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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Lidar 기반 도로 반사도 지도와 IPM 영상을 이용한 위치추정 

Localization Using 3D-Lidar Based Road Reflectivity 

Map and IP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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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ition of the vehicle for driving is essential to autonomous navigation. However, there appears GPS position error due to 

multipath which is occurred by tall buildings in downtown area. In this paper, GPS position error is corrected by using camera sensor 

and highly accurate map made with 3D-Lidar. Input image through inverse perspective mapping is converted into top-view image, 

and it works out map matching with the map which has intensity of 3D-Lidar. Performance comparison was conducted between this 

method and traditional way which does map matching with input image after conversion of map to pinhole camera image. As a result, 

longitudinal error declined 49% and complexity declined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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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에서 차량 정밀 측위는 많은 연구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

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에 있어 핵심 기술이다. 대

부분의 차량 위치 측위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절대위치 정보

를 제공하는 위성항법 기술의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GNSS만으로는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측위 정밀도를 만족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등의 관성항법 

장치를 융합하여 GNSS 음영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측위를 가

능하게 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왔다. 최근 카메라(camera)및 

라이다(lidar) 센서를 이용한 정밀지도 기반 측위 기법들이 많

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3D-Lidar를 이용하여 생성된 정밀지

도와 3D-Lidar에서 측정되는 물체표면의 거리 및 반사율을 

이용하거나 3차원 환경에서 노면표식 및 노면의 특성을 인

식하여 정밀지도와 정합하는 측위 기법들은 높은 정밀도를 

보여준다[1-6]. 하지만 3D-Lidar는 높은 정밀도를 가진 센서지

만 매우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양산 차량에 기장

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측위기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테

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랜드마크(land mark)의 특징점을 찾

고 위치를 지도에 기록 후 정합하는 방법 또는 차선을 인식

하여 지도와 정합하는 방법[7,8]이 있다. 또한 정밀 지도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시점으로 변환하여 정합하는 방법[9]

등 다양한 측위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위 방법 중 3D-Lidar로 기존에 작성된 3차원의 정밀지도를 

핀홀 카메라 영상으로 변환하여 입력된 카메라 영상과의 정

합을 통한 측위 기법[9]에서는 다른 기법들과 다르게 노면표

식 또는 랜드마크를 인식하는 과정이 없다. 또한 3D-Lidar를 

통해 기존에 미리 작성된 지도와 카메라만을 이용하기 때문

에 센서의 가격적인 문제점 또한 해결하였다. 영상전체에 대

한 히스토그램(histogram) 기반의 정합을 수행함으로써 물체 

인식에 필요한 처리시간 및 계산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정합범위를 이동하면서 해당 위치에서 지도를 핀

홀 카메라 모델로 변환한 영상이 필요하다. 정합범위만큼 지

도를 핀홀 카메라 영상으로 변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량

이 정합범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지도에는 없지만 입력 받

은 영상에는 존재하는 주변차량으로 인해 정합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Lidar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된 반사도 

지도와 카메라를 이용한 측위기법을 제안한다. 차량에 작창

된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측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센서의 가

격적인 측면에 적합하다. 기존방법[9]과 반대로 입력된 카메

라 영상을 지도시점과 같은 IPM (Inverse Perspective Mapping)

영상으로 변환하여 반사도 지도와 정합을 통한 위치추정 기

법을 제안한다. IPM 영상은 그림 1(a)와 같이 입력된 영상을 

역투영변환[10]을 통해 원근감을 제거한 그림 1(b)와 같다. 기

존 측위기법[9]와 같이 지도를 핀홀카메라 영상으로 변환하

는 경우 정합범위크기만큼 영상을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합범위에 따른 계산량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반면 지도와 

IPM 영상을 정합할 때 입력된 카메라 영상을 역투영변환

(inverse perspective mapping)을 통해 한번만 변환한다. 변환된 

IPM 영상을 지도와 정합하므로 정합범위에 상관없이 영상변

환에 필요한 계산량이 일정하다. 기존 측위기법[9]에서는 원

근감이 없는 지도를 핀홀카메라 영상으로 변환하여 원근감

으로 인한 거리에 따른 노면표식의 크기가 달라진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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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상보다 가까운 노면에 의해 정합성능이 결정된다. 반

면 IPM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원근감이 제거된 IPM 영상과 

지도를 정합하므로 전체적인 영상에 대하여 정합이 이루어

진다. 기존 측위기법[9]과 IPM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 모두 

차량으로 인한 정합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핀홀 카메라 영상

에서 차량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으로 영상의 학습을 통한 

haar cascade와 Lidar를 이용한 기법이 있다. haar cascade의 경

우 학습이 어렵고 오검출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만을 이용하여 정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Lidar를 고려하지 않는다. IPM 영상의 차선은 기울기와 색상

정보가 직선성분과 흰색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울기 정보와 

색상을 이용하여 핀홀 카메라 영상보다 쉽게 차량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M 영상을 이용하여 지도와 

정합하는 측위 기법을 통해 지도를 핀홀 카메라 모델로 변환

하는 측위 기법[9]에서 문제가 되는 정합범위에 따른 계산량 

변화, 차량으로 인한 정합성능 저하, 종방향 정합성능을 개선

했다. 

 

II. 3D-Lidar 기반 도로 반사도 지도와 IPM 영상을 

이용한 위치추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3D-Lidar를 이용하여 생성된 

정밀지도와 역투영 변환을 이용해 입력 받은 영상의 원근 효

과를 제거한 IPM 영상과 정합을 통하여 GPS/DR의 위치를 

보정한다. 그림 2의 순서도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내며, 그림 3은 반사도 지도와 IPM 영상의 정합

과정을 나타낸다. 

반사도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3D-Lidar와 RTK(Real Time 

Kinematic)/INS를 이용하였으며, 일정 코스를 총4회 반복주행 

하였다. 고가의 RTK/INS이더라도 도심지역에서 다중경로

(multipath)로 인한 위치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최적경로를 추

종하기 위해 Graph SLAM을 통하여 최적화하였다. Graph 

SLAM을 통해 최적화된 경로를 참값(ground truth)으로 사용하

였다. 반사도 지도의 격자의 크기는 0.1m이고, 격자내부에는 

노면의 3D-Lidar에서 측정된 Intensity 정보를 포함한다. 3D-

Lidar의 경우 지도작성시에만 사용하고 Intensity정보는 3D-

Lidar로 측정된 표면의 반사도를 나타낸다. 

IPM 영상과 반사도 지도를 정합하기 위해 GPS/DR로부터 

입력 받은 위치와 방위각을 이용하여 위치오차범위를 고려

한 지역지도(local map)를 생성한다. 지역지도는 전역지도

(global map)에서 GPS/DR로부터 입력 받은 위치를 기준으로 

종/횡방향 3m만큼의 지역을 말한다. 서로 다른 센서로 측정

된 지도와 입력 영상은 명암도가 서로 다르므로 반사도 지도

와 카메라 영상의 상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을 이용한 

NMI(Normalized Mutua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정합을 수행

한다. NMI방법은 지도의 격자내부 Intensity와 IPM 영상의 픽

셀 명암도를 확률변수로 이용한다. GPS/DR로부터 입력받은 

위로부터 종/횡방향으로 0.1m만큼 이동하며 지역지도와 IPM 

영상의 정합을 수행한다. 정합을 통해 구한 종/횡방향 위치오

차를 이용하여 GPS/DR의 위치오차를 구한다. 종/횡방향 위

치오차는 칼만 필터(Kalman Filter)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최종

적으로 칼만필터를 통해 보정된 GPS/DR의 위치를 출력한다. 

 

 

그림 2. 역투영 변환을 이용한 위치보정 순서도. 

Fig.  2. Flowchart of localization using IPM. 

 

 

그림 3. 반사도 지도와 IPM 영상을 이용한 정합과정. 

Fig.  3. Map Matching using Intensity Map and IPM Image. 

 

(a) Input Image (b) IPM Image 

그림 1. 영상변환. 

Fig.  1. Imag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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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image. 

 

(b) Pinhole Camera Model. 

그림 4.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정합방법. 

Fig.  4. Map Matching using Pinhole Camera Model. 

 

III. 정합 범위에 따른 영상변환 계산량 

본 논문에서 영상변환이란 정합에 필요한 영상을 얻기 위

해 역투영 변환을 통해 IPM 영상을 얻거나 OPENGL을 이용

해 지도를 핀홀 카메라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제안된 측위기법[9]에서는 위치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3D-Lidar로 작성된 지도를 OpenGL을 이용해 그림 4(b)와 같

이 차량에 장착된 핀홀 카메라 모델의 영상으로 변환하고 입

력된 카메라 영상과 정합을 수행한다. 지도와 입력된 카메라 

영상을 정합하기 위해서는 정합 범위만큼 지도를 핀홀 카메

라 모델으로 변환한 영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횡방향 3m 

종방향 3m의 정합범위와 10cm의 격자지도(Grid map)라면 총 

900번의 영상변환이 필요하다. 정합 범위가 넓어지면 정합범

위에 따른 영상변환 계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a) 2D road reflectivity map. (b) IPM image. 

그림 5. IPM 영상을 이용한 정합방법. 

Fig.  5. Map Matching using IPM Image.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도를 핀홀 카메라 영상으로 변환하

는 것이 아닌 입력 받은 카메라 영상을 역투영 변환을 통해 

원근감이 제거된 그림 5(b)와 같은 IPM 영상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IPM 영상은 정합범위를 이동하며 지도와 정합을 수

행한다. 영상을 지도시점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영상변환은 

정합범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된다. 정합범위가 커질수록 

기존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IPM 영상을 이용하

는 방법의 계산량 차이가 커진다. 

 

IV. 정합방법 

3D-Lidar의 반사도는 카메라 영상의 명암도와 물리량이 다

르다. 3D-Lidar로 작성된 반사도 지도와 카메라 영상의 명암

도 차이를 이용하는 정합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합하는 방법으로 정규상호

정보(normalized mutual information)를 사용한다. 상호정보는 두 

확률 변수의 통계적 상관성을 나타낸다. 식 (1)에서 A와 B는 

3D-Lidar로 미리 작성된 반사도 지도와 IPM 영상을 말한다. 

식 (2)에서 확률변수 x 는 반사도 지도의 반사도와 IPM 영상

의 명암도를 사용한다. 확률변수 x 는 0~255의 값을 가진다.  

 

 
( ) ( )

( , )
( , )

H A H B
NMI A B

H A B

+
=  (1) 

 ( ) ( ) log ( )
x X

H X p x p x
∈

= −∑  (2) 

 ( , ) ( , ) log ( , )
x X y Y

H X Y p x y p x y
∈ ∈

= −∑ ∑  (3) 

 

( )H A 와 ( )H B 는 3D-Lidar로 작성된 지도와 IPM 영상의 

엔트로피(shannon entropy)를 나타낸다. ( , )H A B 는 지도와 IPM 

영상의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엔트로피를 나타낸다. 지도와 

IPM 영상이 정확하게 정합되었을 때 ( , )H A B 는 최소값을 

가지므로 NMI의 정보량이 최대가 된다. GPS/DR로부터 측위

된 차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횡/종방향 0.1m± 씩 정합범위만

큼 위치를 이동하며 반사도 지도와 IPM 영상의 NMI 정보량

을 구한다. 정합범위에서 가장 높은 NMI의 정보량을 가지는 

위치와 GPS/DR로부터 측위된 위치의 차이를 구해 GPS/DR

의 오차를 보정한다. 

 

V. 차량 제거 

기존에 제안된 측위기법[9]은 영상에 차량이 존재하는 경

우 정합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핀홀 카메라 

영상에서 차량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Lidar를 이용하는 

방법과 harr cascade를 이용해 학습을 통한 차량제거 방법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와 지도만을 이용하여 정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Lidar를 사용할 수 없으며, harr cascade의 경우 오검출

과 학습에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M 영상을 이용하

여 차량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다. 다음 식은 IPM 영상의 

편미분을 이용하여 영상의 기울기를 구하고 차량의 대각선 

선분을 구할 수 있다. 

 ( , )IMAGE f x y=  (4) 

Localization Using 3D-Lidar Based Road Reflectivity Map and IP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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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view image. (b) Gradient image.  (c) Vehicle elimination.

그림 6. 영상의 기울기와 색상을 이용한 차량제거. 

Fig.  6. Vehicle elimination based gradient and color of image. 

 

 

그림 7. 대각선 선분을 포함하는 노면표식. 

Fig.  7. Road Sign containing diagonal component. 

 

 
2

,

( , )
x y

f x y
G

x y

∂
=

∂ ∂
 (5) 

( , )f x y 는 역투영 변환을 통한 IPM 영상 그림 6(a)를 나타

내며, 식 (5)와 같이 편미분을 구하면 그림 6(b)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는 차선과 정렬되어 있

기 때문에 역투영변환시 차선은 영상에서 x방향의 선분과 y

방향의 선분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차량은 차선과 다르게 

대각선 선분을 포함하므로 양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차

선은 제거가 되고 차량의 대각선 성분이 남게 된다. 추출한 

대각선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이 있는 지역을 제거할 수 있다. 

차량의 위치와 상관없이 차량은 여러 선분을 포함하고 흰

색차량이더라도 후미등, 번호판등 다양한 색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차량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c)와 같은 노면표식의 경우 위와 같이 기울기정보

만을 이용하면 차량으로 판단하여 제거된다. 그림 7과 같이 

지역정보를 나타내거나 방향정보를 나타내는 노면표식의 경

우 차선과 달리 대각선 선분을 가지므로 기울기 정보만을 사

용 했을 때 차량으로 오인식할 수 있다. 노면표식은 차량과 

달리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량은 다양한 색상을 포함한

다. 기울기정보와 노면의 RGB색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각

선정보를 포함하는 노면표식을 차량 후보에서 제거할 수 있

다. IPM 영상을 이용할 경우 기울기 정보와 RGB색상을 이용

하여 차량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다. 

 

VI. 종방향 정합 성능 개선 

지도를 핀홀 카메라 모델로 변환하는 기존의 방법[9]의 경

우 원근효과로 인하여 거리에 따른 노면표식의 크기가 달라

진다. 그림 8의 점선상자는 Histogram에서 Green Box를 나타

내며, 실선상자는 Histogram에서 Red Box를 나타낸다. 그림 

8(a)처럼 지도상에서 실선상자는 전체 히스토그램의 29%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실선상자에 대하여 핀홀 카메라 모델의 

영상으로 변환한 그림 8(b)의 경우 실선상자가 48%를 차지한

다. 원근효과로 인해 히스토그램의 변화가 생긴다. NMI는 각 

픽셀의 명암도를 확률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를 핀홀

카메라로 변환하여 정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가까이 있는 

 

 
(a) Histogram of Map. 

 

 
(b) Histogram of image conversion. 

그림 8. 영상변환에 따른 히스토그램 변화. 

Fig.  8. Change histogram depending on imag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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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의해 정합성능이 결정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방법의 경우 원근감을 가진 입력된 영상의 원근감을 제거

해 그림 8(a)와 같이 거리에 따른 노면표식 크기의 변화가 없

는 IPM 영상을 생성한다. 거리에 상관없이 노면표식이 가지

는 픽셀양은 일정하므로 전체적인 노면표식에 의해 정합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노면에 의해 정합이 이루어지므로 종

방향에 대한 정합성능이 증가하였다. 

 

VII.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M 영상과 3D-Lidar로 작성된 정밀

지도의 정합을 통한 위치추정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GPS신호가 주변건물로 인해 다중경로(multi path)

가 발생하는 도심에서 이루어졌다. 실험 시간은 오후 6시로 

주변차량이 다수 존재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경로는 그림 9

와 같이 횡단보도, 파선 구간, 실선 구간, 버스 정류장등 여

러 노면표식을 모두 포함한다.  

 

VIII. 실험결과 

실험결과는 기존에 제안된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

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M 영상을 이용한 방법의 비교

를 통해 나타낸다. 그림 10은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위

치 추정결과의 오차를 나타내며, 그림 11은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IPM 영상을 이용한 위치 추정결과의 오차를 나타낸

다. 위치오차를 구하기 위해 지도 작성시 Graph SLAM을 이

용하여 경로를 최적화한 위치를 ground truth로 사용하였다. 

표 1은 두 방법에 대한 위치 추정 결과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나타낸다.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으

로 수행했을 경우 횡 방향에 대한 RMSE가 0.065m로 정밀한 

정합결과를 보이지만 종방향은 0.469m로 오차가 크다. 그림 

 
(a) Lateral error. 

 
(b) Longitudinal error. 

그림 10.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위치추정 결과. 

Fig.  10. Localization result using Pin-hole camera model. 

 

 
(a) Lateral error. 

 
(b) Longitudinal error. 

그림 11. IPM 영상을 이용한 위치추정 결과. 

Fig.  11. Localization result using IPM image. 

그림 9. 실험 장소. 

Fig.  9. Place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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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핀홀 카메라 모델 정합 결과. 

Fig.  12. Map matching result using Pin-hole camera model. 

 

표   1.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IPM 영상을 이용

한 방법의 RMSE 비교. 

Table 1. Comparison with RMSE of Pinhole camera and IPM Image. 

 RMSE(Lateral) RMSE(Longitudinal)

Pinhole Camera 0.065m 0.469m 

IPM 0.157m 0.231m 

 

표   2. 횡/종 방향 3m의 정합범위에 따른 계산량 비교. 

Table 2. Comparative calculation depending on map matching of 

lateral and longitudinal axis 3m. 

 Pinhole Camera Top View 

영상 변환 900 1 

정합 회수 900 900 

정합 계산량 640*240*900 140*110*900 

 

 

(a) Pinhole Camera Model Image ROI. 

 

(b) IPM Image ROI. 

그림 13. 핀홀 카메라 영상과 IPM영상의 관심영역. 

Fig.  13. ROI of pinhole camera image and IPM image. 

 

10(b)에서 150~160frame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그림 12와 같이 차량으로 인하여 노면이 가려지고 

차량이 가지는 픽셀의 명암도가 히스토그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합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2는 입력된 영상위

에 지도를 명암도에 따라 색상으로 변환한 영상을 합친 것이

다.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횡방향에 대한 RMSE는 0.157m로 약 

0.09m 증가하였지만 종방향은 0.231m로 약 0.23m가 줄어들

었다. IPM 영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종

방향 오차가 약 49% 감소했다. 차량 정밀 위치추정 과제에

서 요구되는 RMSE는 횡방향 0.5m, 종방향 0.5m이다. 기존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했을 때 IPM 영상을 

이용한 방법이 요구조건에 적합하다. 

표 2는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과 IPM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의 계산량 차이를 나타낸다. 표 2에서 정합범

위는 횡/종 3m로 설정하였으며 0.1m씩 이동하면서 전체 범

위에서 정합을 수행하는 계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영

상 변환은 기존의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 지도를 핀홀 카메라

시점으로 변환하는 횟수와 입력된 카메라를 IPM 영상으로 

변환하는 횟수를 말한다.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정합범위만큼의 영상 변환해야하기 때문에 총 900번의 영상

변환을 해야한다. 반면 IPM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정합범

위에 상관없이 영상변환을 한 번만 수행하면 된다. 실험에서 

사용된 Bumblebee2 카메라의 경우 640*480의 영상이 입력된

다. 핀홀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정합에 불필요한 배경

을 제외한 노면만을 이용하기 위해 그림 13(a)와 같이 

640*240의 크기를 사용한다. 그림 13(b)와 같이 IPM 영상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반사도지도의 격자 크기와 IPM 영상의 

한개의 픽셀이 같도록 만들기 때문에 140*110의 크기를 이용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M 영상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핀홀 카메라 시점을 이용한 방법에 비교하여 약 90%만큼의 

계산량이 감소하였다.  

 

IX.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역투영변환을 통해 입력된 영상을 IPM 영

상으로 변환하고 3D-Lidar로 작성된 2차원 반사도 지도와 정

합하여 GPS/DR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측위 기법을 제안하

였다. 지도를 핀홀 카메라 모델의 영상으로 변환하여 정합하

는 기존방법에 비해 계산량이 90%감소하였다. 또한 역투영 

변환을 통해 원근감이 제거된 IPM 영상을 이용하여 정합오

차를 발생하는 차량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IPM 영상을 

이용하여 정합을 수행했을 때 종방향에 대한 오차는 49%만

큼 줄어 종방향 위치추정 성능이 증가하였다. 향후 연구 방

향으로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과 IPM 영상을 이

용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각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정밀 측위 

기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에서는 종방향에 대한 위치추정 성능이 낮지만 횡방향에 대

한 정확도는 높다. 반면 IPM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종

방향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반면 횡방향에 대한 정확도가 낮

다. 두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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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는 무인자동차, Loran-C, 소프트웨어 

GNSS, 무선 실내 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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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2009년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

사). 2016년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공

학박사).2016년~현재 한화시스템 전자

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관심분야는 

GNSS 수신기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GNSS수신기, 재밍대응기법, GNSS 정밀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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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학석사). 1989년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ystem and Control 

Engineering(공학박사). 1992~현재 건국

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관심분야는 

GPS/INS 결합항법, GPS 수신기 신호처리, 재밍 대응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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