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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S/GPS 통합 항법 필터는 주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성능의 관성 센서를 이

용한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경우 센서 오차 레벨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방위각 정보의 제공이 곤란하

며, 이로 인해 통합 필터를 구성하는 칼만 필터의 추정 성능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칼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의 결합된 형태의 국지선형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초기 방위각 오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alman filter is generally used in INS/GPS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However, the INS with low 
performance inertia sensor can not find accurate azimuth in initial alignment stage because sensor noise level 
is too large compare to Earth rotation rate, therefore the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Kalman filter can not 
be guaranteed. In this paper, the extended Kalman filter and particle filter combined filter structure which can 
be overcome large initial azimuth error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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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기반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의 성능 한계는 순수

항법 성능 외에도 초기 정렬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 
MEMS IMU의 높은 잡음 수준은 지구 자전 각속도를

이용한 방위각 추정을 곤란하게 한다.  
초기 방위각 정보는 칼만(Kalman) 필터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필터에서 선형화 기준점으로 사

용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위각 등의 초기 정렬

오차가 클 경우 시스템 모델의 비선형성을 증가시켜

상태 추정 성능이 떨어지거나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1].
파티클 필터는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비선형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2]. 파티클 필

터는 비선형 모델과 비정규 (Non-Gaussian) 분포를 갖

는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INS/GPS 
통합 항법 필터는 상태 변수의 차원이 매우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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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15차 이상) 파티클 필터를 적용할 경우 적절한

추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개수의 파티클

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태 변수의 차원에 대

해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 요구되는 파티클의 수가 상

태 변수의 차수에 대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는 차원이 증가할수록 제안 밀도

(Proposed Density)의 최적성(Optimality)이 악화되기

때문이며[4], 이러한 이유로 INS/GPS 통합 항법 필터

와 같이 상태 변수의 차원이 큰 경우 파티클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파티클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 개선

된 제안 밀도를 이용하는 국지선형 파티클 필터

(Locally Linearization Particle Filter, 이하 LLPF)를
INS/GPS 통합 항법 필터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시된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

으며, 이 결과 초기 방위각 정보의 오차가 크거나 방

위각 정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

적으로 INS/GPS 통합 항법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일반적인 INS/GPS 통합 항법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3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파티클 필터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LLPF를 INS/GPS 통합

항법 필터에 적용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하며, 5장에

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된 필터 구조의 효용성

을 확인 하였다.

Ⅱ. 칼만 필터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칼만 필터를 이용한 INS/GPS 통합 항법 필터는

INS의 오차 모델을 이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이용한

다. 칼만 필터는 선형화된 시스템/관측 모델만을 다

룰 수 있기 때문에 INS 오차 모델은 선형화 기준점에

대해 선형화 되어야 한다[5].
자세 및 방위각 관련 오차 모델은 오차가 매우 작

은 미소각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여 오차 모델을

구성한다. 식 (1)은 칼만 필터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필터에서 사용하는 자세 오차 모델을 나타낸 것

이다[6].

          

[ ]
0

0
0

n n
b b

dg db
dg da
db da

=

=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C BC
B I - Ψ

Ψ

% %

        (1)

여기서, 
:True rotational transformation matrix 

       (body to navigation frame)
:Rotational transformation matrix with error
, , :Small tilting error

n
b

n
b

da db dg

C

C

%

이다. 
식 (1)과 같이 자세 오차는 미소각(Small Tilting 

Angle)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초기 방위각 오차 등으

로 이러한 가정이 틀려지면 수렴 시간이 매우 길어지

거나 불안정한 필터 거동을 보이게 된다. 

Ⅲ. 파티클 필터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칼만 필터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필터는 초기

정렬 오차로 인해 발생한 비선형성은 항법 성능을 크

게 악화 시킬 수 있다.
파티클 필터는 비선형 시스템/관측 모델과 비정규

분포의 잡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태 추정을 수

행할 수 있는 필터이다.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구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초기 방위각 등의 오차로 발생한 비선형성의 극복이

가능하다.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파티클 필터 기반  INS/GPS 통합 항법 필터 

구조

Fig. 1. Structure of particle filter based INS/GPS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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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는 파티클 필터의 구성 방법 중 하나인

SIR (Sampling Importance Resampling) 파티클 필터를

적용하였다. 초기 정렬에서 얻어진 위치, 속도, 자세

의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파티클을 생성하며, 관성

측정치가 제공 되는대로 각각의 파티클이 독자적으

로 관성 항법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으

로 인해 전체 필터는 파티클 개수 만큼의 독립적인

궤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INS/GPS 통합 항법

필터와 같이 상태 변수가 높은 차원을 가질 경우 파

티클 수에 따른 수렴 특성이 현저히 변화하게 된다.

그림 2. 파티클 개수에 따른 필터 성능 변화

        (위 N=400, 아래 N=100)

Fig. 2. Filter performance change according to 

number of particle (Top: N=400, bottom: N=100)

그림 2는 SIR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파티클

의 수만 변경하였을 경우의 방위각 추정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여기서, 0~100초 사이는 개략 정렬 (Coarse 

Alignment), 100~200초 사이는 정밀 정렬 (Fine 
Alignment)과정이다. 정렬 과정에는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파티클 수가 400개인 경우는 참값에 바

이어스 없이 수렴하였으며, 충분한 파티클 수로 인해

확률 분포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으나, 100개의 파티

클을 이용한 경우는 참 값에 대해 바이어스를 가지고

수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에서 파티클 수

의 변화로 인해 파티클 필터의 수렴 특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서는 막대한 수의 파티클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칼만-파티클 필터 복합 구조의 통합 필터

파티클 필터에서의 성능 차이는 제안 밀도의 선택

에 의해 발생한다. 식 (2)는 파티클 필터에서 사용되

는 제안 밀도와 후분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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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필터는 점밀도로 표현된 제안 밀도와 각

점밀도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후분산(Posterior)을 표

현한다. 식 (3)은 최적의 (Optimal)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안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8].

( ) ( )1 1,
i i

k k k k k koptimal
q p- -=x x , z x x z

 (3)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최적의 제안 밀도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3장에서 사용된 SIR 
(Sampling Importance Resampling) 파티클 필터 등의

경우는 전달 선분산(Transition Priori) 등을 이용한다. 
전달 선분산을 이용한 제안 밀도는 식 (4)와 같이 표

현된다[8].

( ) ( )1 1
i i

k k k k kq p- -=x x , z x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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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선분산은 SIR 파티클 필터에서 사용하며 시

간 갱신을 위한 시스템 모델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전달 선분산과 같은 준최적

(Sub-Optimal)의 제안 밀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요구

되는 파티클 수를 증가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

밀도를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LLPF를 적용

하였다. 칼만 필터를 이용한 제안 밀도는 식 (5)와 같

다[9].

( ) ( )1 1,
i i

k k k k k k Kalman
q p- -=x x , z x x z

(5)

식 (5)와 같은 형태는 식 (1)의 최적 제안 밀도와

거의 유사하나 시스템/관측 모델의 선형화 과정을 거

치는 칼만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준최적이다. 그림

3은 LLPF를 적용한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구조

이다. 
각각의 위치, 속도, 자세의 초기 정렬 오차 범위에

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은 SIR 파티클 필터와 동일

하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파티클 마다 독립

적인 칼만 필터를 보유하게 된다. 각각의 칼만 필터

는 GPS 측정치의 획득시마다 갱신되며, 개별적인 칼

만 필터의 결과가 모여 제안 밀도를 구성한다. 

그림 3. LLPF 기반  INS/GPS 통합 항법 필터 구조

Fig. 3. Structure of LLPF based INS/GPS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생성된 제안 밀도를 이용한 파티클 필터 갱신 과

정은 SIR 파티클 필터의 갱신 과정과 동일하다. 

Ⅴ.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필터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적용한 MEMS 
IMU는 Crossbow 사의 ANC1000이며, 그림 4와 같다. 
ANC1000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림 4. ANC1000 (Crossbow)

Fig. 4. ANC1000 (Crossbow)

표 1. MEMS IMU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MEMS IMU

성능 단위

Gyro Bias (In-Run) 30 deg/hr
Angular Random Walk 0.0012 rad/√s
Accel. Bias (In-Run) 0.1 mG
Velocity Random Walk 0.000063 m/s/√s

GPS와 관성 측정 정보는 Spirent사의 GPS/INS 시
뮬레이터를 이용해 생성되었으며, 기준 궤적은 그림

5와 같다. 이때 기준 방위각은 그림 6과 같다.
초기 방위각 정보에 따른 칼만 필터의 수렴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방위각 오차를 증가시키

면서 필터의 방위각 추정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7은 초기 방위각 정보의 오차에 따른 칼만 필터

의 방위각 추정 오차(수렴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이
때 초기 공분산 값은 충분히 큰 값을 제공하여 방위

각 정보가 전무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림 7에서 초기 방위각 오차가 작은 경우 문제없

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방위

각 오차가 증가하면 최종적인 추정 오차도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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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기 방위각 오차가 증가하면 수

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기준 궤적

Fig. 5. Reference Trajectory

그림 6. 기준 방위각

Fig. 6. Reference Azimuth 

그림 7. 초기 방위각 오차에 따른 방위각 추정 성능 

변화

Fig. 7. Azimuth Estimation Performance Changing 

according to Initial Azimuth Error

표 2는 LLPF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파티클

개수는 50개로, 400개 이상의 파티클에서 안정적인

수렴을 보이는 SIR 파티클 필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파티클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LLPF 기반의 INS/GPS 통항 항법 필터 구성

Table 2. Configuration of LLPF based INS/GPS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파티클 갯수 50개
파티클 차원 1차 (방위각)
Resampling Liu's Resampling Algorithm [10]

GPS 갱신 주기 0.1초
INS 갱신 주기 0.01초

그림 8은 LLPF를 적용하여 INS/GPS 통합 항법을

구성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초기 정렬 과정

에서 방위각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각 파티클이

전 방위(-180~180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이 시작되면서 (300초 부근) 약
10~20초 이내에 급격히 수렴하기 시작하며, 최종적

으로 1~2회의 선회 이후에는 매우 적은 오차로 방위

각을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LLPF 기반의 INS/GPS 통합 항법 필터의 

방위각 추정 결과

Fig. 8. Azimuth Estimation Result of LLPF based 

INS/GPS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MS 센서와 같은 저급 관성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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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관성항법 장치의 초기 정렬 과정에서 발

생하는 방위각 오차로 인해 INS/GPS 통합 항법필터

의 방위각 추정 성능이 저하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

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INS/GPS 통항 항법 필터의 방위각 추정 성능 저하

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제안 밀도를 제안할 수 있

는 LLPF를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방위각 정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위각 추정 성능

을 칼만 필터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 칼만 필터를 이용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의 방위각 오차에서 발산하는데 반해 LLPF는 안정적

인 수렴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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