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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움직이는 물체를 추 함에 있어 언센티드 칼만 필터(UKF) 알고리즘은 미분 계산없는 빠른 수렴속도와 뛰어난 

추정 성능을 지녔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우시안 잡음 분포 하에서 용해야 하는 등 제한 인 조건이 수반되는 문

제 을 안고 있다. 반면에 티클 필터(PF)는 제한 인 조건 없이 비선형/비가우시안 시스템에도 용할 수 있는 상

태 추정기법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방법 한 티클의 갯수가 늘어나면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단

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들을 극복하기 하여 UKF와 PF를 결합한 언센티드 티클 필터(UPF)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기존의 PF와 UPF 알고리즘을 2-자유도 펜듈럼 시

스템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PF에 비하여 비선형/비가우시안 시스

템의 상태 추정에 더욱 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UKF algorithm for tracking moving objects has fast convergence speed and good tracking performance without the derivative 

computation. However, this algorithm has serious drawbacks which limit its use in conditions such as Gaussian noise distribution .Meanwhile, 

the particle filter(PF) is a state estimation method applied to nonlinear and non-Gaussian systems without these limitations. But this method 

also has some disadvantages such as computation increase as the number of particles ris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Unscented Particle 

Filter (UPF) algorithm which combines Unscented Kalman Filter (UKF) and Particle Filter (PF) in order to overcome these drawbacks.The 

performance of the UPF algorithm was tested to compare with Particle Filter using a 2-DOF (Degree of Freedom) Pendulum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more suitable to the nonlinear and non-Gaussian state estimation compared with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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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추 하는 시스템에

는 그동안 성능 면에서 최 으로 알려진 칼만필터 알고

리즘을 주로 용하고 있다. 이는 상태변수 추정을 

하여 사후분포를 해석 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러나 기본 인 칼만필터 알고리즘은 선형이며, 가우

시안 잡음을 포함한 시스템에 용해야하는 제한조건

이 있다[1][5]. 따라서 재 복잡한 과학 분야에서 하

는 부분의 실제 시스템은 비선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시킨 후에 알

고리즘을 용해야하는 문제 이 있다. 한 시스템에 

부가되는 잡음이 비가우시안 잡음이면 사후 분포를 해

석 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 기값 선정 시, 추정에 실패하

고 발산해 버릴 수 있는 단 이 있다. 이는 선형화 과정

에서 최  비선형 추정에 한 1차 근사화를 제공하는

데, 이 근사화는 변환된 가우시안 랜덤 변수의 사후

(posterior) 평균  공분산에 큰 오차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9]. 

한편 S. Julier, J. Uhlmann 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

고 Wan 등에 의해서 확장 연구된  Unscented Kalman 

Filter(이하 UKF)는 기존 칼만필터 알고리즘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 할 수 있겠다. UKF는 

가우시안 분포에 있어 로세스 오차  측정 오차에 

하여 Taylor 시리즈 확장에 의한 2차 근사화를 제공

하므로, 기존의 칼만필터 보다  상태  라미터 추정

에 한 응용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한 UKF

는 비선형 변환을 통한 선형화를 거치지 않으며, 시스

템의 측정 노이즈를 제거하는 오차 공분산 업데이트 과

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최  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

라 라미터를 추정하므로, 라미터 역시 최 으로 

추 할 수 있다. 

한 알고리즘 구  시 Jacobian 행렬 계산이 불필요

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행렬 계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UKF 역시 가우시안 

잡음 분포를 제로 하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

제  극복을 한 비선형 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최

필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안으로  최 필

터인 티클 필터(Particle Filter 이하 PF)를 들 수 있겠다. 

이 방법은 알고리즘 실행과정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방 하여 처음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 으나 

최근 컴퓨터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방 해 지면서 PF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비선형/비 가우시안 시스템에도 용할 수 있

는 PF를 이용한 이동 물체 추 에 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후 분포를 해석 으로 구하는 칼만 필터와 

달리 상태변수를 표 할 수 있는 당한 양의 티클의 

갯수와 이들 각각이 가지는 가 치를 통하여 상태변수

의 특성을 악할 수 장 이 있기 때문이다. 티클 필터

는 티클의 갯수와 가 치를 이용하여 최종 추정 값과 

추정 값의 확률  신뢰도 수치를 구하게 되고, 따라서 

티클의 갯수가 많을수록 비선형 시스템 추정에 있어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해를 구하기 

하여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티클의 개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J. W. Park[8]은 UKF

와 PF의 실행 시, 계산 시간 면에서   UKF와 PF가 거의 동

일한 성능을 제로 티클의 갯수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PF 가 UKF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태 추정  

성능 면에서도 UKF가 우수함을 증명하 다[6]. 그러나 

시스템이 구조 으로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도 용이 

쉽고, 외부 잡음에도 강인한 면이 있어 이러한 에서 확

률 도 분포에 기 한 비가우시안 잡음 분포를 갖는 비

선형 시스템의 상태추정에 PF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UKF와 

PF가 지니고 있는 특성  서로 간의 장 을 결합한 언센

티드 티클 필터(Unscented Particle Filter 이하 UPF)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2-자유도 펜듈럼 시

스템에 UPF 알고리즘을 용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이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엔센티이드 칼만필터 (UKF)

언센티이드 변환(UT)은 비선형 변환을 통한 랜덤변

수의 통계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UKF 알고리즘

의 근간을 이룬다. 비선형 변환 y=f(x)를 통해서 랜덤변

수 y를 만들어내는 L-by-1 랜덤변수 x를 고려한다. y의 

통계  특성을 계산하기 해서 2L+1개의 시그마 벡터

iχ 의 행렬χ 는 식(1)과 같이 표 된다[7][9].



언센티드 티클 필터를 이용한 비선형 시스템 상태 추정

1275

x=
o

χ

LiPL
ixxi

,...,1,))(( =++= λχ x  (1)

LLiPLx Lixxi 2,...,1,))(( +=+−=
−

λχ

 

여기에서 ixxPL ))(( λ+ 는 square root 행렬즉, lower- 

triangular Cholesky factorization)의 I 번째 열이고 x 와

xx
P 는 x 의 평균과 공분산을 의미한다. 식(1)에서

LL −+= )(2 καλ 로 정의되며, 시그마 포인트 L

ii

2

0}{
=

χ

는 식(2)의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달된다[7].

Lify ii 2,,1,0),( ⋅⋅⋅== χ          (2)

y의 평균과 공분산 행렬은 사후 시그마 포인트의 가

 샘  평균  공분산을 이용하여 식(3),(4)와 같이 근

사화되며, 가 치는 식(5)와 같다.

∑
=

=

L

i

i

m

i yW
2

0

y

                    (3) 

T
i

L

i
i

c
iyy yyyyWP ))((

2

0

−−= ∑
=

        (4)

)1(
2

0 βα
λ

λ
+−

+

=

L
W

c

           (5)

λ

λ

+

=

L
W

m

0                   

UKF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은 라미터 기화, 시그

마 포인트 연산  측정 방정식 갱신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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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티클 필터

티클 필터링은 비선형 모델, 비가우시안 분포의 

잡음을 가지는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함에 있어, 어떤 

확률분포로부터 샘 링된 티클을 통하여 사후분포

를 측하는 알고리즘이다. 티클 필터는 베이지안

(Bayesian) 필터 이론으로부터 유도되었는데 그 과정은 

우선 앞서 구한 티클에서 새로운 티클을 추출하

고, 이 게 구해진 티클들의 가 치를 구하고, 구해

진 가 치를 근거로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새로운 티

클을 선정하는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티클 필터

를 이용한 시스템 라미터를 추정하기 해 식(16), 

(17)과 같이  로세서 방정식과 출력 방정식을 정의 한

다[1][5]. 


   


↔

 
        (16)

   
   ↔ 

            (17)

여기에서  시간 함수 

 와 측정함수


 는 비선형 

함수이고, 

 와


는 로세서 잡음과 시스템 잡음으로 

정규분포가 아닐 수도 있다.  식은 시스템의 특성을 나

타내는 상태 방정식으로 로세서 방정식은 사 (prior) 

함수로, 측정방정식은 우도(likelihood)함수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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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 함수와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측

정 값에 한 상태변수 확률인 사후확률 도(posterior 

density)를 얻는다. 베이지안 법칙을 이용하여 번째의 

측정값 

를 구했을 때의 사후확률분포 





는 식

(18)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하여 필터의 값을 

갱신한다[6][8].

  
  

               (18)

   는 정규화된 상수이고, 우도함수  

와 측정 잡음의 통계 인 특성에 의해 정의 된다. 티

클 필터의 요한 은 추정 값을 구하기 하여 티클

과 가 치를 이용하여 사후확률분포를 표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만일 샘 의 수가 무한해지면 비선형 시스

템에서 추정 값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

확한 해를 구하기 하여 샘  수를 무한히 늘릴 수 없

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요 샘 링

(Importance sampling)개념을 도입한다. 우선 결합사후

분포를  라 하고, 이를 티클 
 와 

요 가 치 

  로 나타내면 식(19)와 같이 표 할 수 

있다[1].

 ≈
  




  

            (19)

요 가 치 
는 요 도(importance density)를 

 라할 때 식(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0)

한 요 도에 베이지안 이론을 용하여 인수분

해하면 식(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           (21)

요 샘 링 알고리즘을 반복한 순차  요 샘 링

(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SIS)을 이용하여 새로운 

티클 
  은    에서 추출 한다. 한 결합사

후분포  에 베이지안 이론을 용하면 결합사후

분포는 식(22)와 같이 표 할 수 있고, 여기서 정규화된 

상수   를 소거함으로써 식(23)을 구할 수 있다

[1][3].   

  
 



   
    (22)




∝






 (23)

  

 식(22)와 식(23)을 식(20)에 입하여 정리하면 가

치 갱신방정식은 식(24)와 같다.


 





 

 



 

 
     (24)

로세서 방정식인  는    에 의해서만 향

을 받게 되므로 
  

    
  

  이라는 

제 아래 요가 치 
  는 식(25)와 같다.


∝


  
   


 

  
 

               (25)

 식에서 요가 치
는 사 확률분포, 우도함수 

그리고 요 도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최 의 근사화

를 해서 사후확률분포와 요 도의 계는  잡음의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확률분포를 사

확률분포에 근사화 시키면 요가 치 
  의 갱신을 

한 방정식은 식(26)과 같다.


∝ 

 
                       (26)

사후확률분포는 식(2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27)

 식에서 을 ∞로 증가시키면 식(27)은 사후확률

분포   와 일치하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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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언센티드 티클 필터(UPF)

앞 에서 설명한 UKF는 형 인 칼만필터에 비하

여 보다 더 정 한 평균과 공분산을 추정하여 상태 분포

(state distribution)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구해진 평균과 공분산을 제안 분포(proposal 

distribution) 생성에 응용하여 티클 필터에 제공함으

로써 티클 필터(PF) 알고리즘을 이용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한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과 요 샘

 추출 과정을 거친 후 샘  재추출(resampling) 과정을 

통해 상태변수의 사후확률분포를 보다 더 정확하게 추

정할 수 있다. 이는 UKF가 시그마 포인트를 이용하여 

사 확률분포의 정확한 특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그림 1. 언센티드 티클 필터 알고리즘
Fig. 1 Unscented Particle Filter Algorithm 

UKF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기본 으로 티클 필터

의 구조를 유지하지만 티클 필터에서 필요한 제안분

포를 생성하기 하여 UKF 알고리즘을 통하여 얻어진 

평균과 공분산을 이용함으로써  UKF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티클 필터 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더욱 

빠른 추정 속도 와 향상된 수렴 성능을 지니게 된다. 

한 체 인 구조과 알고리즘의 흐름이 티클 필터의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UKF 알고리즘을 사용 시 단 으

로 지 되었던 상태변수 잡음을 가우시안이라는 조건 

없이 비가우시안 잡음 하에서도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6].        

Ⅴ. 시뮬 이션 

5.1. 진자 시스템   

앞 장에서 설명한 라미터 추정을 한 실험을 하

여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2-자유도 진자 시스템을 선정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론에 의해 시스템의 상태  

라미터를 추정하고 결과를 통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그림 2와 같이 진자 시스템은 펜듈럼  슬라이더 그

리고 퍼와 스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상에서

만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2. 2-자유도 펜듈럼 시스템
Fig. 2 2-DOF pendulum System

 좌표는 슬라이더(slider)의 운동, 는 펜듈럼 운동

을 나타내는 좌표로 이를 통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한

다. 한 슬라이더와 펜듈럼의 운동에는 마찰력이 있다

고 가정하고 라미터의 추정을 한 시스템 방정식을 

구한다. 이를 하여 운동에 지(), 치에 지()

를 이용하는 라그랑지 방법을 이용한다. 운동방정식

()은 운동에 지와 치에 지의 차이를 라그랑지 방

정식에 입하여 식(28)과 같이 구한다.[3][4]




                         (28)

한 슬라이더와 련된 에 지는 단지 운동 에 지

만 존재하며, 펜듈럼과 련된 에 지는 운동에 지와 

치에 지 모두를 고려하는데 체 운동에 지()

는 식(29)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치에 지()는 식

(3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co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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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여기에서 구한 운동에 지와 치에 지를 라그랑

지 방정식에 입하여 정리하면 슬라이더의 치와 펜

듈럼의 각도에 한 최종 시스템 방정식은 식(31),(3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cossinsincos




    

  

(31)




  
 

    (32)

  

컴퓨터 시뮬 이션을 하여 식(33)과 같이 상태변수

를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식(31),(32)를 상태방정식으로 

변환하면 식(34)와 같다[4].

   
    

             (33)











   

    cos sin 

   

   
 




































sin


cos











 














sin



   (34)

  

 표 1. 펜듈럼 시스템의 라미터 값
 Table. 1 Parameter values of Pandulum System

매개변수 기호 단 값

펜듈럼 질량 


 0.652

슬라이더 질량 


 0.793

스 링 기 길이 


 0.030

펜듈럼의 마찰계수 


deg 0.020

스 링의 탄성계수   100

성모멘트 


 0.001

마찰계수  - 0.021

5.2. 컴퓨터 시뮬 이션

본 에서는 표 1에 표기한 라미터의 실제 값과 상

태방정식을 이용한 UP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라미터

를 추정하고 이를 기존의 방법(PF)과 비교 검토 하 다. 

우선 티클의 개수는 1,000개로 하 으며 0.01  간격

으로 3  동안 추정하 다. 기존의 방법과(PF)의 차이를 

쉽게 비교하기 하여 슬 이더 상태의 기값을 [0.001 

0 90 0]으로 가정하 으며 기 입력은 10[N]으로 인가

하 다[3][4].

그림 3의 (a),(c),(e),(f)는 슬라이더와 진자의 상태변

수를 기존의 티클 필터와 UPF를 이용한 상태변수 추

정에 한 시스템의 응답을 나타낸 그림이며, (b),(d), 

(f),(h)는 각각의 방법의  추정결과에 따른 실제 값과의 

차이에 한 오차를 일반 오차와 로그 스 일 오차로 변

환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티클 필터를 이용한 추정 방법에 비하여 UPF를 이용한 

추정 방법이 상태변수 실시간 추정 능력에서 오차의 폭

이 크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4에서는 

입.출력에 의한 시스템 라미터의 추정 가능의 여부를 

확인하기 한 방법으로 스 링 상수 의 추정 가능성

에 하여 시뮬 이션을 한 결과, 시도된 두 가지 방법 

모두다 12-14(약 0.3 ) 주기 이후에는 허용오차(약 2-3 

%) 범 에 도달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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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g)

(h)

그림 3. 각종 상태변수의 응답과 오차 곡선
(a) 슬라이더 치 상태변수 (b) 슬라이더 치 상태변수 
오차 (c) 슬라이더 속도 상태변수 (d) 슬라이더 속도 
상태변수 (e) 펜듈럼 각도 상태변수 (f) 펜듈럼 각도 
상태변수 오차 (g) 펜듈럼 각속도 상태변수 

(h) 펜듈럼 각속도 상태변수 오차
Fig. 3 Response & Error of State Variables

(a) State Variable(Slider Position) (b) State Variable 
Error(Slider Position) (c) State Variable(Slider Velocity)
(d) State Variable Error(Slider Velocity) (e) State Variable 
(Pendulum Angle) (f) State Variable Error(Pendulum 
Angle) (g) State Variable(Pendulum Angle Velocity) 
(h) State Variable Error(Pendulum Angle Velocity)

그림 4. 스 링 계수 k의 추정 곡선 
Fig. 4 Response of Spring coefficient k

한 기존의 방법(PF)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UPF를 

이용한  상태 추정 성능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하여 

상태변수 오차의 제곱제어면 (ISE)을 식(35)와 같이  

정의 하 고 표 2에 시뮬 이션에서 구한  실제 ISE 값을  

나타내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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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태변수의 실제 ISE
Table. 2 Measurement ISE of State Variables

   

UPF 0.1124 0.5474 0.1170 4.9021

PF 0.3324 1.8641 0.3445 11.9398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  시스템의 상태 분포를 추정하는

데 가장 리 사용되는 칼만필터의 선형/가우시안 잡음 

분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티클 필터링에 

UKF를 이용한 새로운 UPF 알고리즘을 도입하 다. 

한 이를 확인하기 하여 2-자유도 진자 시스템에 용

함으로써 제한 인 제조건을 비선형/비가우시안으로 

확장하여 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상태 추정 성

능 면에서도 단순히 PF 필터링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

을 때도 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제안

된 방법을 통하여 비록 라미터의 값을 정확히 알지 못

한 경우에도 라미터를 추정하기 하여 시스템을 분

해하는 불편함이 없이 안정되게 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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