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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p(x|z:)  : 사후확률(posteriori probability) p(z|x)   : 우도(likelihood) p(x|x)  : 운동모델(motion model)  	~	()  : 확률 p에서 를 샘플링 함   : 파티클의 수  : t시간에서의 weight factor    : 유효 샘플의 크기 

1. 서 론 

생물체의 능력을 모방하여 로봇의 자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생물체의 탁월한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에 의하여 자연에 적합하게 선택

되었기 때문에 로봇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
다면 좀더 탁월한 능력을 낼 수 있다.(1,2) 예를 들
어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

할 수 있는 식물의 꽃씨와 같은 마이크로 생물체

의 운동을 비행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좀더 자연

에 대한 이해가 높은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3) 

Key Words:  Particle Filter(파티클 필터), Bayes Filter(베이즈 필터), Bio System(생물체 시스템) Motion 
Estimation(모션 추정), Petal Flying(꽃잎의 비행) 

초록: 이 논문은 꽃잎들, 나비나 민들레 씨앗들과 같은 생물체 시스템의 불규칙한 운동을 파티클 필터링 
이론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추적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생물체 모사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생체 
시스템의 운동에 대한 관측과 생체 시스템 운동학에 대한 새로운 설계원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운동하

는가에 대한 인상을 얻는데 중요하다. 공기 중에서 비행하는 꽃잎에 대한 시스템 모델링이 베이지안 확
률 규칙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실험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공기의 난류로부터 유도된 랜덤한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잘 예측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predicting and tracking the irregular motion of bio-systems, – such as petals 
of flowers, butterflies or seeds of dandelion – based on the particle filtering theory. In bio-inspired system design, the 
ability to predict the dynamic motion of particles through adequate, experimentally verified models is important. The 
modeling of petal particle systems falling in air was carried out using the Bayesian probability rul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uggested method has good predictive power in the case of random disturbances induced by the 
turbulence of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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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소형로봇시스템 설계

의 선행연구로서 꽃잎과 같이 바람의 영향을 심하

게 받는 작은 생물체의 불규칙한 운동을 예측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이론으로 주목 받았

던 Kalman filter는 Bayesian recursive filter의 일종으

로서 1960년 Rudolf Emil Kalman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서 실제로 미사일이나 비행체의 추적과 
같은 실제의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4)  

Kalman filter의 장점은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되 현재의 센서 값을 반영하여 미래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Kalman filter
는 대상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이 선형이라는 가정

을 하므로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비선형의 시스템

에서는 오차가 커지는 단점이 있었다. 선형화의 
단점은 극복하지 못했으나 순간 순간의 운동을 예
측할 때 비선형 시스템을 순간적으로 선형으로 볼 
수 있다는 Extended Kalman filter의 이론이 나와 선
형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다.(5~8) Extended Kalman filter는 가장 많이 적용

된 이론이지만 완전한 비선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순간의 선형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어서 
역시 완전히 불규칙한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다.  

Extended Kalman filter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정식의 계수 행렬의 자코비안을 계산해야 한다. 
자코비안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스템모델이 필요하

다. 시스템모델을 알 수 없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
렵다는 게 단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스

템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확률분포를 샘플링방법을 
통해 구하는 Particle filter와 같은 방법이 제시되었

다.(9~14)   
Particle filter는 Kalman filter와 달리 샘플링을 이

용하여 분포를 구한다. 따라서 Kalman filter나 
Extended Kalman filter에서와 같은 선형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Monte Carlo Sampling 기
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의 문제는 디제너레

이션(degeneration)이라 불리는 샘플의 재선택에 의
한 퇴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15)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전에 샘플링에 사용되었던 샘플들을 다
시 샘플링 하는 Resampling방법을 채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article filter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사용하여 
Filter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설
계된 Filter에 필요한 모델링 데이터를 실험을 통
해 구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토의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2. 파티클 필터 이론 

Particle filter는 Recursive Bayesian filter의 한 종류

이다. Bayesian filters에서는 사후확률(a posterior)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표현한다. 사
후확률은 Bayes 확률이론에 의하면 사전확률(a 
priori)과 우도(likelihood)의 적으로 표현된다. 즉, 
과거의 데이터에 현재의 측정치를 반영하여 현재

상태의 확률을 계산하는 Recursive Bayesian Filter의 
한 종류이다. 

Kalman filter와 달리 Particle filter는 다수의 
sample들을 가지고 사후확률(a posterior)을 표현한

다. 이는 Kalman filter가 가우스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파라메터의 형태(평균과 분산)로 반
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Particle filter
는 Bayes filter의 비 파라메터적인 표현방법 가운

데 하나이다.  
Bayes theory에 의하면 사후확률(a posteriori)은 사

전확률(a priori)과 우도(likelihood)의 적(multiplica-
tion)으로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x|z:) = ηp(z|x) ∫ p(x|x)p(x|z:)dx
 (1) 

  
여기서 x 는 t시간에서의 시스템의 상태이며  = (ℎ, )와 같이 위치와 속도로 상태변수를 구

성한다. z:는 시스템의 상태 관측치이며, 이 논문

에서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사
용한다. p(x|z:)는 우리가 알고 싶은 상태에 대
한 사후 확률, p(x|x)는 시스템의 t-1시간에서

의 상태에서 t시간의 상태로의 천이 즉, 상태의 운
동을 나타낸다. p(x|z:)는 그 이전 시간에서

 
Table 1 Algorithm Particle filter 

1 χ =  =  
2 for	m = 1	to	M	do 
3 sample	[]~[] 
4 																			[] = (|[]) 
5 χ = χ+< [], [] > 
6 endfor 
7 for	m = 1	to	M	do 
8 													draw	i	with	probability	 ∝ 	[]	 
9 																			add	[]	to	χ 
10 endfor 

 return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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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한다. Particle filter에서는 
(1)의 우변의 적분을 particle이라 불리는 samples들
과 그 particles의 가중치의 적(multiplication)으로 
표현한다. Particle filter 알고리즘을 pseudo code로 
표현하면 Table 1과 같다.(13) 
위의 Table 1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초기상태(a priori): 초기상태는 균일하게 분포한

다고 가정하고 충분한 양의 N개의 particle을 준비

한다. 꽃잎이 낙하하기 전에 초기상태는 위치와 
속도가 0인 상태이다. 초기상태에서의 파티클을 
샘플링 한다. 초기상태에서는 0위치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파티클의 수가 m이라고 
할 때, 

 
         []~(,Σ) (2) 
 

로부터 파티클  = {[], [], …… , []}를 샘플링 
한다. 또한 이 상태에서의 weight factor는 모든 파
티클에 대해서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weight factor  = {[], …… ,[]}는 균일한 값을 
갖는다. 

  
예측과정(prediction process) : t-1시간에서의 m개의 

각각의 particle에 대하여 시스템 모델로부터 random 하
게 취한 확률로 샘플링하여 예측 particle 들을 생
성한다. 식 (1)에서 ∫ p(x|x)p(x|z:)dx은 
prediction을 나타낸다. 예측 과정은 과거의 데이터

와 운동학적 모델링에 의존하여 현재의 상태를 
‘예측(prediction)’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예측’
에는 현재의 상태, 여기서는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취합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과거의 데
이터와 합리적 가정을 통해 만든 운동학적 모델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는 꽃잎이 떨어지는 동영상에서 t시간에서의 
영상 내의 꽃잎의 위치와 속도이고, 은 t-1시
각에서의 영상 내의 꽃잎의 위치와 속도가 된다. 
꽃잎이 낙하하는 속도는 자유 낙하이므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 2ℎ	 (3)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은 꽃잎이 자유 낙하할 
때 중력의 영향만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실

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이 존재하므로 바람의 영향

을 받는 경우에 위치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따
라서 꽃잎이 낙하하는 경우의 운동학은 아래와 같
이 조건부 확률	(|)로서 식 (4)와 같이 근사

화할 수 있다.  
 

  (|) =  +2(	 − 	) + () (4) 
 
이때의	()는 바람이나 꽃잎의 상태에 의한 위

치추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가우시안분포로 가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ormal distribution을 나
타내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실험에 의해 계산한다. 
따라서 샘플은 위의 확률로부터 샘플링 된다. 즉,  
 

 	[]~(|) (5) 
 
따라서  = {[], [], …… , []} 으로 파티클이 

생성된다. 
 
추정과정(estimation process) : t시간에서의 센서 

측정치 분포로부터 관측 분포를 구한다. 이것이 
시스템의 likelihood이다. 예측 과정에서 샘플링 된 
particle에 대해 likelihood의 확률로 샘플링 하여 
사후 추정치를 계산한다. 꽃잎의 경우, 측정은 영
상의 촬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꽃잎의 위치와 속
도는 영상 내의 위치와 위치를 미분한 속도 값으

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치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 =  + (t) =  	  (6) 

 
여기서 sensor reading은 측정치인 t시각에서의 

영상 내 꽃잎의 위치를 나타낸다. 식 (6)에서 표현

된 것처럼 이 측정치에는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
어서 실제의 상태인 는 R(t)에 의해 가려져 있다

고 본다. 여기서 R(t)는 measurement model로서 영
상센서가 갖고 있는 센서 고유의 위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이 값은 센서의 고유한 값이므로 센서

마다 다르다. 이 불확실성도 역시 실험에 의해 측
정한다. Measurement model인 센서의 해상도에 의
한 위치 측정 불확실성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t) = (0,Σ) (7) 

 
식 (7)은 측정값에 중심을 둔 zero centered 가우

스 분포 형태를 띤다. 이 값은 영상 장치의 해상도

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t) 역시 실제 실험

을 통해서 구한다. 식 (5)에서 샘플링 된 파티클은 
추정 과정에서 식 (6)으로 표현되는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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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을 이용하여 weight factor를 update한다. 즉, 
 

   []~R(t) = ([]; 0,Σ) (8) 
 
식 (8)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분포확률을 사용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Σ
exp − []Σ

 (9) 

 
식 (9)에서 샘플링 된 weight factor는 전체 파티

클의 weight factor의 총합이 1이 되도록 아래 식 
(10)과 같이 normalize 된다.  

 

   [] = []∑ []  (10) 

 
식 (10)에 의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weight factor

는 전체 합이 1인 중요도 비율을 나타낸다. 즉, 파
티클이 가지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index가 된다.  
식 (5)와 식 (10)에서 얻은 파티클 예측치와 각 

파티클의 weight factor는 하나의 순서쌍을 이룬다. 
즉, 
 
  = [], [], [], [], …… , [], [] (11) 

 
식 (11)로 표현된 순서쌍 집합 는 시각 t에서

의 상태 를 m개의 particle과 weight factor로 표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Particle filtering 기법은 분포

가 Gaussian distribution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는 일
반적인 분포에도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비
선형 시스템(nonlinear system)의 dynamics를 잘 표
현할 수 있다. 다만, 분포를 표현하는 particle의 수 
m이 매우 크면 실제와 다름없는 표현능력이 있는 
반면 계산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m의 수를 
줄이면 실제의 분포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Resampling과정: Particle filter의 문제 가운데 하

나가 몇 번의 반복실행 후에는 가중치가 한 두 개의 
중심 샘플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중심 샘플 이외

에는 가중치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샘플의 퇴화(degeneracy)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퇴화를 막기 위하여 resampling을 실시한

다. Particle의 weight factor를 조사하여 weight 
factor가 Gaussian distribution으로부터 randomly 
sampling한 probability 보다 큰 weight factor를 갖는 
– 다시 말하면, 더 높은 weight factor를 갖는 – 

particle만 선별하여 새로운 particle로 한다. 이것을 
Importance based resampling with replacement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퇴화(degeneracy)의 문제를 개
선할 수 있다. 이를 Pseudo-code로 쓰면 다음과 같
이 된다.  

 

 (12) 

 
식 (12)는 cumulative probability of weight factor가 

random sampling 값보다도 큰 경우의 []를 새로운 
particle로 대체한다는 전략이다. 즉, weight factor에 
따른 확률로 상태를 샘플링 함으로써 weight factor
의 집중화 현상에 의한 퇴화(degeneracy)를 방지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중요 가중치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므로 

퇴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알고리

즘의 퇴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척도로서 효율적인 샘플 크기를 의미하는 N을 사
용한다. 여기서는 참고문헌 (13)에 제시된 유효 샘
플크기에 관한 수식을 사용한다. 

 	 = ∑([]) (13) 

3. 통계적 모델링과 실험 

본 논문에서는 벗꽃잎이 낙하할 때 벗꽃잎의 형
상에 의한 영향, 그때 그때 달라지는 바람의 영향

에 의하여 불규칙 운동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취
득하여 위치와 속도를 계측하였다. 이 자료를 근
거로 하여 위에 설계된 Particle filter를 사용하여 
추적실험을 수행하였다.  

 
3.1 실험 방법 
낙하실험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외에서 

실시되었으며 벗꽃잎을 표준 크기의 각각 모양이 
다른 것을 10개씩 따서 10회 반복 시험하였다. 꽃
잎이 낙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1.4초의 범위

에서 형성되었다. 낙하 꽃잎의 계측은 영상의 촬
영과 분석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카메

라를 고정대에 고정시킨 다음 꽃잎을 낙하시켜서 
낙하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후 저장된 동영상을 
PC에 옮기고 Windows의 Moviemaker S/W를 이용

하여 0.03초의 time step으로 나누어서 정지영상으

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지영상 내의 꽃
잎의 위치를 Windows의 그림 판 S/W를 이용하여 



Particle Filtering 에 근거한 낙하하는 꽃잎의 운동궤적의 통계적 추정 
 

 

633 

픽셀 단위로 계측하였다. 실제 치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메라 보정이 필요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가진 
눈금을 새긴 Template을 만들어서 Template과 함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10회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

고 결과로 나온 위치 데이터를 횟수로 평균하여 
각 단계에서의 평균 속도와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3.2 시스템 모델링 
이와 같은 실험을 바람의 상태가 조금씩 다를 

때를 기준으로 하여 5회(epoch) 실시하였다. 따라

서 총 실험 횟수는 10회/epoch x 5 epoch=50회의 실
험을 수행하였다. 
위의 측정으로부터 작성된 실험 시스템 모델은 

다음 Fig. 2 ~ Fig. 4와 같다. Fig. 2(a)는 꽃잎이 자유 
낙하할 때의 위치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Fig. 2(b)
는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한 속도의 실험 결
과 그래프이다. 

Fig. 2(b)에서 각 회차 마다 바람의 세기가 달라

져서 꽃잎의 낙하 평균속도가 회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Fig. 3은 자유 낙하하는 
꽃잎의 속도 히스토그램이다. 속도 히스토그램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분포는 가우

스 분포를 닮아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우스 분포로 

근사하였다.  
Fig. 4는 실험 회차에 따른 분포의 변동성을 막

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나타낸다.  
 

3.3 Particle filter에 의한 궤적추정 
여기서 운동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상태변수는 

위치와 속도이다. 즉,  = (, )이며 는 꽃잎의 위
치를 나타내며, 는 꽃잎의 속도를 나타낸다. 상태 

 
Fig.  1 Experimental view of falling down petals of 

cherry blossom. The petal falling in the air is 
shown in the red circle in the Figure. Template 
was used to calibrate the position of the petal in 
the air 

 
(a) Position variation with time 

 

(b) Velocity variation with time 

Fig. 2  Distance and velocity graph for the falling petal 
in the air 

 

 
Fig. 3 Velocity distribution of falling petal 



이   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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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사용하여 2절에서 설계한 Particle filter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Particle filter의 적용 시에 
particle의 수는 150~1000개로 변동시키면서 실험하

였다. 이때 시스템의 표준 편차는 2%, 측정의 표준 
편차는 10%정도로 하였는데 이는 영상의 측정 정
밀도 및 측정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4. 결과 및 고찰 

Fig. 5는 꽃잎이 떨어지는 속도의 불규칙성에 대
하여 Particle filter가 예측한 다음 추적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규칙한 속도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추적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에서 적색 라인은 꽃잎의 위치를 나타낸다. 

청색 점은 Particle filter가 예측한 꽃잎의 추정위치

를 나타낸다. 초록색으로 아래 위로 길게 나 있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particle의 분포이다. 초록색은 
그 샘플링 순간의 꽃잎의 상태변수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Particle filter의 particle의 수는 150개~1000개로 
변동시키면서 실험하였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particle의 수가 150인 경우(Upper part)에 비해 
particle의 수가 1000인 경우(Lower part)에 step이 
진행할수록 오차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icle의 수는 많을수록 실제 분포에 가깝게 
나타나나 너무 많으면 계산 량이 많아져서 속도가 
느려진다. 실시간 추적에서는 계산 량이 많아서 
속도가 느려지면 추적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적
절한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Fig. 6은 14step 가운데 2step과 11step에서의 실
제 꽃잎의 위치 그리고 꽃잎의 추정치와 particle의 
분포 상태를 보여준다. 2step의 위 그림은 측정치

의 분포를 나타내며 적색의 원형마크가 측정치의 
참값을 나타낸다. 이 위치는 실험에서 2step에서의 
영상을 통하여 계측된 위치이다. 아래 그림은 이 

 
Fig. 4  Velocity distribution of falling petal 

 

 

 
Fig. 5 Estimated vs. true value and error values are 

normalized. Upper picture: 150 particles, Lower 
one: 1000 particles) 

 
Fig. 6 Weighted samples and estimated samples(particles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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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의 분포가 가중치로서 반영된 샘플들의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2 step에서 예측 치는 약간 왼
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particle의 분포밀도도 측정

치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나타나 있다. 
11step에서의 그림에서는 측정치의 방향으로 예

측 치가 좀더 이동한 모양을 나타낸다. 초기의 측
정치와 예측치사이의 오차는 단계가 지날수록 줄
어드는 것을 Fig.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생물시스템(micro-bio 
system)이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때 이를 
예측하고 추적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파티클

필터 이론을 사용하여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

다. 이를 통하여 
(1) 마이크로-생물체와 같은 자유운동이 가능한 

시스템의 운동경로를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통계

적으로 관측하였다. 
(2) 마이크로-생물체의 운동을 제시된 수학적 모

델을 파티클 필터이론에 적용하여 오차범위 내에

서 추적이 가능함을 보였다. 
(3) 마이크로-생물체의 운동을 이용한 시스템의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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