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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ZUPT의 장착 비정렬 추정 칼만필터 설계  

성능분석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NHC/ZUPT Kalman Filter 

with Mounting Misalignmen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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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HC means that the velocity of the vehicle in the plane perpendicular to the forward direction is almost zero. 
The main error source of NHC is the mounting misalignment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dy frame of a 
land vehicle and the sensor frame of an inertial measurement unit. This paper suggests new NHC algorithm that 
can reduce position errors by real-time estimation of mounting misalignment. Then NHC/ZUPT integrated land 
navigation system is designed and its performances are analyzed by simulations with van test data.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NHC/ZUPT land navigation system improves navigation accuracy regardless of 
misalignment angle and is very useful when SDINS operates stand-alone for land vehicle navigation with large 
mounting misalignment.

Keywords : Non Holonomic Constraints(운동제한조건), Mounting misalignment(장착 비정렬), Zero Velocity Update( 속

도보정), Land Navigation System(지상항법시스템)

1. 서 론

  스트랩다운 성항법장치(SDINS : 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는 성센서인 자이로와 가속도계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체의 치, 속도  자세를 제공하

는 장치이다. SDINS는 동 특성이 우수하고 짧은 시

간동안의 정확도가 높으며, 주  환경에 계없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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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 항법이 가능하여 다양한 무기체계의 기본 항

법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연산에 의한 

항법계산과정에서 성센서 오차와 력오차가 

되어 동작시간에 따라 수평축 치오차는 슐러 주기

를 가지고 증가하며, 고도오차는 기하 수 으로 증가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DINS의 단 을 보

완하기 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속도계

(Odometer) 등과 같은 보조센서를 SDINS와 결합한 보

정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 이다.
  SDINS를 이용하여 지상항법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에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차량의 운동특성을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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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외부센서 도움 없이 SDINS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표 인 방법이 속도 보정(ZUPT : Zero 
velocity UPdaTe)이다[1]. ZUPT는 차량이 정지했을 때 

SDINS의 속도정보를 이용하여 항법오차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비교  쉽게 구 할 수 있으며, SDINS의 정

지상태와 련된 특정한 오차가 보상되므로 그 용도

가 다양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수 의 항법정확

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주기 으로 차량을 정지해야 

하는 운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지상항법 시스템에서 외부센서의 도움 없이 SDINS
의 항법성능을 개선하는  다른 방법의 하나는 차량

의 운동조건을 이용하는 운동제한 조건(NHC : Non- 
Holomomic Constraints) 기반 오차추정 방법이다

[1～4]. 
NHC는 지상에서만 운동하는 차량의 운동특성으로부터 

차량이 지상의 굴곡면에 의하여 운동을 하거나 도

로의 사정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평면의 속도는 (zero)에 가깝다

는 제한조건을 이용하여 진행축을 제외한 다른 축에

서 발생하는 SDINS의 속도를 오차로 설정하고 보정

하는 방법이다. NHC를 이용한 보정항법의 표 인 

오차요소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SDINS의 동체좌표축

이 일치하지 않는 장착 비정렬(mounting misalignment)
에 의한 오차와 차량의 운행  발생되는 미끄럼이나 

 등에 의해 NHC 축 방향으로 나타나는 속도 등

이 있다. 이러한 오차는 NHC 칼만필터 측정치의 불

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특히 큰 속도로 주행하

는 경우 지 않은 측정모델 오차를 유발 시킬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칼만필터의 안정성과 추정성능이 

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측정치 

잉여값(residue)을 이용하여 측정잡음 분산값을 실시간

으로 추정하는 응필터(adaptive filter)를 용하기도 

한다
[4].

  차량과 SDINS 사이의 장착 비정렬은 항법장치를 차

량의 좌표축과 정확히 일치시켜 장착할 수 없기 때문

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착 비정렬에 의해 

SDINS의 진행축에 수직인 두 축에는 장착 비정렬 각

의 크기와 차량의 주행속도에 비례하여 실제 속도가 

나타나게 되며 NHC는 장착 비정렬에 의해 나타나는 

실제 속도를 (zero)으로 강제함으로서 그 크기만큼

의 속도오차가 생기고 결과 으로 치오차를 유발하

게 된다. 따라서 장착 비정렬 각을 히 보상할 수 

있다면 NHC를 이용한 보정항법의 치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Fig. 1. 시스템 좌표축 정의

  본 논문에서는 SDINS의 장착 비정렬을 NHC 칼만

필터의 상태변수에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기

법을 제시한다. 한 별도의 외부센서 없이 SDINS 단

독으로 항법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NHC과 ZUPT
가 결합된 지상항법 칼만필터를 구성하고 차량 주행

시험을 통하여 획득된 raw data를 이용한 시뮬 이션

을 통해 항법성능을 분석한다.

2.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 칼만필터 구성

가. NHC 칼만필터 측정방정식

  Fig. 1은 시스템의 좌표축을 나타낸 것으로 동체좌

표계(body frame)는 SDINS의 x, y, z축을, 항법좌표계

(navigation frame)는 항법계산의 기 이 되는 북, 동, 
수직(north, east, down)축을 의미한다.
  NHC는 차량의 진행방향인 x축에 수직인 평면의 속

도는 (zero)이라는 다음의 운동제한조건을 이용한다
[2].


 ≈

≈  
 ≈

≈ (1)

  여기서, 윗첨자   는 각각 SDINS의 동체좌표와 

차량의 동체좌표를 의미하며 장착 비정렬이 없을 경

우 두 좌표는 일치한다. 그리고 
  

는 SDINS의 y

축  z축의 속도이고 
  

는 차량의 y축  z축의 

속도이다.

  SDINS의 동체좌표계 속도(     
)는 항법

좌표계 속도(    
)와 좌표변환행렬(

)의 

곱으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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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호 는 SDINS에서 계산된 값을 의미하며 

식 (2)에서 y축과 z축 성분의 속도는 식 (1)의 NHC 
조건에 의해 SDINS에서 유발된 속도오차이다. 식 (2)
로부터 동체좌표계에서의 속도오차는 식 (3)과 같으

며, 식 (1)과 (3)으로부터 NHC의 측정방정식은 식 (4)
와 같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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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벡터 의 왜 칭행렬을 나타내며 

는 
의 원소이다.    

은 항법

좌표계에서의 SDINS 속도오차,    
은 

SDINS의 자세오차이며,   는 측정오차로 
  

의 

분산을 가지는  평균 백색잡음으로 가정한다.

나. 장착 비정렬에 의한 SDINS 동체좌표계 속도

  장착 비정렬(    )은 Fig. 2와 같이 SDINS의 

동체좌표와 차량의 동체좌표 사이의 각으로 정의되며, 
비정렬각을 미소각(small angle)으로 정의하면 두 좌표

사이의 변환행렬(
 )은 식 (5)와 같으며, SDINS의 동

체 속도와 차량의 속도는 식 (6)의 계를 갖는다.

 

Fig. 2. 장착 비정렬 정의


≈











  
  
  

 (5)


  (6)

  차량 동체좌표의 y축  z축의 속도는 식 (1)의 운

동제한조건에 의해 (zero)이므로 SDINS의 동체속도

는 식 (5)와 (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7)

  식 (7)은 장착 비정렬에 의해 SDINS의 y축과 z축으

로 차량의 진행속도와 장착오차의 크기에 비례하는 

속도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식 (4)와 같이 장착 

비정렬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NHC 칼만필터를 구

할 경우 실제 y축과 z축에 나타나는 속도를 으로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y축과 z축으로 속도오차와 치

오차가 유발됨을 알 수 있다.

다.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 측정방정식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 칼만필터의 측정값은 식 

(2)의 SDINS에서 계산된 동체좌표계의 속도와 식 (7)
의 장착 비정렬에 의해 실제 SDINS에 나타나는 속도

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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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8)의 측정값에 한 측정행렬은 장착 비정렬 오

차( , )를 칼만필터의 상태변수에 포함시키고 식 

(2)와 (7)로부터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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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HC/ZUPT 지상항법시스템 구성

  Fig. 3은 실시간으로 장착 비정렬을 추정하는 NHC
와 ZUPT가 결합된 지상항법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차량이 정지상태인 경우에는 ZUPT를 수행

하고 차량이 주행 인 경우 NHC 보정을 수행하도록 

구성하 다. 오차보정을 한 칼만필터는 항법오차를 

상태변수로 정의하는 간 (indirect)방식으로 설계하고 

지상항법장치의 장시간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추정된 

항법오차를 시스템으로 되먹임(feedback)하는 방법으로 

구 되었으며 필터 구성에 필요한 시스템 오차모델과 

측정 오차모델은 다음과 같다.

Fig. 3. NHC/ZUPT 지상항법 구성도

가. 시스템 오차모델

  시스템 오차모델은 SDINS 오차, 자이로  가속도 

오차, 차량에 한 SDINS의 장착오차를 포함한 17
차로 구성하 다. SDINS 오차모델은 자세오차의 정

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구해질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항법좌표계에서의 비틀림각(tilt angle)으
로 정의되는 자세오차에 해 도오차, 경도오차, 
고도오차  항법좌표계에서의 속도오차를 포함하여 

9차로 모델링하 다
[5]. 자이로  가속도계 오차는 

주 오차요소인 바이어스오차만 포함하여 1차 마코  

로세스로 모델링 하 고, 차량에 한 SDINS의 장

착 비정렬은 고정된 값이므로 랜덤상수로 모델링하

다.

나. ZUPT 측정 오차모델

  차량이 정지한 경우 SDINS의 항법 속도출력은 오

차를 의미하므로 ZUPT 측정 오차모델은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는 측정오차로 
 의 분산을 가지

는  평균 백색잡음으로 가정한다.

다. NHC 측정 오차모델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 측정 오차모델은 앞에

서 유도된 식 (9)와 같으며, 장착 비정렬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는 식 (4)와 같다.

라. 정지 단

  ZUPT는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SDINS의 출력속

도를 모두 오차로 가정하고 보정을 하는 것이므로 차

량의 정지상태를 정확히 단한 후 ZUPT를 수행하여

야 한다. 정지상태의 단은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

는 센서인 SDINS의 자이로와 가속도계의 정보를 이용

하여 이루어지는데 수평축 속도와 자이로 출력을 이

용하는 방법
[6], 가속도 정보와 자이로의 zero-crossing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7]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이로의 평균과 가속도계의 분산을 

이용하여 정지상태를 단한다. 정지 단은 정지상태

에서 자이로와 가속도계의 측정값은 각각 지구자 각

속도와 력가속도이며 주행상태에 비해 정지상태에서 

출력값의 변화가 작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Fig. 4는 정

지 단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먼  정지상태에서 차

량의 진동에 의한 향을 감소시키기 해 역통과필

터와 이동평균 등 신호처리를 수행하고 식 (11), (12)와 

같이 각속도 평균값과 가속도 분산값을 비교하여 정지

상태를 단한다. 한, 정지상태에서 승하차, 바람 

는 주  주행차량에 의한 흔들림 등 외란에 의해 센서 

출력이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운터를 

이용하여 외란에 의한 순간 인 변화와 주행에 의한 

연속 인 변화를 구별하여 안정 으로 ZUPT가 수행되

도록 하 다.

Fig. 4. 정지 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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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역통과  이동평균된 값이고 
는 지구자  각속도,   는 각각 각속도 

평균과 가속도분산에 한 정지 단 임계치이다.

4. 차량시험  성능분석

  제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차량시

험을 수행하고 후처리 시뮬 이션에 필요한 센서데이

터를 획득하 다. 차량시험은 0.1deg/hr  자이로와 100
g  가속도계가 장착된 성항법장치와 1mil  정

성항법장치를 차량에 탑재하고 주행하면서 200Hz마
다 성항법장치의 자이로  가속도계 정보를 획득

하 고 5Hz마다 정 성항법장치의 항법데이터를 획

득하여 항법오차 분석의 기 정보로 사용하 다. Fig. 
5는 차량시험의 주행궤 을 나타낸 것으로 약 2300  

동안 약 29km를 주행하 으며, 주행 간에 4회 ZUPT
가 수행되도록 하 고 기정렬을 해 주행 에 약 

900 간 정지상태를 유지하 다.
  시뮬 이션은 ZUPT 단독항법, 장착 비정렬을 고려

하지 않은 NHC/ZUPT,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 
ZUPT의 3가지로 나 어 수행하고 각각의 치오차를 

Fig. 5. 차량시험 주행궤

비교하 다. 그리고 장착 비정렬 각의 크기에 따른 항

법정확도를 비교하기 해 임의로 수평축 장착 비정

렬 각을 추가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

석하 다.

가. NHC/ZUPT 성능분석

  Fig. 6, 7과 Table 1은 NHC/ZUPT 구성에 따른 수평

치오차와 고도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

면 ZUPT 단독항법의 경우 ZUPT 사이의 주행구간에서 

주행시간에 비례하여 치오차가 서서히 증가하고 정

지시에 ZUPT를 통해 치오차가 감소되는 ZUPT의 일

반 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NHC와 ZUPT가 결합된 경우의 수평 치오차는 주

행구간에서 NHC를 통해 항법오차의 보정이 이루어지

므로 ZUPT 단독항법에 비해 오차가 크게 감소되며,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ZUPT의 항법성능이 장착 

비정렬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다 더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 NHC/ZUPT 구성에 따른 수평 치오차

Table 1. NHC/ZUPT 구성에 따른 치오차 비교

구분
ZUPT 
only

NHC/ZUPT

장착비정렬 
미고려

장착비정렬 
고려

수평 치
오차[m]

평균값 66.4 18.9 12.2

최 값 442.7 46.5 27.6

고도오차
[m]

평균값 8.61 87.7 3.9

최 값 41.0 214.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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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HC/ZUPT 구성에 따른 고도오차

Fig. 8. NHC/ZUPT에서 추정된 장착 비정렬

  고도오차는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ZUPT의 오

차가 가장 작으며, 장착 비정렬을 고려하지 않은 

NHC/ZUPT 항법의 고도오차는 ZUPT 단독항법에 비

해 매우 크게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NHC에서 장착 비정렬의 향을 단 으로 보여주

는 것으로 장착오차에 의해 주행  SDINS의 수직축

으로 나타나는 실제 속도가 NHC에 의해 (zero)으로 

강제됨으로써 오히려 속도오차와 고도오차를 유발하

게 된다. Fig. 8은 장착 비정렬을 고려한 NHC/ZUPT에

서 추정된 비정렬 각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 

값은 SDINS를 차량에 장착할 때 자연 으로 생기는 

장착 비정렬 각을 의미한다. Fig. 8에서 수직축(y축 장

착 비정렬)으로 약 -10.7mrad의 장착 비정렬에 의해 

장착 비정렬을 고려하지 않은 NHC/ZUPT의 고도오차

가 크게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착 비정렬을 

고려하는 경우 추정된 장착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상함

으로써 주행 에도 매우 정 한 고도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평축 장착비정렬 크기에 따른 항법오차 비교

  장착 비정렬의 크기에 따른 항법오차와 장착 비정

렬의 추정성능을 검증하기 해 임의로 수평축(z축 장

착 비정렬)에 장착 비정렬 각을 추가하여 시뮬 이션

을 수행하 다. 장착 비정렬이 추가된 성센서 데이

터는 차량시험에서 획득된 성센서의 데이터를 임의

로 추가된 수평축 장착 비정렬에 해당하는 좌표변환

행렬을 통해 변환하여 생성하 다. 추가된 장착 비정

렬의 크기는 차량시험에 이용된 SDINS의 기 방 각

정렬 정확도의 1σ와 3σ에 해당하는 10mrad과 30mrad
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10mrad과 30mrad의 수평축 

장착 비정렬 각을 임의로 추가한 후의 실제 장착 비

정렬각은 Fig. 8에서 추정된 자연 으로 유발된 비정

렬 각인 1mrad이 더해져서 각각 11mrad과 31mrad이 

된다.
  Fig. 9는 장착 비정렬이 고려되지 않은 NHC/ZUPT
의 수평축 비정렬각 크기에 따른 수평 치오차를 나

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0mrad, +10mrad, +30mrad은 

차량시험 데이터에 추가된 수평축 장착 비정렬 각의 

크기를 의미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렬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치오차가 증가하며, 장착 비정렬이 클 경

우 ZUPT 단독항법에 비해 항법성능이 하됨을 볼 

수 있다. 한 NHC과 ZUPT가 결합되어 정지상태에

서 ZUPT를 수행하여도 주행  증가된 치오차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착 비정렬

이 칼만필터에 모델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착 비정

렬에 의해 유발된 치오차를 ZUPT에서 추정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Fig. 10은 장착 비정렬이 고려된 NHC/ZUPT의 수평

축 장착 비정렬 크기에 따른 수평 치오차를 나타낸 

것으로 추가된 비정렬각의 크기에 계없이 정확도는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착 비정렬이 고려된 NHC/ZUPT 칼만필터

에서 장착 비정렬을 정확히 추정하 기 때문이다. Fig. 
11에서 10mrad과 30mrad의 수평축 장착 비정렬각이 

추가된 경우에 임의의 값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의 비

정렬각인 1mrad이 더해져서 각각 11mrad과 31mrad으
로 장착 비정렬각의 추정결과가 수렴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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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수평축 비정렬 크기에 따른 치오차 비교

         (장착 비정렬이 고려되지 않은 NHC/ZUPT)

 

Fig. 10. 수평축 비정렬 크기에 따른 치오차 비교

(장착 비정렬이 고려된 NHC/ZUPT)

  Fig. 12는 NHC/ZUPT 구성방법과 장착 비정렬의 크

기에 따른 수평 치오차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으로 장

착 비정렬의 추정을 고려한 NHC/ZUPT로 지상항법장

치를 구성할 경우 차량과 SDINS 사이의 장착 비정렬 

크기에 계없이 항상 정확한 항법성능을 얻을 수 있

음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외부 센서의 도움 없이 SDINS 단독

Fig. 11. 수평축 장착 비정렬 추정결과

(장착 비정렬이 고려된 NHC/ZUPT)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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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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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Estimation

NHC/ZUPT with 
Mount Estimation

수평위치오차[m]

+0 mrad +10 mrad +30 mrad

Fig. 12. 수평축 장착 비정렬에 따른 치오차 비교

으로 지상항법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장

착 비정렬의 실시간 추정을 포함한 NHC/ZUPT 칼만

필터를 제시하 다. 차량주행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한 결과, 장착 

비정렬을 추정하는 NHC/ZUPT는 장착 비정렬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

며, 외부 센서의 도움 없이 SDINS 단독으로 매우 정

한 지상항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필

터는 GPS와 속도계 등의 보조센서와 결합된 지상항

법장치의 구  시 GPS 신호단  는 보조센서의 고

장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항법성능을 유지하는데 유용

할 것이며, 성센서가 포함된 민수용 차량항법장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큰 장착 

비정렬이 유발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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