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양

Position Accuracy 2.0~2.5 (m)

Size 58×58×33(mm)

Power Consumption 750(mW)

Weight 68(g)

Gyro
Bias 5 (deg/s)

Noise 0.1(deg/s/√Hz)

Acceleration
Bias 0.02 m/s2

Noise 0.002(m/s2/√Hz)

표 1. 실험에 사용된 센서 사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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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공중 자료획득 시스템은 재난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자료를 취득하

여 대상 지역의 정사 영상과 같은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GPS와 INS는 플랫폼의 위치와 자세정보를 획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연구에

서는 GPS/MEMS IMU 센서의 성능 평가를 실측 데이터를 통하여 실시간 공중 자료획득 시

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내용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 초경량 등의 장

점을 가진 MEMS-IMU(Inertial Mesurement 

Unit)는 계속적인 연구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 (임종남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시간 공중 자료획득 시스템의 

플랫폼 제원을 고려하여 센서 정확도, 사

용전력, 무게, 인터페이스 등의 센서 요

구치를 기준으로 GPS/MEMS IMU 센서를 선

택하였으며 그 사양은 표 1과 같다. 

  센서는 크게 자기장 정보를 사용하는 

Aerospace Mode와 자기장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General Mode가 있으며, 각각의 Mode

에 대하여 정지 실험, 이동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정지 실험은 센서와 정확도가 높은 

GPS를 사용하여 값을 비교했다. 또한 이동 

실험은 직선 경로, 원형 경로, 트랙 경로에 

대하여 각 Mode별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지실험 결과, 센서 자세는 0.15~0.2도의 

표준편차 값을 갖고 있으나 General Mode에

서는 그림 1과 같이 Yaw의 값이 발산하였

다. 또한 정확도가 좋은 GPS와 위치 비교

에서 약 3~4m의 위치오차를 확인하였다.

그림 1. General Mode에서 Yaw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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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경로의 이동 실험은 실험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에서 도로 레이어만을 추

출하여 생성된 CAD데이터와 센서 취득데

이터를 비교하였다. 수치지형도와 센서의 

위치 차이 표준편차는 약 1m로 계산되었

으며 전체 경로에 대한 거리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경로 비고

수치지형도 803.72

General Mode 804.22 +0.5

Aerospace Mode 806.42 +2.7

표 2. 전체 경로 거리 비교  (단위 : m)

또한 직선 경로의 이동 상태에서 자세

에 대한 표준편차는 약 2~3도 이며, 

Aerospace Mode에서 표준편차가 더 작게 

산출되었다. 

그림 2는 원형 경로 이동 실험의 결과

이며 센서에서 나온 위도 경도를 North 

East 방향으로 좌표계를 변환하여 표현한 

것이다. 실선은 General Mode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며 점선은 Aerospace mode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각 Mode에 대한 

폐합오차는 General Mode에서는 3.48m, 

Aerospace Mode에서는 0.79m로 계산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회전이 포함된 

경로에서는 Aerospace Mode가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Mode별 위치 비교 

 

그림 3. Mode 별 위치 

그림 3은 트랙 경로 이동 실험에 대하

여 센서에서 나온 값을 표현한 것으로 폐

합오차는 General Mode에서 0.80m, 

Aerospace Mode에서는 약 2.93m로 직선경

로 실험과 같이 General Mode에서 위치가 

더욱 정확했으며 자기장 성분이 위치 정

확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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