터를 활용한 실내 이동

객체의 추정 치를 개선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장의 구성은 기존 앵커와 이동객체 

사이의 데이터 취득 방법과 기본 인 이동객체의 

치추정을 한 샘  추출 방법에 해 설명하

고, 제안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기술하 다. 

3.1 개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본 인 측  방법은 

삼각측량에 의한 방법이다. 치를 알고있는 고정

된 세 개 이상의 앵커로부터 이동객체 간의 UWB 

신호를 각각 입력 받는다. 수신된 UWB 신호는 

거리로 환산한 후 삼각측량을 통해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한다. 이 때 추정된 이동객체의 치



실내 이동 객체의 치 정확도 개선을 한 알고리즘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1권2호) 65

는 실내 환경의 특성과 UWB의 장애물에 따른 반

사 , 회 , 산란  등에 의해 발생하는 NLOS

로 인하여 경로 손실 특성과 페이딩 특성으로 인

해 정확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추정된 

치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연

구에서 제안한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안

하고 필터링 기법으로 티클 필터를 활용한다

[17-21].  

3.2 제안 방식

기존의 이동객체의 치 추정 방법은 입력된 

신호로부터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 한 후에 추

정된 치 값에서 bias 값과 추정 치 값에 포함

되어 있다고 상되는 역 오차 값을 제거하고, 

필터링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은 이동객체의 치 추정을 하기 에 수신된 

UWB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역 오차를 먼  제

거한 후에 삼각측량을 하고, 필터 기법을 이용하

여 치 보정을 하는 것 이다. 

제안 기법은 세 단계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UWB 신호를 사용하여 앵커와 이동

객체 간의 거리 값을 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UWB 신호를 이용하여 구한 거리 값에서 측되

는 오차와 bias 값을 제거하고, 삼각 측량을 통하

여 이동객체의 치 추정을 한다. 세 번째 단계에

서는 티클 필터 기법을 이용하여 이동객체의 

치를 보정한다.

UWB 신호를 이용한 거리 측정을 할 때 UWB 

역 모델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UWB 기기에 의해 주어진 값이

고 는 거리-변수 계통 오차(bias), 은 분산이 

인 0-평균 Gaussian으로 측정에 따른 임의 노이

즈이다.

[2]에서 bias는   이고, 

NLOS 환경에서 0.15m~0.45m 정도의 거리 오차가 

포함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제안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값들을 이용하여 측정된 

UWB 신호로부터 얻은 역 값에서 이 오차 값들

을 제거하고 삼각측량을 하여 이동객체의 치 

추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

된 값들로 티클들의 확률분포를 생성하고 각 

티클들에 가 치를 용하여 추정된 이동객체

의 치를 보정 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차를 미리 제

거하고, 치추정을 한 것을 티클들로 하는 확

률분포를 생성한 후  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치 보정 하는 방법을 표 한 것이다. (그림 1)에서 

큰 삼각형은 오차를 제거하지 않고 치측량을 

했을 때의 추정 치의 범 를 나타내고, 작은 삼

각형은 측 오차를 제거한 후 치추정을 한 것

이다.

(그림 1) UWB 거리신호의 오차를 제거한 후 치추정

3.3 제안 알고리즘

치추정 알고리즘은 네 단계로 구성 된다. 첫 

번째, 제어 입력 값에 따라 추정 이동객체의 치

를 측하는 단계와 두 번째, 치 찰 값에서 

bias 값과 측 역오차 값을 제거하고, 치를 

추정하는 이동객체의 치 샘  단계, 세 번째 앞

의 두 단계에서 생성한 샘 들을 통합한 후 가

치에 의해 새로운 샘 을 추출하는 재추출 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샘 에 가 치와 가능도를 

용하여 치를 보정하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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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객체의 치추정을 한 제안 알고리즘에

서 이  시간 단계의 belief    를 나타내는 

샘 들의 집합과 제어 입력값   , 찰 값 가 

입력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어 입력 값에 따

른 측분포 belief   을 유도한다. 이 분포는 

      와 이  시간의 belief    로부

터 
 를 추출하여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찰 값

에 의한 이동객체의 치 샘  단계에서는 수신

된 UWB 신호를 거리 값으로 변환한 찰값을 기

반으로 샘 들을 생성한다. 샘 들은 NLOS로 인

해 UWB신호에 포함되어 있을 역오차 값과 bias 

값을 거리 값에서 먼  제거를 한 후에 삼각측량

을 하여 치추정을 한다. 찰 값에 의해 샘 을 

추출할 때 각 샘 들에 한 가 치를 함께 구한

다. 세 번째 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서 생성된 샘

들의 집합을 통합하고 각 샘 들의 가 치에 

의해 새로운 샘 들을 재추출하여 새로운 샘 들

의 집합을 생성한다. 이 때, 추출되는 샘 들의 수

는 고정된 수로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이 

생성된 샘  분포에 가 치와 가능도를 용하여 

시간 t 일 때 posterior 즉,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

한다. 

표 (1)은 이동객체의 치추 을 한 이와 같

은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기술한 것이다.

4.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추  알고

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모의실험을 하 다.

본 실험에서는 EKF나 UKF와 티클 필터와의 

성능 비교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인 삼각측

량을 통한 치 추정 값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보정하 을 때 오차 정도와 치정 도를  

비교를 통해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알아보았다.

 

4.1 모의실험 환경

본 논문의 성능 검증을 해 사용된 컴퓨  환

경과 테스트 환경은 각각 (표 2)와 (표 3)과 같다. 

4.2 모의실험 방법

(표 1) 티클 필터를 이용한 이동객체 치추  알고리즘

1. 입력 : 이  샘 들의 집합    , 제어 입력 

, 찰값 

2. 기화 :    

3. 측 분포  
  유도 : 

  
 

   

// 찰 값에서 측 오차(ε)를 제거한 샘  생성

4. for i=1, ..., n do

5. radius = Distance(UWB) - ε;

6. 


= Triangulation(radius); // 삼각측량

7. 
  

 ;      // 가 치 계산

8.   


;          // 정규화 상수 갱신

9.   ∪ { 
 

 };  

10. for i=1, ..., n do

11. 
  

    // 가 치 정규화     

// 측분포와 4.에서 생성된 샘 들을 통합하여 샘      

 재 추출 

12. 기화 : ′     
13. ′  ∪ ;
14. for i=1, ..., n do

15.   ∪′ ;
16.   


;       //정규화 상수 갱신  

17. for i=1, ..., n do

18. 
  

        // 가 치 정규화

19. positioning : 가 치와 가능도에 의해 치 보정

    
 








본 실험에서는 세 개의 앵커로부터 수신된 

UWB 신호를 변환한 거리 값을 이용하여 하나의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하도록 하 다. 이 때 변

환된 각 앵커로부터의 측정 거리 데이터들은 실

내의 NLOS 환경을 반 하기 해 최소 0.15m에

서 최  1.5m까지의 오차를 포함하는 값들로 센

서 최  감지 거리를 10m로 설정하여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하 다. 치추정에 사용되는 거리 

값은 정확한 치추정을 해 각 앵커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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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객체 간의 UWB 신호를 반복하여 수신하고 그

들  환산한 거리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삼각 

측량을 한 거리 값으로 취한다.

CPU Intel PentiumIV Q6600

RAM 4096MB

운 체제 MS Windows XP

개발도구 MATLAB 7

(표 2) 시뮬 이션에서 활용한 컴퓨터 환경

이동객체 수 1개

Anchor의 수 5개

이동객체의 시작 치 [X] 4,500 [Y] 4,500

측정면 [X] 10,000 [Y] 5,000

거리 데이터 Simulation 조건에 따라 다름

(표 3) 시뮬 이션에서 활용한 테스트 환경

세 앵커로부터의 거리값을 이용하여 이동객체

의 치추정을 하기 에 제거되는 오차 값은 오

차를 포함한 거리 값이 실제 거리 값보다 크고, 

[2]의 입력된 UWB 거리 데이터들이 실제 이동객

체와의 오차가 0.15m~0.45m 정도라는 을 이용

하여 이 범 의 일정한 값을 제거하도록 하 다. 

하지만 제안 알고리즘에서 반복 수신된 거리 데

이터들  최소값을 치추정을 한 입력 값으

로 취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오차의 크기가 달라

지므로 입력된 거리 값에서 제거되어야 할 정확

한 오차 값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는 제안 알고리즘의 오차 정도에 따른 이동객체

의 치추정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입력된 신호의 

거리 오차 범 를 0.15m~0.75m, 0.25m~0.85m 등 

거리 데이터에 포함된 오차 크기를 최  

1m~1.55m까지 다르게 하여 이동객체의 치를 

추정 하 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치정 도를 높이기 

해 티클 필터를 이용한다. 티클 필터는 이동

객체의 치추정을 하기 에 제어 입력값을 가

지고 객체의 이동에 따른 측분포 belief   

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 때, 제어 입력으로 사용되

는 객체들의 이동거리 데이터들에는 미끄러짐 등

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여 치정확도에 향을 

 수 있으므로 제어 입력의 노이즈에 따른 치 

추정 정 도도 알아보았다. 제어 입력 값의 노이

즈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이동 거리

에 한 제어 입력 오차를 1mm에서부터 5mm까

지 하여 치 정확도에 한 평가를 비교하 다.

4.3 모의실험 결과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한 앵커로부터 수신한 UWB 신호를 변환

한 거리 값에 포함된 오차 범 가 0.15m~ 0.7m일 

때 거리 값에 포함된 오차를 제거한 후 삼각측량

으로 치추정을 하여 생성한 샘 들의 좌표와 

실제 이동객체 치 좌표와의 오차 분포를 히스

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UWB 거리신호가 0.15m~0.7m 범 의 오차를 

포함한 거리 값으로 생성한 샘 들과 실제 이동객체 치 

좌표 간의  거리 오차

(그림 3)은 NLOS가 심한 환경으로 입력된 

UWB 신호의 오차범 가 1m~1.55m인 거리 값으

로 객체의 치추정을 하여 생성한 샘 들과 실

제 이동객체 치와의 오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된 거리 값의 오차에 비해 이동객체의 치 

정확도가 높지만 이동객체의 추정 치와 실제 

치오차가 커서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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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UWB 입력 거리 값에 해 먼  제거하

게 되는 오차의 크기를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할 것

인가가 이동객체의 치 정 도에 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때 제거하는 오차의 크기

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실험을 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 다.

  

(그림 3) UWB 거리신호가 1m~1.55m 범 의 오차를 

포함한 거리 값으로 생성한 샘 들과 실제 이동객체 치 

좌표 간의  거리 오차

(그림 4)는 UWB 신호 거리 값에 한 최소 오

차가 0.15m~1m이면서 최소 오차에 0.55m 오차 범

 내의 거리 값으로 추정된 삼각측량 결과와 제

안 알고리즘의 티클 필터를 용하 을 때 평

균 오차를 보인 것이다.

UWB 신호는 비교  깨끗한 환경에서 앵커에

서부터 이동객체 간의 거리 값이 cm정도의 측정

이 가능하지만 여러 환경에 따른 NLOS를 고려하

기 해서 최소 오차를 1m까지 크게 하여 실험하

다. 

(그림 5)는 최소 오차 크기가 0.15m ~1m이면서 

최소 거리 값보다 0.55m보다 큰 거리 값이 측되

면 NLOS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하면

서 치 추정한 티클 필터링 결과와 수신 데이

터의 최소 거리 값부터 1.5m 범 의 데이터로 

치 추정을 한 티클 필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5)의 결과에서 환경에 따라 NLOS가 심하여 

최소 거리 값에 포함된 오차가 클 경우 최소 거리 

값에서부터 0.55m의 오차 범 의 거리데이터로 

치를 추정한 결과와 그 지 않은 것과 거의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UWB 신호 거리 값에 한 최소 오차의 크기에 

따른 삼각측량 결과

(그림 5) UWB 신호 거리 값에 한 최소 오차 범 와 

NLOS 식별방법을 용하여 치 추정한 결과의 오차와 

NLOS 식별방법을 용하지 않은 치추정 오차 결과 비교

(그림 6)은 입력된 UWB 신호 거리 값에서 제

거하는 오차의 크기를 최소 오차, 평균 오차, 최  

오차로 다르게 제거하여 치 추정과 보정을 한 

결과이다.

제어 입력 값의 노이즈에 한 실험 결과는 제

어 입력에 제어 입력 값인 이동거리에 한 오차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삼각 측량은 1.07m 정도의 

평균오차가 있었다. 반면 제안 티클 필터 알고

리즘은 0.281m 정도의 평균 오차가 발생하여 오

차가 3cm 이내 치 정확도를 보 으며, 이동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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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실제 치와 추정 치간의 오차가 일정하

게 나타났다. 한 이 결과로 오차 bias 값과 측 

오차 값을 감안한 거리 데이터로 치추정을 한 

후 추정 값에서 오차를 제거하는 방법보다 치

정확도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UWB 신호 거리데이터에서 제거한 오차크기에 

따른 치추정 결과

(그림 7)은 이 실험에 한 결과로써 각 이동 

시간에 따른 삼각측량 치추정 결과와 티클 

필터를 이용한 제안 알고리즘의 치 추정 결과

를 보인 것이다. (그림 7)에서 우리는 티클 필터

를 이용한 제안 알고리즘이 이동 거리에 한 제

어 입력 값에 노이즈가 없다고 할 때, 치 정확

도가 높아졌으며 이동에 따른 오차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 거리에 한 제어 입력은 센서를 통하여 

수신되는 값이므로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8)은 제어 입력인 이동거리에 포함된 센

서 노이즈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용한 결과이다.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측량에 의한 치

추정은 제어 입력 값에 포함된 노이즈에 큰 향

을 받지 않으나, 티클 필터의 경우는 제어 입력

에 포함된 노이즈가 클수록 이동객체의 치 추

정 결과와 실제 치 간의 오차가 속하게 커짐

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제어입

력에 한 노이즈를 최소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그림 7) 제어 입력 noise가 없을 때 티클 필터와 

삼각측량 오차

(그림 8) 제어 입력 noise 크기에 따른 티클 필터 

이동객체 측  평균 오차

(그림 9)는 제어 입력의 노이즈 크기에 따라 이

동객체가 이동할 때 티클 필터를 이용한 이동

객체의 보정측  결과의 오차가 얼마나 달라지는

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서 α는 제어입력의 노이

즈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x축과 y축은 각각 

시간 구간과 측  치의 오차 크기를 나타낸 것

이다.

5. 결론  향후 연구

기존 치추정 알고리즘들은 수신된 UWB 신

호를 거리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동 객체의 치

추정을 한 후 UWB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오차 

값을 제거하여 치 정 도를 높이도록 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계산을 

간단하도록 하기 해 수신된 거리 데이터에 포

함된 오차를 먼  제거한 후 이동객체의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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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고, 이 추정값을 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치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 방법보다 정 도

가 우수함을 보 다. 한 센서에 의한 제어 입력

의 노이즈가  치추정 정확도에 한 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제어 입력 noise 크기에 따른

각 시간 별 치측  오차

실내의 집된 환경은 앵커로부터 수신한 거리 

값이 NLOS로 인해 실제 거리와 오차가 큰 거리 

값을 수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신된 거리 

데이터의 오차로 인해 이동객체의 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내 

이동객체의 치추정 정 도를 높이기 해서는 

NLOS 신호를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 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티클 필터를 사용하여 치보정을 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거리입력 오차가 되지는 

않지만 제어 입력 노이즈가 이동객체의 치추정 

정 도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어 입력 노이즈를 완화하여 치정 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 티

클 계산 자원에 따라 티클 필터의 효율성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티클 필터의 성능을 높이기 

해 한 티클의 수를 선택하는 방법과 상

황에 따라 티클의 수를 효율 으로 다르게 선

택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4]. 

향후 제안 알고리즘의 정확한 성능 평가와 좀 

더 개선된 치추정 알고리즘 개발을 해서 반

복 인 실험을 통해 본 알고리즘에서 제안한 이

동객체의 치추정 에 UWB 거리 신호에서 먼

 제거하는 한 오차 값의 크기를 찾도록 할 

것이다. 한 본 실험에서처럼 수신된 거리 값에

서 일정한 크기의 오차값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환경에 따라 다른 크기의 오차값을 제거할 수 있

는 방안에 한 연구도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실

내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NLOS를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수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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