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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를 활용한 저사양 GPS의 위치 정확도 향상 기법

Low-end GPS Position Accuracy Enhancement Method by using Map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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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position accuracy enhancement method of a low-end GPS using digital map 

information. The latest digital map has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on geographical features. The proposed method uses 

position information of lane marks among the geographical features. We define the position information of lane marks as the 

reference points. The position information of a low-end GPS acquired for a period of time is defined as the source points. In 

the proposed method, rotation and translation matrices between the reference and the source points are calculated by using 

an Iterative Closest Point(ICP) algorithm. The source points are transformed by the obtained rotation and translation matrices. 

Finally, the transformed source points are projected on the reference points. Through these processes, the position accuracy of 

a low-end GPS is ultimately enhanced.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the various real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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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통사고 예방, 시간의 자유로운 활용, 탄소배출 감축 등을 목

표로 무인 자동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무인 

자동차의 핵심기술은 크게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

을 인식하는 인식 시스템, 자신의 위치, 속도, 자세 정보를 파악

하기 위한 항법 시스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제어 시스템, 인

식/제어/항법 시스템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서 자동차의 운행

을 결정하는 통합 시스템 구분할 수 있다[2]. 특히, 자신의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한 항법 시스템 기술은 무인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이다. 

무인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해 

GPS 센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GPS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

의 지연 시간 오차, 전리층의 영향, 위성 시계 오차, 다중 경로에 

따른 오차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제한된다. 상용 GPS의 위치 정

확도는 수평으로 약 10[m], 수직으로 약 20[m]로 알려져 있다

[3]. 만약 무인 자동차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경로 추종을 수

행해야 한다면 차선 구분이 가능할 정도의 위치 정확도가 제공되

어야 한다.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가장 쉬운 접근방법은 다양

한 오차에 대한 보정 알고리듬이 포함된 RTK(Real Time 

Kinematic)-GPS[4], A-GPS(Assisted GPS)[5], DGPS(Differential 

GPS)[6], CDGPS(Carrior phase DGPS)[7] 등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별

도의 통신링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인프라를 요구하고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디지털 지도에 포함된 정지된 특징 정

보(차선, 연석, 도로경계 등)와 무인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영상

으로부터 획득하는 도로 특징 정보 간에 정합을 수행함으로써 

지도 상에서의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방법[8], 영상센서를 이

용해 곡선 모델을 사용하여 차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선의 

횡방향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GPS 위치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

[9], LIDAR를 통해 미리 생성하여 저장해둔 3차원 점군(Point 

Cloud) 정보와 현재 주행 중 획득하는 점군 정보를 정합시켜 

차량의 위치정보를 추정하는 방법[10] 등이 있다. 이런 접근방

법들은 지도에 포함되어 있거나 미리 생성해 둔 특징 정보와 

차량 주행 중 LIDAR나 영상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특징 정보를 정합하여 위치를 추정하여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상용 GPS의 위치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센서들과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지도 정보에 포함된 중

앙선의 위치 정보와 차량이 주행 중 획득되는 저사양 GPS의 위

치 정보 간 정합을 수행하여 저사양 GPS의 위치 정보를 보정하

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차량이 항상 도로 위

를 주행한다는 가정 하에 지도 정보에 포함된 중앙선의 위치 정

보와 차량이 주행 중 현재부터 과거 일정 시간 동안 획득되는 

저사양 GPS의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반복 최근접점(Iterative 

Closest Point; ICP) 알고리듬을 통해 지도의 중앙선 위치 정보

를 기준으로 획득된 저사양 GPS의 위치 정보의 회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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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도의 중앙선 특징정보 해당 위치 집합(예)

Fig. 1 Position set of a centerline in a map(example)

(Rotation Matrix)와 병진벡터(Translation Vector)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획득된 저사양 GPS의 위치 정보를 지

도의 중앙선에 가장 근사하도록 보정하고 부가적으로 보정된 저

사양 GPS 위치 정보를 지도의 중앙선에 사영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정을 수행하여 저사양 GPS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저사양 GPS의 위치 정확도 향상시키

는 것은 기존 유사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독창적인 방법이다. 보

통 ICP 알고리듬은 두 점군 사이의 거리 차이를 최소화하는 회

전행렬과 병진벡터를 계산하는 알고리듬으로 로봇 응용 분야에서

는 센서(영상, LIDAR, RADAR 등)로부터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

레임에서 획득된 환경의 2차원 또는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서로 

매칭함으로써 지도를 작성하거나 위치를 추정하는 분야[11, 12]

에 활용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반복 최근접점 알고리듬의 

활용 분야를 새롭게 확장하여 스캔한 센서 데이터 간 매칭이 아

닌 지도 정보의 중앙선 위치 정보와 저사양 GPS 위치 정보 간 

매칭에 활용하여 저사양 GPS의 위치 정확도 향상에 사용한다는 

차이점과 독창성을 가진다. 제안된 방법은 추가적인 센서를 요구

하지 않으며 위치 정보와 위치 정보 간 정합을 수행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량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보이기 위해 실제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

고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2. 지도 정보 기반 저사양 GPS 위치 정확도 향상 방법

제안된 방법은 (i) 디지털 지도 Data Base(DB)의 중앙선에 대

한 위치 정보와 (ii) 무인 자동차가 주행 중 일정 시간 또는 거리 

동안 획득하는 위치 정보를 (iii) 정합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주행 

중 획득하는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한다. 

2.1 활용되는 지도 정보 DB 

제안된 지도 정보 기반 저사양 GPS 위치 정확도 향상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영역의 지도에 포함된 중앙선, 차선, 경계선 

등의 특징 정보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

한다. 즉, 해당 정보를 DB 형태로 디지털 지도나 다른 형태로 보

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1은 송도 주변의 일정 영역에 대

해 선택된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도시

한 그림이다. 

그림 1에서 검은색 ‘*’는 임의 간격으로 도로의 중앙선의 위치 

정보를 추출한 그림이다. 그림 1의 좌측 하단의 그림은 일부분을 

확대한 그림이다. 그림 1의 경우 수기로 도로의 중앙선에 대해 

위치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도로의 특징 정보는 디지털 지

도를 제작할 때 DB 형태로 포함되거나 일반 지도에서 영상처리

기법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13]. 전자도로지도 중앙DB 표준

[14]을 통해 관련 특징 정보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2 위치 정보 정합을 통한 위치 보정

제안된 방법은 디지털 지도 DB에서 추출한 중앙선의 위치점

들의 집합을 기준(Reference) 집합으로 정의하고 무인 자동차가 

일정 시간 동안 획득된 위치점들의 집합을 소스(Source) 집합으

로 정의한다. 기준 집합과 소스 집합 간 정합을 수행하여 궁극적

으로 위치 보정을 하고 제안된 방법은 ICP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P. Besl과 N. McKay에 제안된 반복 최근접점 알고리듬[15]은 

3차원 점군들 사이에 적합(fitting) 또는 등록(registration) 알고

리듬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반복 최근

접점 알고리듬은 3차원 모델 적합(3D model fitting), 형상 등록

(Shape registration) 및 인간 동작 추적(Human motion track-

ing)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알고리듬이다. 

소스 집합을 W={ , I = 0, 1, 2, ..., n}라 정의하고 기준 집

합을 M={ , j = 0, 1, 2, ...,k}라 정의하면 상세한 ICP 알고리

듬은 다음과 같다[11, 12, 16, 17]. 

(1) 기준 집합 M과 현재 시점에서 획득된 소스 집합 W를 읽

어 들인다. 

(2) 소스 집합 W에 일대일로 매칭되는 가장 가까운 점들의 집

합을 찾는다. 찾아진 점들의 집합은 M'={′ , r = 0, 1, 

2, ..., n}으로 정의한다. 이 때 정합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들로네 삼각분할(Delaunay triangulation)을 이용

하는 분할 방법인 Delaunay tessellation[18]을 사용한다. 

들로네 삼각분할은 평면 위의 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분할할 때, 이 삼각형들의 내각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분할을 말한다. 들로네 삼각분할의 가장 중요

한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도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제외한 다른 어떤 점도 포함하지 않는다”이

다. 어떤 점들의 집합에 대한 들로네 삼각분할이 있으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점을 곧바로 구할 수 있

다. 어떤 점에 연결된 엣지(edge)들만 조사하면 이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이 존재하게 된다. 즉, 원래는 모든 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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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거리를 비교해봐야 하지만 들로네 삼각분할이 있으

면 그 점과 연결된 점들과의 거리만 조사하면 쉽게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들로네 삼각분할 예제

Fig. 3 An example of Delaunay triangulation

그림 3은 들로네 삼각분할의 예제이다. 그림 3의 (a)와 같이 

임의의 점들의 집합이 있을 때 들로네 삼각분할을 구하면 그림 

3의 (b)와 같다. 들로네 삼각분할은 각각의 삼각형들이 최대한 

정삼각형에 가깝게 나오도록 하는 분할을 말한다. 만약 그림 3의 

(b)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점과 가장 가까운 점들을 구하게 된다면 

연결된 에지들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엣지에 연결된 점이 가

장 가까운 점이 된다.

(3) 집합 W와 M'에 대해 다음 오차함수 e가 최소화되는 R과 T를 계

산한다. 

    min
  

 ∥′ ∙ ∥ (1)

여기서, R=


cos sinsin cos



의 2×2 회전행렬이고, T=







의 2×1 

이동행렬을 의미한다.

(4) 소스 집합 W를 위에서 구해진 R과 t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스 집합 W'={′ , t = 0, 1, 2, ..., n}를 구한다. 여기서, 

′ ∙ 를 의미한다. 

(5) M'과 W' 사이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구한다. RMSE가 기 정의된 일정한 값  

이하가 될 때까지 (2)~(5)를 반복한다. 구해진 RMSE가  

이하가 되면 종료한다. 참고로 제안된 방법이 실시간 구현

을 위해 사용된 반복 최근접점 알고리듬[17]에서는 저사

양 GPS의 획득주기(실험 설정 1초)에 맞추어 RMSE가  

이하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 내에 계산을 위해 최소 및 최

대 반복 횟수와 을 설정하였다. 이 작아지면 반복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안된 방법은 도출된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소스 집합을 

변환하여 1차적으로 기준 집합과의 오차가 작아지도록 만든다. 

하지만, GPS에 포함된 오차에 의해 기준 집합과 불일치가 존재

한다. 기준 집합과의 불일치를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영

(Projection)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GPS의 위치를 보정한다. 사

영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선 위로의 정사영 

Fig. 4 Orthogonal projection onto a line

제안된 방법을 그림 4를 활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기준 집합 중에서 시작 위치와 가장 가까

운 점 두 점을 계산한다. 무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한 점을 시작점, 나머지 한 점을 끝점으로 정의한다. 시작점과 끝

점을 연결하여 그림 4의 벡터 를 정의한다. 시작점과 현재 시작 

위치를 연결하여 벡터 를 정의한다. 벡터 를 벡터 에 정사영

시켰을 때 생성되는 벡터를 로 정의하면 수식 (2)와 같이 계산

된다.




 (2)

시작 위치에서 다음에 무인 자동차에서 획득되는 위치에 대해

서도 같은 방법을 수행하고 무인 자동차가 멈추는 지점에서 획득

되는 위치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2.3 제안된 위치 보정 알고리듬

제안된 지도 정보 기반 저사양 GPS 위치 정확도 향상방법에 사용된 

위치 보정 알고리듬의 순서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초기화 부분은 알고리듬에 사용되는 변수와 메모

리에 대한 선언 및 초기화를 수행한다. 알고리듬은 GPS의 위치 

정보가 계속 획득되는 동안 구동되고 지도 DB와 획득된 위치 정

보 집합과의 정합을 위해 일정한 개수(N)의 위치 정보가 획득되

었을 때부터 처리가 시작된다. 일정한 개수의 위치 정보가 획득

되었을 때 획득된 데이터들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버퍼에 저장

되고 보정이 완료된 이후에 버퍼에 가지고 있는 제일 과거의 위

치 정보는 삭제되고 나머지 위치 정보들은 새로운 위치 정보 저

장을 위해 이동(Shift)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2.2절의 방법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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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GPS 안테나, (b) 사용 스마트폰, (c) 항법장치, (d) GPS

위치 정보 획득 앱

Fig. 6 (a) GPS antenna, (b) Smartphone, (c) Navigation

equipment, (d) GPS position acquisition app.

그림 7 (a) 궤적 1, (b) 궤적 2, (c) 궤적 3, (d) 궤적 4

Fig. 7 (a) Trajectory 1, (b) Trajectory 2, (c) Trajectory 3 

(d) Trajectory 4

그림 5 제안된 위치 보정 알고리듬 순서도

Fig. 5 Flow chart of the proposed position correction 

algorithm

3. 실험 및 결과 분석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주행

궤적에 대해 실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수행된 실험

들의 조건, 주행궤적 및 실험 결과들에 대해 기술하고 분석 결과

를 제시한다. 

3.1 실험 조건 및 주행궤적

제안된 방법의 최종 결과물은 위치 정보이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된 결과의 위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고사양의 

IMU와 GPS로 구성된 항법장치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IMU와 

GPS는 Novatel사의 UINU-H58과 SPAN- SE-D-GENERIC 모델

[19, 20]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GPS 안테나는 Novatel사의 

GPS-703-GGG 모델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항법장치의 위치 정

확도는 정지 시에는 1[cm] 급이고 주행 시에는 0.4[m]급이다. 

고사양 항법장치의 위치 정보를 참값으로 가정하고 제안된 방법

으로 계산된 위치 정보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갤

럭시 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였고 

별도의 앱을 구현하여 GPS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항법장치와 스마트폰 배치 및 스마트폰 GPS의 위치 정보 획

득 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의 (a)는 GPS 안테나의 배치를 보여준다. GPS 안테나

는 차량의 지붕 가운데에 배치하였다. GPS 신호의 원활한 수신

을 위해 약간의 높이를 가지는 기둥 위에 장착되었다. 그림 6의 

(b)는 사용된 스마트폰 배치를 보여준다. 사용된 스마트폰은 차량 

내부 운전선 앞쪽에 배치하였다. 운전석 전면창에 가깝게 배치한 

이유는 원활한 GPS 수신을 위해서이다. 그림 6의 (c)는 항법장치

의 배치를 보여준다. IMU는 차량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아래 중

간 위치에 가급적 견고하게 배치하였다. 왼쪽 상단에 GPS 수신

기이며 GPS 수신기는 안테나와 IMU에 각각 케이블들로 연결되

어 있다. GPS 수신기와 IMU의 전원은 차량의 시거잭과 전원 어

댑터를 활용하여 공급하였다. 고정밀 항법장치의 위치 정보 수신

은 노트북을 활용하였다. IMU가 차량을 기준으로 가급적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두께가 두꺼운 철 재질의 판을 활용하여 평평하도

록 하였다. 그림 6의 (d)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로부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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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궤적 1에 대한 실험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 of trajectory 1

그림 9 궤적 2에 대한 실험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 of trajectory 2

그림 10 궤적 3에 대한 실험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 of trajectory 3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자체 구현한 앱의 GUI(Graphin User 

Interface)를 보여준다. 내장 GPS로부터 출력되는 경도, 위도, 속

도, 시간, 방향, 위성수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실

험 시에는 스마트폰의 GPS로부터 1초 간격으로 각 정보를 획득

하고 저장하도록 구현되었다. 고정밀 항법장치의 위치 정보도 1

초 간격으로 획득되도록 설정하였으며, 획득된 위치 정보는 노트

북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실험 시 스마트폰의 GPS 단독모드로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기지국과의 통신으로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Assisted-GPS 모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된 주행궤적은 총 4개이며, 상세한 궤적은 그림 7

의 (a) 궤적 1, (b) 궤적 2, (c) 궤적 3, (d) 궤적 4와 같다. 해당 

궤적은 ‘daum’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도시하였으며, 해당 그림들

의 검정색 선은 실험에 사용된 중앙선을 나타낸다. 해당 지도에

서는 도로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중앙선의 위치 정보는 제공

하지 않아서 수기로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DB로 활용하였다. 추

출된 각 궤적의 위치 정보 집합은 제안된 방법으로 정합을 수행

하게 될 때 기준 집합으로 사용된다.

3.2 결과 및 분석

4개의 주행궤적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8∼11에 도시하였

다. 각 그림들에서 검정색 ‘*’, 파란색 ‘+’, 빨간색 ‘*’은 각각 고

정밀 항법장치에 의해 획득된 위치 정보, 저사양 GPS에 의해 획

득된 위치 정보, 제안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위치 정보를 의미한

다. 노란색 점선으로 된 사각형은 각 그림들에서 일부 구간을 확

대한 그림들이다. 

그림 8의 결과에서는 저사양 GPS의 처리되지 않은 위치 정보

는 고정밀 항법장치의 위치 정보와 비교하였을 시 상대적으로 많

은 오차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도 어느 정도 오차는 

가지지만 더 적은 오차를 가지며 고정밀 항법장치의 위치 정보를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와 10의 결과들에서는 확

대된 부분의 일부 구간에서는 저사양의 GPS에서 획득된 위치 정

보의 오차가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된 위치 정보 오차보다 더 작

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제안된 방법은 최종적으로 도로의 중

앙에 위치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은 진

행방향으로 종방향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면 횡방향 오차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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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궤적 4에 대한 실험결과

Fig. 11 Experimental result of trajectory 4

폭에 의해 제한되므로 저사양 GPS와 같이 오차의 분산이 도로폭 

보다 큰 경우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 하지만 제안된 방

법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 방향에 대해 종방향 오

차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개의 주행궤적에 대

해서 저사양 GPS와 제안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위치 정보들의 

평균 오차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주행궤적별 저사양 GPS 및 제안된 방법의 평균 위치 

오차

Table 1 Average position error of the raw GPS and the 

proposed method for 4 trajectories.

구 분
궤적 1 궤적 2

raw GPS proposed raw GPS proposed

평균[m] 5.9629 3.2238 3.0867 2.0275

구 분
궤적 3 궤적 4

raw GPS proposed raw GPS proposed

평균[m] 4.3948 3.4989 4.5519 2.2923

표 1로부터 4개의 주행궤적에 대해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된 

위치 정보의 평균 오차가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로부터 제안된 방법을 통해 저사양 GPS의 위치 정확도가 향상되

었음을 의미한다. 궤적 1부터 4까지의 각 주행궤적에 대해 평균 

오차의 개선된 정도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각각 45.9[%], 34.3[%], 

20.4[%], 49.6[%] 개선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획득하기 용이한 지도 정보 DB의 중앙

선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저사양 GPS의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4가지 주행궤적에 

대해 고정밀 항법장치의 항법정보를 참값으로 가정하고 저사양 

GPS의 위치 정보가 제안된 방법에 의해 위치 정확도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하여 그 유용성과 실용화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추가적으로 제안된 방법을 실제 하드웨어(스마트폰 등)에 제작

하고 알고리듬을 이식하여 실시간 구현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센서(차량 탑재 블랙박스 영상 등)를 이용하여 현재 주

행차선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몇 번째 차선인지를 인식한다면 제

안된 방법의 횡방향 위치 정확도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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