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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도무기 부문

강결합 방식의 INS/GPS 시스템에서의 

자세 오차 추정 성능 비교

An Attitude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Comparison of Tightly Coupled 

INS/GPS Navigation System using Differen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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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performance comparisons of the GPS pseudorange and pseudorange rate measurements 
in the tightly coupled INS/GPS Navigation systems. Even though the two measurements have the same ability in 
estimating level attitude errors, pseudorange rate has an advantage in improving estimating heading attitude error 
performance. The performance of pseudorange and pseudorange rate measurements is compared in numerical 
simulations and van test.

Keywords : Pseudorange(의사거리), Pseudorange Rate(의사거리 변화율), Attitude Error(자세 오차), Tightly Coupled 
INS/GPS(강결합 방식의 INS/GPS)

1. 서 론

  치, 속도, 자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랩다운형 성

항법장치(SDINS : 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
는 연속 인 항법을 수행하기 해서 기 치와 

기 자세를 필요로 한다. 기 치는 사용자로부터 입

력 받아 결정하고, 기 자세는 내부의 센서를 이용하

거나 다른 항법장치로부터 정보를 달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내부 센서를 이용하여 자세를 결정하는 방법

을 자체 정렬(Self Alignment)라 하며, 자체 정렬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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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 자세는 가속도계를 이용하고, 수직축(방 각) 자

세는 E축 자이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정렬

에 이용하는 센서의 오차에 의해서 기 자세 오차가 

유발되고, 이 기 자세 오차는 항법장치의 주된 오차 

요소 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1,2]. 다른 항법장치를 

이용하는 달 정렬 방법은 주 성항법장치(Master 
INS)로 부터 속도, 자세, 치 등의 정보를 달받아 

기 자세를 결정한다. 달 정렬 역시 달 되는 정

보의 시간 지연이나 주 성항법장치와 부 성항법

장치 사이의 유연성 오차(Flexure Error)에 의해서 기 

자세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기 자세 오차 , 수평

축 자세 오차는 력에 비례하여 가속도 오차를 유발

하고, 수직축 자세 오차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치 

오차를 지속 으로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자세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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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항법장치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의 

하나가 된다[3].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자체 정렬이나 달 정렬 

과정을 수행한 후, 기 자세 오차를 가지고 항법을 

수행하는 성항법장치를 보상하기 해 성항법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미소 자세 오차

를 추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성

항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성항법장치의 항법 

결과인 치와 속도, 원시 측정치인 의사거리와 의사

거리 변화율, 캐리어(Carrier)  코드(Code) 트래킹 루

(Tracking LooP)의 I(in-phase)와 Q(quadrature)을 이용하

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 결합 형태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이런 성항법장치와 

성항법장치의 결합 시스템에 한 성능은 오차 보

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성항법장치와 유사한 치  

속도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항법장치의 보정 

항법 수단으로 사용되는 성항법장치는 를 이용

한다는 특성상 지리  환경,  재 에 의해 그 사

용이 제한 일 수 있다. 따라서 성항법장치는 재

이 미치지 않는 제한된 역과 시간내에서만 성항법

장치의 보정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성항법장치가 가용하지 못한 제한된 구간이

나 시간에서 성항법장치가 보다 나은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성항법장치의 치  속도 오차 이

외에 그 오차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세 오차  센서 

오차 추정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각 성

항법장치의 의사거리(Pseudorange)와 의사거리 변화율

(Pseudorange Rate)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결합시스템을 

비교 분석한다. 동일한 구조의 결합 시스템에서 성

항법장치의 자세 오차에 한 추정 성능이 측정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 속도 정보인 의사거리 변화율이 치 정보인 의사

거리 보다 수직축 자세 오차 추정에 유리함을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해 보이고,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

다. 동일한 결합 시스템에서 의사 거리 변화율의 정보

가 의사 거리에 비교해서 수평축 추정 성능에는 유사

한 성능을 보이지만, 성항법장치에서 추정에 어려운 

수직축 자세 오차에 해서는 의사거리 변화율이 유

리함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문 2장의 1 에서는 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와 

속도 오차에 해서 살펴보고, 2 에서는 각각 의사거

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확장형 

칼만 필터(EKF : Extended Kalman Filter)에 해서 간

략히 제시한다. 3 에서는 설계된 EKF에 해서 시뮬

이션을 통해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4 에서는 실제 

구 을 통해 성능 차이를 비교한다. 3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본 론

가. 성항법장치의 자세오차  속도 오차

  이번 에서는 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와 속도 오

차의 특성에 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성항법장치는 출력 정보의 기 이 되는 좌표계로 

항법 좌표계(여기서는 ENU Frame)을 설정하고, 그 항

법 좌표계가 각각의 축에 해서 미소각 만큼 틀어진 

좌표계를 랫폼 좌표계(Platform frame)를 아래와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X PCNP X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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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가 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를 

나타내며,     
 결국 성항법장치는 

이 가상의 랫폼 좌표계에 해서 항법 계산을 수행

하고, 이 미소 자세 오차와 성 센서 오차에 의해서 

속도 오차  치 오차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은 자세 오차가 략 으로 어느 정도의 

기 오차를 갖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 후의 시간 변화

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달 정렬의 경우, 그 자세 오

차는 주 성항법장치의 자세 정확도  달되는 정

보의 시간 지연이나 주 성항법장치와 부 성항법

장치 사이의 유연성에 의해서 그 기 오차의 크기가 

결정되어 그 오차 수 을 략 으로 살펴보는데 어

려우나, 자체 정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센서 오차에 

의해 그 기 자세 오차를 가지고 항법을 수행하게 

된다.

 

  ,   
  ,   cos



여기서,  , 은 E, N축 가속도계 바이어스, 는 

E축 자이로 바이어스, 는 지구 회  각속도, 는 

도를 나타낸다. 를 들어, 가속도계 바이어스 100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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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0057deg 정도의 수평축 기 자세 오차( ,  )

를, 도가 약 36도 부근에서 자이로 바이어스 0.01 
deg/hr에 해서는 0.05deg 정도의 기 수직축 () 

기 자세 오차가 유발된다.
  의 기 오차에서부터 자세 오차의 시간 변화율 

 속도 오차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cos sin 로 지

구 회  각속도,  , 는 E축, N축 속도 오차, 


 , 

 , 
은 항법축에서의 자이로 오차, R은 지구 

반경,  , ,  항법축에서의 가속도,  , 은 항

법축에서의 가속도계 오차를 나타낸다.
  와 같이 수평축 자세 오차  , 은 각각 수평축 

속도 오차  , 와 음 페루 (Negative Feedback) 

형태를 구성하여 84분 주기의 슐러(Schuler) 주기의 오

차를 만들게 되면, 수직축 자세 오차()는 수평축으

로 인가되는 가속도( , )에 의해서 비 슐러(Non- 

Schuluer) 속도 오차를 유발한다[4].  이 수직축 자세 

오차는 결국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치 오차를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수직축 자세 오차가 크게 발

생하게 되면, E축 자세 오차를 추가 으로 발생시키

고(), N축 속도 오차를 발생시켜, 결과 으로 

도 오차를 더 크게 발생시킨다.

나. Extended Kalman Filter 설계

1) 상태 방정식

  본 논문에서 상으로 하는 성항법장치의 자세 오

차는 미소각으로, 그 선형성이 충분히 유지된다는 가

정할 수 있으며 확장형 칼만 필터 형태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스템 모델은 에서 제시한 자세 오차 방정

식, 속도 오차 방정식과 더불어 치 오차 방정식을 

이용하고, 성센서 오차에 해서는 랜덤 바이어스로 

모델링한다
[1].

2) 측정 방정식

  측정치에 따라서, 의사거리()를 이용하는 EKF1과 

의사거리 변화율()을 이용하는 EKF2을 구성하고, , 

에 해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한다[5,6].

  ,   

   ,      

다. 시뮬 이션

1) 시뮬 이션 구성

  EKF 구조의 결합 시스템으로 각각 의사거리와 의사

거리 변화율에 의한 자세 오차 추정 성능을 비교하기 

해 몬테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Fig. 1. 시뮬 이션 구성도



유해성․김천 ․유기정․이윤선․박흥원

5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1호(2011년 2월)

  시뮬 이션의 체 구성도는  그림과 같으며, 항

체 운동 방정식(Vehicle Dynamic Equation)에 사용된 

궤 은 약 250m/sec로 순항하는 항공기로, 원형  직

선 궤 을 병행하고, 자세는 뱅크턴(Bank-to-Turn)을 

수행한다. 이 항체의 궤 을 기 로 항체 운동 방정식

은 참 가속도와 각속도를 1KH로 생성한다. 이 참 가

속도와 각속도로 True INS Navigation S/W을 수행하

여, 오차가 없는 치, 속도  자세 등을 계산한다. 
INS Navigation S/W는 의 성항법장치의 오차 

수 (Table 1)으로 랜덤 생성된 오차를 참값에 추가하

여 INS Navigation S/W에서 순수항법을 수행한다. 시

뮬 이션 사용한 센서 오차는 표와 같다. 성항법장

치의 기 수직축 자세 오차는 정렬 시간 단축을 가

정하여 약 4mil(1) 오차를 갖도록 하 다.

Table 1. 성 센서 오차

가속도계 자이로

Bias 100ug Bias 0.01deg/hr

Scale factor 100ppm Scale factor 100ppm

Misalignmnet 5arcsec Misalignmnet 5arcsec

GPS

의사 거리 오차 8m

의사 거리 변화율 오차 0.2m/sec

  그림의 GPS model에서는 항체의 참(true) 치와 알

마낙(Almanac)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의 치  속

도를 계산하고 여기에 1차 markov로 모델링 된 오차

를 추가하여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INS Pseudo & Rate Cal에서는 EKF 측정

치로 사용되는 성항법장치의 의사거리  의사거리 

변화율을 생성하여 EKF1과 EKF2를 수행한다. 성항

법장치의 항법 계산은 200Hz로 수행하며, EKF의 시간 

  측정치 갱신은 1Hz로 수행한다.

2) 시뮬 이션 결과

  결합 시스템의 치  속도 오차는 GPS의 모델링

에서 설정한 GPS의 오차 수 과 동일할 것으로 단

되므로 그 성능 비교는 생략하고, 항법축에서의 자세 

오차     

의 추정 성능을 살펴 본다.

CbN  ICNPCbN   는   CNP ICbNCNb  

여기서, CbN은 true INS Navigation S/W에서 계산한 참 

DCM, C bN은 순수항법 INS Navigaiton에서 계산한 

DCM을 의미한다.  식의 CNP의 off-diagonal에서 센

서 오차  기 자세 오차에 의한 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항법축에서의 자세 오차를 나타내는 

    

을 사용하여 자세 오차 분석을 수

행하면, 항체의 몸체 좌표계(Body Frame)에서 표 되

는 롤(Roll), 피치(Pitch), 방 각(Heading) 오차로 표

되는 것에 비해 항체의 자세에 계없이 그 크기와 

방향이 에 제시한 자세 오차 방정식으로 표 되어 

자세 오차 분석에 편리함을 알 수 있다
[1].

   
  

  순수 항법의 자세 오차, 는 EKF의 자세 오차 추

정치

  와 같이 실제 자세 오차  센서 오차에 의해 발

생한 자세 오차와 각각 의사거리  의사거리 변화율

을 이용한 EKF가 추정하는 상태변수와의 차를 구하

고, 그림에서는 EKF에서 추정하지 못한 나머지 오차

에 해서 RMS(Root Mean Square)을 계산한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평축 오차  , 은 거의 유사

한 오차 수렴성을 보이지만, 수칙축 자세 오차 는 

의사거리 변화율을 측정치로 이용한 결합시스템이 빠

른 수렴성을 보여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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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g. 4.    구간

Fig. 5.    일부구간

라. 차량탑재 시험  결과

  와 같이 각각 GPS의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

율을 이용하여 설계된 EKF를 실제 구 하여 차량 실

험을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 성능 

비교 상인 수직축 자세 오차의 추정 성능 비교를 

하기 해서 이  성항법장치가 보장하는 수직축 

자세 오차 이외에 임의의 큰 수직축 자세 오차를 정

렬 과정에서 추가하고, 그 오차를 EKF1과 EKF2가 추

정하는 자세 오차와 성능을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평 자세 오차와 자

이로에 의한 수직축 자세 오차가 최소가 될 수 있도

록 오랜 시간 자체 정렬을 수행하고, 항법 모드에 진

입시 수직축에 임의의 오차(여기서는 5mil)추가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동일 궤 , 동일 시간 의 GPS를 

사용하기 해서는 측정치를 달리하는 두개의 EKF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나, 내부 항법 컴퓨터의 실시간 

처리 능력의 한계로, 동일한 궤 에 해서 시간을 달

리하여 두번의 실험을 반복하도록 한다. 측 가능한 

성의 상태  DOP으로 표 되는 GPS의 상태는 유

사한 것으로 실험 결과 알 수 있어 두 번의 실험으로 

그 추정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

로 단한다.

Fig. 6. EKF1과 EKF2의 수직축 자세 오차 추정치 비교

   그림은 수직축 자세 오차의 추정 성능을 보여주

는 것으로, 의사거리를 사용한 경우와 의사거리 변화

율을 사용한 경우에 한 실험 결과이다. 의사거리 변

화율이 실제 존재할 것으로 단되는 5mil(여기서 )
의 수직축 자세 오차를 의사거리를 측정치로 사용하

는 EKF1보다 의사거리 변화율을 사용하는 EKF2가 빠

르게 추정함을 알 수 있다. 의사거리만을 측정치로 사

용한 EKF는 5mil의 수직축 자세 오차를 추정하지 못

한다. 실험 결과의 차이는 시뮬 이션에서 나타난 그 

크기보다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시뮬 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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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한 항공기의 속도에 비해 차량의 속도가 약 

80Km/hr로 느려서 수직축 자세오차가 의해 발생되는 

거리오차가 무 작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오차 

성분이 치 오차로 되어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

문에 발생한 상으로 단된다. 의사거리 변화율을 

사용한 차량 탑재 시험 결과는 700～830 의 회  구

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직선 구간이고 수평축으로 가

감속이 많지 않은 궤 으로 수직축 자세 오차의 가

측성 에서 유리한 궤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

사거리를 사용한 EKF보다 추정 성능  속도가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는 Kalman filter의 추정 오차  즉,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여기서, 는 참(True), 는 추정치

  결국, 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가는 기 추정오

차()에 의한 량, 시스템 모델의 노이즈()에 

의한 량, 측정치 노이즈()에 향의 합으로 표 된

다. 그래서 가 측 정도(Observability Degree)를 단하

는 기 으로 아래의 식을 제시하 다
[3].








여기서, 




는  ⋯의 Diagonal element 

를 말한다.
  식은 결국 Kalman filter의 추정 오차 감소 여부는 

직  측정하는 상태 변수의 오차가 충분히 감소한 후, 
다음 상태 변수의 오차가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자세 오차를 추정하고 보

상하려고 하는 INS/GPS 결합시스템의 경우, 수평축 

자세 오차의 가속도계 바이어스는 항체의 변화가 있

어야 가 측하게 되고, 수평축 가감속이 있을 때 수직

축 자세 오차의 가 측성이 증  된다는 사실이 이외

에, 동일한 궤 과 자세에 해서는 치 오차 정보인 

의사거리 보다 속도 정보인 의사 거리 변화율이 자세 

오차 추정에 유리하고, 결국 심의 상인 수직축 자

세 오차의 추정 성능을 높이기 해 의사거리 변화율

이 의사거리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다.

Fig. 7. 자세 오차의 가 측 선도

여기서, 는 경도 오차,  도 오차를 의미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 보정 수

단으로 각각 GPS의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를 

사용하는 EFK 형태의 INS/GPS 결합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각각 항체의 자세 변화가 있을 때와 

수평축 가감속이 있을 때 가 측성이 확보되는 수평

축 자세 오차와 수직축 자세 오차에 해서, 동일한 

궤   자세의 경우, 속도 정보인 의사거리 변화율이 

치 정보인 의사거리 변화율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수직축 자세 오차 추정에 유리함을 시뮬 이션

과 실험을 통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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