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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량과 같은 이동체에 특별한 개조를 행함이 없이, GPS신호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위치, 속도, 방위각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이동검출장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GPS신호를  정상으로  수신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연산제어부3, 특히 속도연산처리부41, 방위각연산처리부42, 및 위치 연산처리부43에 있어서, GPS
신호에 따라서 이동체의 절대속도등과 관성센서5에 의하여 상대속도등의 사이의 관계정보를 산출하여 두
고, GPS신호가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관계정보와 상대속도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이동체의 실제의 
속도와 방위각의 정보를 산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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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동검출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GPS(Global Positionning System)위성에서의 전파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이나 인간등의 이동체
의 위치나 진행방향을 검출하는 항법기술에 관계하고, 특히, 터널내, 고층빌딩가, 고가도로아래등, GPS 
위성에서의 전파를 수신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정밀도 좋게 자율항법을 할 수 있는 이동검출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부터, 이동체의 이동량을 검출하는 이동량센서와 GPS 위성에서 수신한 GPS 신호를 조합하여, 이동체
의 현재위치나 속도를 실시간(實時間)에 검출하여 표시하는 이동검출장치가 알려지고 있다. 이 종류의 이
동검출장치는, 예컨대 카내비게이션시스템에 있어서의 위치정보등의 센서유니트로서 사용하고 있다. 카내
비게이션시스템에 사용되는 종래의 이동검출장치는, 예컨대, GPS 위성에서의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안
테나와 GPS 수신기, 이동량센서의 일례로 되는 타이어의 회전검출기, GPS 수신기로부터 보내진 GPS 신호
에 따라서 차량의 절대위치,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을 산출함과 동시에, 회전검출기로 계측된 타이어회
전수에 따라서 차량의 상대속도나 진행한 거리를 산출하여, 이 산출결과에 따라서 절대 위치등을 보정하
는 연산장치등을 가지고 있다. 카내비게이션시스템은, 미리 지도정보를 격납하고 있어, 연산장치의 연산
결과정보를 지도상에 포개어 표시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이동검출장치에서는, GPS 신호에 
따라서 차량의 절대위치등이 구해지고, 또한 회전검출기로 계측한 타이어회전수로부터 차량의 속도나 진
행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으므로, GPS만, 또는 회전검출기만을 사용한 경우보다도, 차량의 이동정보가 정
확하게 검출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종래의 이동검출장치에서는, 예컨대 빌딩간, 터널의 속, 또는 수
풀의 속과같이 GPS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는 장소에서는 이동량센서밖에 기능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동정보의 정밀도가 저하한다. 또한, 카내비게이션시스템의 경우, 차량의 주행중에 타이어가 헛돌거나, 
이동량센서가 타이어의 접촉부분에 있어서 헛도는 경우는, 이동량센서의 계측결과가 실제의 이동정보와 
달라진다. 더구나 상기 사태의 발생을 이용자가 인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이동검출장치의 
작동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동검출장치를 카내비게이션시스템에 사용하는 경
우, 이동량센서인 회전검출기에 사용되는 신호의 규격은, 모든 차량의 표준규격으로서 제공되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타이어의 형상이나 치수, 또는 부착부위가 다른 경우는, 그 계측결과에 차이가 생긴다. 그 
때문에, 시스템도입시에는 차량을 회전검출기의 신호규격에 맞추어 개조하거나, 또는 차량마다 회전검출
기의 교정작업을 하는 것이 필수로 되고, 시스템도입원가를 저하시킬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개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GPS 신호에 따라서 이동체의 절대위치,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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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1이동정보를 생성하는 GPS 연산수단과, 이동체의 진행방향으로 생긴 가속도 
및 진행방향으로 대하여 일정량의 경사각을 갖는 축선주위에 생긴 가속도 및 진행방향으로 대하여 일정량
의 경사각을 갖는 축선주위에 생긴 각속도를 검출하는 관성센서와, 상기 관성센서로 계측된 가속도 및 각
속도로부터 해당 이동체의 상대위치,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2이동정보를 생
성하는 수단과, 제1 및 제2이동정보를 각각 상호의 정보에 의해 보정하여 상기 이동체의 실위치, 실속도, 
및 실방위각을 포함하는 실이동정보를 연산에 의해 생성하는 연산제어수단을 구비하여 이동검출장치를 구
성한다. 상기 연산제어 수단은, 예컨대, GPS 신호를 정상수신한 경우에 생성되는 연산결과정보를 유지하
고 놓고, GPS 신호가 수신할 수 없었던 경우는 상기 유지된 연산결과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체의 실이
동정보를 연산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상기 실속도 및 각속도데이타에 따라서 그 실속도에 대하여의 원심
력의 영향을 보정하는 원심력보정수단과, 상기 절대속도와 상기 상대속도와의 차분 및 상기 절대방위각과 
상기 상대방위각과의 차분에서 상기 관성센서의 드리프트에의한 오차량을 각각 산출하여, 산출한 각 오차
량에 따라서 상기 상대속도 및 상기 상대방위각을 각각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구비하여 구성한다.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구체적으로는,  속도연산처리부,  방위각연산처리부 및  위치연산처리부를 포함하고 
있다.

(1) 속도연산처리부는, 이하의 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1-1) 상기 절대속도와 상기 상대속도를 필터합성하여 얻은 합성속도의 변화분에서 제1운동가속도를 산출
하는 수단.

(1-2) 가속도데이타에서 상기 제1운동가속도를 빼어 제1중력가속도를 산출하는 수단.

(1-3) 각속도데이타를 적분하여 얻은 각도정보를 제2중력가속도로 변환하는 수단.

(1-4) 제1 및 제2중력가속도를 필터합성하여 얻은 제3중력가속도를 기준경사각에 근거하는 제4중력가속도
로 변환하는 수단.

(1-5) 제1중력가속도와 제4중력가속도와의 사이의 오차치를 산출하는 수단.

(1-6)  제2중력가속도를 상기 오차치에 의해 보정하여, 보정후의 중력가속도를 가속도데이타로부터 빼어 
제2운동가속도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 제2운동가속도를 적분하고 실속도를 산출하는 수단.

또, 상기 절대속도와 상대속도의 필터합성 및 상기 제1 및 제2중력가속도의 필터합성은, 각각대역이 다른 
2종류의 필터를 통과한 값의 합성이다.

(2) 또한, 방위각연산처리부는, 이하의 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2-1)  상기 절대방위각의 단위시간 마다의 변화분과 상기 상대방위각을 필터합성하여 합성상대방위각을 
산출하는 수단.

(2-2) 축차 갱신되는 상기 절대방위각 및 상기 상대방위각에 근거하는 상기 합성상대방위각과 해당절대방
위각과의 합산에 의해 얻어진 제1실방위각과, 상기 상대방위각과 상기 실방위각과의 합산에 의해 얻어진 
제2실방위각의 어느 한쪽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수단.

또, 상기 절대방위각의 단위시간 마다의 변화분과 상기 상대방위각의 필터 합성은, 대역이 다른 2종류의 
필터를 통과한 값의 합성이다. 

(3) 위치연산처리부는, 이하의 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3-1) 상기 실속도를 적분하여 이동거리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 이동거리 및 상기 실방위각에 따라서 위
도변화위치 및 경도변위치를 산출하는 수단.

(3-2) 축차 갱신되는 상기 절대위치를 그 미갱신기간에 상기 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에 의해 보정하고 
실위치를 생성하는 수단.

연산제어수단을 상술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이동체의 종별이나 이동상황, 예컨대 GPS 신호가 수신될 수 
없는 장소를 이동중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해당 이동체의 위치, 속도, 방위각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취
득할 수가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이동검출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

제2도는 속도연산처리부의 기능블럭도.

제3도는 방위각연산처리부의 기능블럭도.

제4도는 위치연산처리부의 기능블럭도.

제5도는 서로 직교하는 3축방향과 이동체의 진행방향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

제6(a),(b)도는 가속도데이타에 포함되는 운동가속도와 중력가속도와의 관계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7도는 GPS 신호의 영향을 고려한 옳은 운동가속도를 생성하기위한 순서설명도.

제8도는 2종류의 중력가속도를 합성하는 경우의 순서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9도는 기준축방향의 오차치의 산출과정을 도시하는 설명도.

제10도는 GPS 신호가 얻어지지 않은 경우의 실속도를 산출하는 경우의 순서설명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의한 이동검출장치의 사용상태설명도.

17-3

1019970702665



제12도는 이 실시예에 의한 이동검출장치의 구성도.

제13도는 이 실시예에 의한 관성센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내부사시도.

제14도는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연산제어부의 기능 블록구성도.

제15도는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절대위치의 산출과정의 설명도.

제16도는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절대방위각의 산출과정의 설명도.

제17도는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정처리의 내용설명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제1도는, 본 발명의 이동검출장치의 실시의 형태예를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이 이동검출장치는, GPS 안테
나1에서 캐치(catch)한 GPS 신호를, 예컨대 위도나 경도등의 위치정보, 절대속도나 절대방위각을 나타내
는 정보와 같이 저율항법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GPS 수신기2외에, 
연산제어부3, 관성센서5, 상시급전(常時給電)에 의해서 백업이 잡힌 백업메모리6 및 데이터출력부7를 구
비하고 있다. 

연산제어부3는, GPS 수신기2로부터의 시리얼데이타를 수신하여 병렬데이타로 변환하는 디지털 수신부31, 
관성센서5로부터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아날로그수신부32,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부(A/ D 변환부)33, 디지털  데이터의 노이즈성분을 제거하는 노이즈제거
처리부34 및 이동체의 실속도·실방위각·실위치를 연산하는 연산처리부4를 구비하고 있다. 디지털 수신
부31는, GPS 신호에 포함되는 스테이터스(status)신호의 유무나 GPS 신호의 갱신의 유무를 판정함으로써,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GPS 감시부31a를 가지고 있다. 이 GPS 감시부
31a의 감시결과는, 연산처리부4에 보내진다. 

관성센서5는,  이동체에  관해서  설정된  삼차원측(X,  Y,  Z  축)에  생긴  가속도  및  각속도를  계측하는 
것이고, 예컨대 3개의 가속도계51a∼51c, 3개의 각속도계 52a∼52c, 이들의 계측결과를 증폭하는 증폭부
5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 이것들의 계량기는 정확히 직교하는 3축상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확히 직교하지 않는 경우나, 이동체에 서로 사교(斜交)하는 3축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계측치를 적당
한 파라메터에 의해서 정확한 값으로 보정할 수가 있다. 또한, 이동체의 진행방향으로 생긴 가속도 및 진
행방향에 대하여 일정량의 경사각을 갖는 축선주위에 생긴 각속도를 계측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가속
도계는 적어도 1개, 각속도계는 적어도 2개 존재하면 좋다. 

증폭부53으로 증폭된 계측결과는, 아날로그수신부32를 경유하여 A/ D 변환부33로 각각 연산처리부4에서의 
연산처리에 알맞은 형식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노이즈제거처리부34로 노이즈성분이 제거되어, 백업
메모리6에 축차 갱신가능케 축적된다. 

연산제어부3가 구비하는 연산처리부4는, 프로그램된 디지털 프로세서이고, 백업메모리6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소정의 타이밍으로 읽어 내어 이동체의 실속도, 실방위각, 실위치의 정보를 연산함과 동시에, 
연산처리결과를 이 백업메모리6에 적절히 축적하는 것이다. 

편의상, 속도의 연산은, 제2도에 나타내는 구성의 속도연산처리부41, 방위각의 연산은, 제3도에 나타내는 
구성의 방위각연산처리부42, 위치의 연산은, 제4도에 나타내는 구성의 위치연산처리부43가 담당하도록 구
성하고 있다. 데이터출력부18는, 연산제어부3의 출력정보를 표시장치내지 후 처리부에 출력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동검출장치에 있어서의 이동체의 실속도, 실방위각, 실위치를 산출하는 경우의 각부의 작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전제로서, 제5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동체의 진행방향을 X축, 이동체의 진행방
향을 포함하는 평면상에서 해당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을 Y축, X축과 Y축에 형성되는 평면에 
수직하게 되는 방향을 Z축으로 한다. 

(1) 이동체의 실속도

이동체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가속도계 51a∼51c에 의해 계측된 가속도 데이터에는, 제6
도(a),(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동체의 자세각(기준축으로부터의 경사각)에 기인하는 중력가속도g(= A/ 

sin )과 이동체의 진행방향의 실속도에 기인하는 운동가속도EX(= B/ cos )의 양쪽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의 가속도데이타는, 제6(a)도에 나타내는 가속도 데이터 A(= g·sin )과 제6(b)도 나타내

는 가속도데이타 B(= EX·cos )와의 합성치로 된다. 이 경우, X축으로부터 본 이동체의 속도는, 가속도
계 51a∼51c의 출력정보인 가속도데이타 (A+ B)에서 운동가속도EX만을 추출하는 것으로 그 산출이 가능해

진다. 각속도계의 출력정보인 각속도데이타는, 주로 중력가속도를 배제하기 위한 경사각( )을 구하기 위
해서 사용한다. 

이 원리에 의한 속도연산처리부41의 작동을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편의상, X 축에 대하여만 설
명하지만, Y, Z 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된다. 

우선,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가능한 때에 오차치8를 구하여 둔다.

지금, GPS 신호에 근거하는 진행방향(X 축방향)의 절대속도를 VGX, 가속도계 51a가 계측한 X축방향의 가

속도데이타를 AX, 각속도계 52b가 계측한 Y축주위의 각속도데이타를 q, 수평면에 대한 X축의 경사각을 
로 한다. 

속도연산처리부41는, 우선 제7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업메모리6에 축적되어 있는 가속도 데이터AX를 
GPS 신호와 위상을 합치기 위해서 결정된, 어떤 지연시간을 기다려 읽어내고 (S101), 수평방향에 대한 X

축의 경사각 을 구한다 (S101). 또한, 높은 주파수(짧은 주기)의 중력가속도 를 산출한다. 경사각 은 

Y축주위의 각속도q를 적분회로41a에서 주기Δt마다 정적분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중력가속도 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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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을 sin 함수회로41b에서 연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지구의 중력가속도g= 1로 함). 그 후, 가속도 

데이터 AX와 상기 경사각 으로부터 X축방향의 운동가속도EX를 산출한다 (S103). 이 운동가속도EX는, 제
6(a),(b)도로부터 하기(1)식을 연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속도연산처리부41는, 이 운동가속도EX를 적분회로41c에서 주기Δt 마다 적분회로41c에서 정적분하여 얻은 
상대속도VX와,  GPS  신호에  따라서  산출된  절대속도VGX를  합성필터41d에서  합성한다  (S104,  S105). 
요컨대, GPS 신호로부터 산출되는 절대속도VGX는, 단위시간, 예컨대 1초마다 갱신되지만, 다음에 갱신되
기까지의 사이는 상대속도VX에 의해서 보충한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긴 주기)성분의 속도변화는 절대속
도VGX, 높은 주파수(짧은 주기)성분의 속도변화는 상대속도VX를 채용하도록, 각각 로우패스 필터 및 하이
패스 필터를 통해서 합성하여, 합성속도를 생성한다. 이렇게하여 합성된 합성속도를 상기 주기Δt에 의해
서 미분하여, GPS를 고려한 정확한 운동가속도EGX를 산출한다 (S106).

다음에, 제8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가속도EGX를 가속도데이타 AX에서 감산기 41f에서 빼는 것으로 

낮은 주파수(긴 주기)의 중력가속도 를 산출함과 동시에(S201), 상술한 높은 주파수(짧은 주기)의 중력

가속도 를 취득하여 (S202), 각 중력가속도 , 를 합성필터41g에 의해서 합성하여, X축에 대하여의 

합성중력가속도ax를 얻는다 (S203). 이 합성중력가속도ax를 자세각변환부41hg에서 예컨대 오이라좌표계로 

변환함과 동시에, 기준축에 대한 X축의 자세각, 요컨대 경사각(여기서는 x로 함)를 산출한다. 

또한, 제9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경사각 x를 sin 함수회로41i에 통해서 중력가속도 x를 산출함

과  동시에(S301),  이 중력가속도 x와  상기 중력가속도 를  감산기41j에  입력하여  양자의  차분을 

잡는다. 그리고, 이 차분을 오차치e(= - x)로서 백업메모리6에 축적한다 (S302). 또, 이상의 오차치의 

산출은 Y축방향, Z축방향으로 있더라도 같은 방향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다음에, GPS 신호가 얻어지지 않은 경우의 실속도의 산출순서를 제10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X축방
향의 실속도의 산출순서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Y축, Z 축방향의 실속도에 관하여는, X축방향의 경우와 마
찬가지이다. 

속도연산처리부41에서는, 관성센서5에 있어서 계측된 Y축주위의 각속도q를 백업메모리6로부터 상기 타이

밍에서 읽어넣어 (S401), 이것을 적분회로41k에서 적분하여 X축의 수평방향에 대한 경사각 을 산출한다 

(S402). 또한 이 경사각 을 sin 함수회로411를 통해서 중력가속도 = sin 으로 변환한다 (S403). 그리

고, X축방향의 가속도데이타 AX에서 중력가속도 와 상기 오차치ε를 상기 감산기41m, 41n을 통하여 빼는 
것으로, X축방향의 운동 가속도Exoff를 산출하고 (S404), 또한, 이 운동가속도Exoff를 적분회로410로 적
분하는 것으로 실속도Vm을 얻는다 (S405). 또,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되어 있는 경우의 실속도는, GPS 
수신기2로 연산된 절대속도VGX를 그대로 실속도Vm으로서 사용하도록 하여도 좋고, 또는 전술과 같이 하여 
구한  정확한  운동가속도EGX를  적분함으로써  산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제2도에서는  전자의  예를  들고 
있다.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적분회로410의 출력정보로 바꾼다. 이 전환은, 디지털 
수신부31에 있어서의 GPS 감시부31a의 감시결과에 따라서 행한다. 

(2) 이동체의 방위각

다음에, 제3도를 참조하여 방위각연산처리부42의 작동을 설명한다.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되어 있을 때, 방위각연산처리부42는, GPS  신호에 따라서 산출된 절대방위각

G(지축에 대한 각도)의 단위시간 마다의 변화성분을 변화검출부42a에서 검출한다. 이 

절대방위각 G은, GPS 신호가 수신가능한 사이는, 단위시간, 예컨대 1초마다 갱신된다. 한편, 관성센서5

에 있어서 계측되는 가속도데이타 및 각속도데이타에 따라서 전회로 부터의 변화량으로서의 방위각 I를 

산출한다. 그리고, 절대방위각 G에 관해서, n 회째에 산출된 현재의 절대방위각을 G(n), 전회의 절대

방위각을 G(n 11)으로 하여, 그 차를 Δ G= G(n)- G(n-1)으로 할 때, 낮은 주파수(긴 주기)는 Δ

G, 높은 주파수(짧은 주기)는 I로서 합성필터42b)를 통해서 합성하여, 이것에 의해 얻어진 상대방위

각 을 가산기41c에서 현재의 절대방위각 G과 합산하여, 하기(2)식으로 표면되는 실방위각 m을 출력한

다. 

한편, GPS 신호가 수신가능하지 않을 때, 방위각연산처리부42는, 하기(3)식으로 주어지는 실방위각 m을 
출력한다.

요컨대, 현재의 실방위각 m은, 전회의 실방위각 m에 축자 갱신되는 상대방위각 I를 가산하여 얻어지

는 것으로 한다. 

(3) 이동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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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4도를 참조하여 위치연산처리부43의 작동을 설명한다.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되어 있을 때, 위치연산처리부43는, 상기 실속도Vm을 적분회로43a에서 주기Δt

에서 적분하여 이동거리D를 산출하고, 이 이동거리D와 전술한 방위각 m을 sin 함수회로43b, cos 함수회
로43c에 입력한다. 한편 GPS 신호로부터 단위시간(1초)마다 갱신되는 위도LOG, 경도 LAT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위도보정부43d, 경도보정보43e에 각각 입력한다. 위도보정부43d 및 경도보정부43e는, 다음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의 사이는, 방위각 m과 이동거리D에 따라서 보정을 더한다. 요컨대, 현재의 위도
LOG(n),  경LAT(n)를, 지구의 반경을 R로 할 때, 전회의 위도 LOG(n-1),  경도LAT(n-1)을 사용하여 하기
(4)식과 같이 산출한다. 

또,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할 수 없을 때도 이동거리D와 방위각 m은, 전술과 같이 산출되므로, 전회
의 위도 및 경도로부터 현재의 위도LOG(n), 경도LAT(n)를 산출할 수가 있다. 또, 산출된 위도, 경도는, 
축차, 백업메모리6에 축적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이동체의 속도Vm, 위치LOTn, LATn, 방

위각 m의 정보를 백업메모리6로부터 수시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목적에 따라서, 이들의 정보로부
터 임의의 것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다. 또한, 백업메모리6는 전원이 끊어졌다고해도, 전회의 데이
터를 읽어 내어, 이용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이동검출장치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므로, 종래 장치와 같
은, 차속데이타 및 방위각데이타를 산출하여 차량의 이동정보를 가시화하는 카내비게이션시스템에 사용한 
경우의 예를 도시한다. 

제11도는 차량에서의 이동검출장치의 설치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예에 의한 이동검출장치는, GPS 
안테나1와, GPS 수신기2와, 연산제어부30와, 관성센서부50로써 구성되고, 연산제어부30로 산출된 속도데
이타 및 방위각데이타가, 예컨대 운전석에 설치되는 카내비게이션시스템60에 출력되도록 하고 있다. 

GPS 안테나1는, 도시하지 않은 GPS 위성에서 발신되어 있는 상시 궤도신호와 신호발신시간신호를 포함하
는  GPS  신호를  캐치한다.  캐치된  GPS  신호는,  안테나코드를  통해  GPS  수신기2에  전송된다.  GPS 
수신기2는, 수신부21, 측위연산부22와, 디지털  I/ F23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GPS 안테나1로 캐치된 GPS 
신호를, 단위시간, 예컨대 1초마다 샘플링하여, 단위시간에 있어서의 위치의 변화로부터 차량의 절대속도
와 절대방위각을 포함하는 절대정보를 산출하여, 이것을 디지털 I/ F23을 통해 연산제어부30에 출력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또, 디지털 I/ F23은, 예컨대 RS232C 인터페이스이다.

또, 일반적으로 GPS의 측위정도(側位精度:위치정밀도)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CA 모드로서는 낮고, 100m
정도의 오차를 가지지만, GPS 수신기2에서는, 단위시간마다의 상대정밀도로부터 위치를 산출함으로써 절
대속도와 절대방위각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되고 있다. 

관성센서50는, 제13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의 가속도계51와 2개의 각속도계52a, 52b를 가지고 있다. 
가속도계51은 예컨대 반도체프로세스에 의한 것이고, 관성센서50의 틀체에 수평으로 배치된 기판53상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방향의 수평축(X축)상에 고정되어, 차량의 진행방향(전진방향, 후퇴방향)의 가속
도를 검출하도록 설치된다. 각속도계52a, 52b는 예컨대 진동형의 자이로스코프이고, 제1각속도계(피치계
측 자이로라 함)52a는, 가속도계51의 수평축(X축)에 직교한 수평축(Y축)주위의 각속도를 검출하도록 기판
53상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제2각속도계52b(방향계측 자이로라 함)52b는, X 축으로직교한 수직축(Z축) 
주위의 각속도를 검출하도록 기판53상에 고정되어 있다. 검출된 가속도데이타 및 각속도데이타는, 케이블
을 통해 연산제어부30에 출력된다.

연산제어부30은, 디지털 I/ F35, 아날로그 I/ F36, 외부 I/ F37, CPU38, 및 메모리39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디지털 I/ F35은, GPS 수신기2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I/ F36는, 관성
센서50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가속도데이타, 각속도데이타)를 고속처리하는 것으로, 증폭기와, 
증폭신호를 디지털 화하는 AD컨버터로써 구성되어 있다.

CPU38는 디지털프로세서이고, 상기 아날로그 I/F36(AD컨버터)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각속도데이타와 가
속도데이타를 메모리39에 축적된 소정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산처리하여, 전술한 속도연산처리부41, 방
위각연산처리부42 및 위치연산처리부43로서의 기능을 실현한다. 그리고, GPS 수신기2가 GPS 신호를 정상
으로 수신하고 있을 때는, 디지털 I/ F35을 통해 입력된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과, 관성센서50로부터 얻
어진 가속도데이타 및 각속도데이타에 따라서 산출한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을 상호의 정보에 의해 보정
하여 정밀도가 높은 실속도와 실방위각을 산출한다. 또, 실속도에 관하여는, 절대속도를 그대로 실속도로 
할 수 있다.

한편, GPS 수신기2가 GPS 신호를 정상으로 수신하지 않을 때, 요켠대, 차량이 터널내에 들어 와 GPS 성에
서의 전파가 수신할 수 없을 때는,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되어 있는 때에 연산되어, 보정된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을 실속도와 실방위각으로서 산출한다. 외부 I/ F37는, 상기CPU38로 연산하여 얻어진 각종
데이타를, 접속하는 네비게이션시스템60에 합쳐서 출력하도록 설치된다.

다음에, 이 예에 의한 이동검출장치가 구체적으로 작동을 제14도에 의해 설명한다. 

CPU38는, 관성센서50로 부터의 가속도계51로 계측한 가속도데이타 및 피치계측용의 제1각속도계52a에서의 
각속도데이타를 노이즈제거처리부38a에 입력하여, 여기서 온도드리프트등의 노이즈분을 제거한 후, 상대
속도연산처리부38b에 입력한다. 상대속도연산처리부38b는, 상대속도(VX, VY, VZ)를 산출한후, 이것을 기
준속도연산처리부38c에 보낸다. 기준연산부38c에는 GPS 수신기2로부터의 속도연산데이타, 요컨대 절대속
도(VGX, VGY, VGZ)도 입력되어 있다. 또, 제15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시간(1초)마다 산출되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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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오차ΔP를 포함하고 있지만, P1+ΔP, P2+ΔP, P3+ΔP 와 같이 단위시간마다 계측된 절대위치(P1, 

P2, P3 )로부터는, 오차ΔP가 상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을 하기(5)식에 의해 
나타낸다.

한편, 방향계측용의 제2각속도계52b에 의한 Z 축주위의 각속도데이타를 노이즈제거처리부38g에 입력하여,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한 후, 상대방위각연산처리부38h에서 상대방위각 I를 연산하여, 이것을 기준방위각

연산부38i에 보낸다. 이것에 의해 산출되는 상대방위각 I는 차량의 Z축주위의 회전각도이다. 기준방위각

연산처리부38i에는, GPS 수신기2로부터의 방위각연산데이타, 즉 절대방위각 G도 입력되어 있다. 제16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시간(1초)마다 산출되는 절대위치P는 오차Δ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1+Δ

P, P2+ΔP, P3+ΔP···와같이 단위시간마다 계측된 절대위치P에 따라서 산출된 절대방위각 G은 하기
(6)식과 같이 된다.

이와 같이, 오차ΔP는 상쇄되기 때문에, 고정밀도의 절대방위각 G를 구할수 있다. 또, (P2+ΔP)y는 P2+
ΔP의 Y방향성분, (P2+ΔP)x는 P2+ΔP의 X방향성분을 각각 나타낸다. 이것은, 지도상에서의 위도, 경도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준속도연산처리38c는, 상술과 같이 하여 산출된 상대속도와 절대속도를 보정하여, 그 
결과를 실속도Vm으로서 차속출력부38d에서 카내비게이션시스템60으로 출력한다. 또한, 기준방위각연산처

리부38i는, 상대방위각과 절대방위각을 보정하여, 실방위각 m으로서 방위각출력처리부38j에서 카내비게
이션시스템60으로 출력한다.

기준속도연산처리부38c, 기준방위각연산처리부38i이 하는 보정의 방법은, 먼저 설명한 바와 같다.

즉,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할 수 있을 때는, 낮은 주파수의 성분으로서 GPS 신호에 근거하여 GPS 수신
기2가 산출한 절대속도와, 높은 주파수의 성분으로서 관성센서50로부터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대속도연
산처리38b가 산출한 상대속도를 필터합성한다. 또한, 일반의 자이로스코프와 같이, 제1 및 제2각속도계
52a, 52b는, 계측결과인 각속도데이타가 드리프트한다고 하는 특유의 문제점을 가지므로, 오차피드백처리
부39e가, 이 드리프트의 영향을 말소하도록 기준속도연산처리부38c에서 생성되는 상대속도의 정밀도보정
을 한다.

예컨대, 제17도에 표시하여 되도록,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할 수 있을 때는, 
오차피드백처리부38e에서, 시간 평균처리부38q에서 시간 평균이 잡힌 상대속도와 시간 평균처리부38p에서 
시간 평균이 잡힌 절대속도를 비교하여, 그 차분을 제1각속도계(피치계측자이로)52a의 드리프트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오프셋견적처리부38r에서 제1각속도계52a의 오프셋의 드리프트를 견적하고, 견
적한 오프셋으로 상기 드리프트를 삭제함으로써 상대속도의 정밀도보정을 한다. 

방위각에 관해서도 같은 보정이 행하여진다. 요컨대, GPS 신호가 정상으로 수신할 수 있을 때, 낮은 주파
수의 성분으로서 GPS 신호에 근거하여 산출된 절대방위각과, 높은 주파수의 성분으로서 각속도데이타에 
근거하여 상대방위각연산처리부38h에 의해 산출된 상대방위각을 필터합성하여 보다 정밀도가 높은 실방위

각 m을 생성한다. 

또한, GPS 신호가 수신할 수 있는 때에, 드리프트보정처리부38k에서, 시간평균이 잡힌 상대방위각과 시간 
평균이 잡힌 절대방위각을 비교하여, 그 차분을 제2각속도계(방향계측자이로)52b의 드리프트에 의한 것과 
가정한다. 그리고, 이 오프셋의 드리프트를 견적하고, 견적한 오프셋에 의하여 삭제함으로써 상대방위각
의 정밀도보정을 한다. 

또, 차량이 진행방향을 변경시킬 때는 원심력이 발생하여 외측으로 기울어지므로, 관성센서50도 함께 기
울어진다. 차량속도가 느린 경우는 이 경사는 작기 때문에, 원심력이 관성센서50에 주는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차량속도가 빠를 때는 경사가 커지므로, 원심력이 관성센서50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기준속도연산처리부38c에서 생성된 실속도와 제2가속도계52b가  계측한 각속도데이타와의 
관계로부터 원심력에 의한 영향을 검증함과 동시에, 제1각속도계51a에 의한 각속도데이타 및 가속도계51
에 의한 가속도데이타로부터 원심력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위한 원심력보정처리부38를 상대속도연산처리
부38b와 상대방위각연산처리부38h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하면, 원심력의 영향
이 제거된 상대속도가 기준속도 연산처리부38c에 보내지기 때문에, 실속도의 정밀도가 또한 높아지게 된
다. 또, 미리 실속도와 제2각속도계에 의한 각속도데이타와의 사이의 원심력의 영향을 미리 실험으로 자
진하여 테이블을 작성하여 두고, 이 테이블을 참조하여 원심력보정을 하도록 하면 처리의 간략화와 신속
화를 꾀할 수 있다.

상술과같이, 차량의 느린 변화의 경우는 낮은 주파수의 성분으로서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을 채용하여, 
차량이 빠른 변화의 경우는 높은 주파수의 성분으로서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을 채용하는 것으로 정밀도
가 높은 실속도와 실방위각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GPS  신호의  정상적인  수신중에  정확한  속도나  방위각을  얻기위한  보정정보를  생성할  수가 
있으므로,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정밀도가 높은 실속도와 실방위각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또한, 종래와 같이 차량의 타이어로부터 속도를 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내비게이션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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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있어서 차량의 특별한 구조를 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카내비게이션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의  제약이  없어지고,  카내비게이션의  비약적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차량만이 
아니라, 다른 이동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GPS 신호를 정상으로 수신하고 있는 때에, 이동체의 절대이동정보와 관성센
서의  계측치로부터  산출한  상대이동정보와의  차분정보를  생성하여,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차분정보를 사용하여 상대위치정보가 보정되어 실이동정보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GPS 신호의 수신상태에 관계 없이, 실속도나 실방위각을 정확히 산출할 수가 있다. 

또한, 관성센서는 이동체로부터의 정보, 예컨대, 차속(車速)펄스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이동체에 재
치한 것만으로 가속도데이타나 각속도데이타를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체에 특별한 개조를 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이동체에 생기는 원심력이나 관성센서의 드리프트에 의한 영향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도가 높은 계측이 가능하게 되어, 이것에 의해 이동체의 이동정보를 보다 정확히 생성할 수가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GPS 신호에 따라서 이동체의 절대위치,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1이동정보를 생
성하는 GPS 연산수단과, 이동체의 진행방향으로 생긴 가속도 및 진행방향에 대하여 일정량의 경사각을 갖
는 축선주위에 생긴 각속도를 검출하는 관성센서와, 상기 관성센서로 계측된 가속도 및 각속도로부터 해
당 이동체의 상대위치,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2이동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제1 및 제2이동정보를 각각 상호의 정보에 의해 보정하고 상기 이동체의 실위치, 실속도 및 실방위각을 
포함하는 실이동정보를 연산에 의해 생성하는 연산제어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GPS 신호
를 정상수신한 경우에 생성되는 연산결과 정보를 보지하여 두고,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
기 보지된 연산결과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체의 실이동정보를 연산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기 연산제
어수단은, 상기 절대속도와 상기 상대속도와의 차분 및 상기 절대방위각과 상기 상대방위각과의 차분에서 
상기 관성센서의 드리프트에 의한 오차량을 각각 산출하여, 산출한 각 오차량에 따라서 상기 상대속도 및 
상기 상대방위각을 각각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제어수단은, 상기 실속도 및 각속도데이타에 따라서 그 실속도 관해서의 원심
력의 영향을 보정하는 원심력보정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치.

청구항 3 

GPS 신호에 따라서 이동체의 절대위치,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1이동정보를 생
성하는 GPS 연산수단과, 이동체의 진행방향으로 생긴 가속도 및 진행방향에 대하여 일정량의 경사각을 갖
는 축선주위에 생긴 각속도를 검출하는 관성센서와, 상기 관성센서로 계측된 가속도 및 각속도로부터 해
당 이동체의 상대위치,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2이동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제1 및 제2이동정보를 각각 상호의 정보에 의해 보정하고 상기 이동체의 실위치, 실속도 및 실방위각을 
포함하는 실이동정보를 연산에 의해 생성하는 연산제어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1) 상기 
절대속도(VGX)와  상기 상대속도(VX)를  필터합성하여 얻은 합성속도의 변화분에서 제1운동가속도(EGX)를 

산출하는 수단, 가속도데이타(AX)로부터 제1운동가속도(EGX)를 빼어 제1중력가속도( )를 산출하는 수단, 

(2) 각속도데이타(q)를 적분하여 얻은 각도정보( )를 제2중력가속도( )로 변환하는 수단, (3) 제1 및 

제2중력가속도( , )를 필터합성하여 얻은 제3중력가속도(ax)를 기준경사각에 근거하는 제4중력가속도

( x)로 변환하는 수단, (4) 제1중력가속도( )와 제4중력가속도( x)와의 사이의 오차치(ε)를 산출하

는 수단, 및, (5) 제2중력가속도( )를 상기 오차치(ε)에 의해 보정하여, 보정후의 중력 가속도를 가속
도데이타(AX)부터 빼어 제2운동가속도(EXoff)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  제2운동가속도(EXoff)를  적분하여 
실속도(V)를 산출하는 수단을 가지는 속도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절대속도(VGX)와  상대속도(VX)의  필터합성  및  상기  제1  및 제2중력가속도( , 

)의 필터합성은, 각각 대역이 다른 2종류의 필터를 통과한 값의 합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
치.

청구항 5 

GPS 신호에 따라서 이동체의 절대위치,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1이동정보를 생
성하는 GPS 연산수단과, 이동체의 진행방향으로 생긴 가속도 및 진행방향에 대하여 일정량의 경사각을 갖
는 축선주위에 생긴 각속도를 검출하는 관성센서와, 상기 관성센서로 계측된 가속도 및 각속도로부터 해
당 이동체의 상대위치,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2이동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제1 및 제2이동정보를 각각 상호의 정보에 의해 보정하고 상기 이동체의 실위치, 실속도 및 실방위각을 
포함하는 실이동정보를 연산에 의해 생성하는 연산제어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1) 상기 

절대방위각( G)의  단위시간  마다의  변화분과  상기 상대방위각( I)를  필터합성하여 합성상대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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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산출하는 수단 및, (2) 축차 갱신되는 상기 절대방위각( G) 및 상기 상대방위각( I)에 근거하

는 상기 합성상대방위각( )과 해당 절대방위각( G)과의 합산에 의해 얻어진 제1실방위각과, 상기 상대

방위각( I)과 상기 실방위각과의 합산에 의해 얻어진 제2실방위각의 어느 한쪽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는 방위각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절대방위각( G)의 단위시간 마다의 변화분과 상기 상대방위각( I)의 

필터합성은, 대역이 다른 2종류의 필터를 통과한 값의 합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치.

청구항 7 

GPS 신호에 따라서 이동체의 절대위치, 절대속도 및 절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1이동정보를 생
성하는 GPS 연산수단과, 이동체의 진행방향으로 생긴 가속도 및 진행방향에 대하여 일정량의 경사각을 갖
는 축선주위에 생긴 각속도를 검출하는 관성센서와, 상기 관성센서로 계측된 가속도 및 각속도로부터 해
당 이동체의 상대위치, 상대속도 및 상대방위각의 변화성분을 포함하는 제2이동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제1 및 제2이동정보를 각각 상호의 정보에 의해 보정하고 상기 이동체의 실위치, 실속도 및 실방위각을 
포함하는 실이동정보를 연산에 의해 생성하는 연산제어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1) 상기 

실속도(Vm)를 적분하여 이동거리(D)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 이동거리(D) 및 상기 실방위각( m)에 따라서 
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를 산출하는 수단 및, (2) 축차 갱신되는 상기 절대위치(LOG, LAT)를 그 미갱신
기간에 상기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에 의해 보정하고 실위치(LOGn, LATn)을 생성하는 수단을 가지는 위
치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1) 상기 실속도(Vm)를 적분하여 이동거리(D)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 이동거리(D) 및 상기 실방위각( m)에 따라서 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를 산출하는 수단 및, (2) 축
차 갱신되는 상기 절대위치(LOG, LAT)를 그 미갱신기간에 상기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에 의해 보정하고 
실위치(LOGn, LATn)을 생성하는 수단을 가지는 위치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
장치.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제어수단은, (1) 상기 실속도(Vm)를 적분하여 이동거리(D)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 이동거리(D) 및 상기 실방위각( m)에 따라서 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를 산출하는 수단 및, (2) 축
차 갱신되는 상기 절대위치(LOG, LAT)를 그 미갱신기간에 상기위도변위치 및 경도변위치에 의해 보정하고 
실위치(LOGn, LATn)을 생성하는 수단을 가지는 위치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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