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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소형 선박용 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개발에 합한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기반의 성 센서 평가와 선정에 하여 기술했다. 먼 , 오일러 공식에 기 한 성 센서의 오차 모델과 잡음 모델을 정의하고, 앨

런 분산(Allan Variance) 기법과 몬테카르로(Monte Carlo) 시뮬 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성 센서를 평가하 다. ADIS16405, SAR10Z, 

SAR100Grade100, LIS344ALH, ADXL103 등 다섯 가지 성 센서에 한 평가결과, ADIS16405의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한 경우 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600  경과시 속도 오차의 표 편차가 약 160 m/s, 치 오차의 표 편차가 약 35 km로 나타났다. 평가를 통해 

ADIS16405 성 센서가 IMU 구축에 최 임을 알았고, 이러한 오차 감소 방법에 해서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검토하 다.

핵심용어 : 소형 선박, 성 측정 장치, MEMS 기반 성 센서, 속도 오차, 치 오차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MEMS(Micro-Elect Mechanical System) based inertial sensor to fit to  
implement the Inertial Measurement Unit(IMU) for a small-sized vessel at sea. At first, the error model and the noise model of the 

inertial sensors are defined with Euler's equations and then, the inertial sensor evaluation is carried out with Allan Variance techniques 

and Monte Carlo simulation. As evaluation results for the five sensors, ADIS16405, SAR10Z, SAR100Grade100, LIS344ALH and 

ADXL103, the combination of gyroscope and accelerometer of ADIS16405 is shown minimum error having around 160 m/s standard 

deviation of velocity error and around 35 km standard deviation of position error after 600 seconds. Thus, we select the ADIS16405 inertial 

sensor as a MEMS-based inertial sensor to implement IMU and, the error reducing method is also considered with the search for 

re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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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 으로 기존 성 센서와 달리 소형, 

가격, 력 소모의 성 센서가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

다. 이러한 성 센서는 항공기, 무기체계, 잠수함 등에 사용

하는 성항법 시스템(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의 

성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에 용되는

데, 최근에는 MEMS 기반 성 센서를 이용한 IMU(이하 

MEMS-IMU) 연구가 범 하게 진행되고 있다(Volker 

Kempe, 2011; Mohamed Gad-el-Hak, 2006).

MEMS-IMU는 MEMS 기반 성 센서 오차를 보상하기 

해 일반 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연동시

킨 후, 칼만 필터(Kalman Filter, KF)를 용하여 시스템을 구

축한다. KF를 용하는 경우, 시스템 변수와 잡음 상태에 

한 사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MEMS-IMU를 구축하기 

에 이러한 센서들의 잡음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요하다

(Chris Goodall et. al., 2005; Naserel-Sheimy et. al., 2006). 

본 연구의 최종 목 은 가면서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력 소모가 은 소형 선박용 성항법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고, 본 연구의 목 은 다양한 MEMS 기반 성 센서의 오차 

특성을 규명하여 최 의 성 센서를 선정하는데 있다. 우선, 

성 센서 오차 모델과 잡음 모델을 정의한 후, 다양한 센서들

의 특성과 오차를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최 의 

성 센서를 선정하고, 오차 감소 방안을 참고문헌을 통해 검

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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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센서 오차 모델

2.1 성 센서 오차 모델

Fig. 1과 같이 세 축이 서로 직교하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

코 (gyroscope, 이하 자이로)를 랫폼(Platform)에 설치한 

6-자유도 운동의 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고려한다(S. M. Bennett et. al., 1998).

Fig. 1 Inertial Measurement Unit(IMU) of six degree of 

freedom with 3-axis accelerometer and 3-axis 

gyroscope 

Fig. 1에서 가속도계는 랫폼 내부에서 {  }로 구성

된 3차원 성 공간을 감지하고, 자이로는 이 성 공간에서 

{    }의 3-축 각속도를 측정하여 IMU에 한 상  

치를 계산한다. 계산 차는, 자이로 각속도를 이용하여 랫

폼의 회  행렬을 구하고, 가속도를 랫폼 좌표계로 변환시

켜 두 번 분하여 치를 구한다. 이러한 성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치 오차가 된다. 

Fig. 2는 가속도계의 3-축 좌표 {    }가 랫폼의 3-

축 좌표 {  }와 서로 직교하지 않아 오차를 야기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센서들의 부정합 오차는 그림에 나

타낸 각도 차, {          }를 이용하여 가속

도계 좌표를 랫폼 좌표에 정렬시킬 수 있다. 

Fig. 2에서, 3-축 가속도계에서 측정한 가속도  은 다음 

식(1)을 용하여 랫폼 좌표계에서의 가속도   로 변환시

킬 수 있다(Claudia C. Meruane Naranjo, 2008).

Fig. 2 Drawing for the mis-alignment between 3-axis 

accelerometers and platform coordinate axes(Claudia 

C. Meruane Naranjo, 2008)

   
                                             (1)

여기서,  
 는 다음 식(2)과 같이 가속도계 좌표계에서 

랫폼 좌표계로의 변환을 나타내고, 는  의 랫폼 축에 

한  의 가속도계 축 사이에서 발생한 회  각도를 의미한다.

 
 









  
  
  

                             (2)

그리고 랫폼 내부에서 측정한 각속도 
 는 다음 식(3)

을 용하여 지구 기  랫폼 좌표계의 각속도 
 로 변환

된다.


  

 
                                        (3)

여기서,  
는 자이로 좌표계에서 랫폼 좌표계로의 변환

을 나타내고, 는  의 랫폼 축에 한 의 자이로 축 사

이의 회  각도를 의미한다.

 
 









  
  
  

                              (4)

상기 식들은 랫폼-가속도계-자이로의 부정합 오차만을 

나타낸 것인데, IMU 최종 단에서는 성 센서의 다양한 오차

가 더해져서 출력된다. Fig. 3은 에 기술한 부정합 오차를 

  로 표시한 성 센서의 오차 모델이다(I. Skog et. al., 

2006).

Fig. 3 Inertial sensor error model including various error 

sources

Fig. 3에서, 가속도계에 한 출력을  


로 표시하고, 

자이로에 한 출력을  

로 표시하면, 다음 식(5)과 식

(6)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5)



  

                                  (6)

여기서,  ,  ,  ,  ,  ,   등은 가속도계(아래 첨

자 로 표시)와 자이로(아래 첨자  로 표시)의 스 일 팩터

(scale factor), 바이어스(bias), 측정 잡음 등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와  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의 분해능에 따라 결정되

는 고정 값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

는 잡음 특성,  ,  ,  ,  만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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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 센서 잡음 모델

성 센서 잡음 모델은 앨런 분산(Allan Variance, AV) 기

법을 용하 다. AV는 시간 경과에 따른 MEMS 기반 성 

센서의 다양한 통계  특징을 측정하기 한 기술인데, 

MEMS 기반 자이로에 한 AV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이로의 각속도를  의 샘 링 시간으로  개 샘 링한 후, 

다시  개의 데이터 샘 로 그룹을 구성하면, 각 그룹은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는다. 자이로 연속 출

력을  로 두고, 이산시간 간격    (  ⋯ )

로 측정하는 경우, 각도를 로 나타내면, 와 (  ) 사

이의 평균 각도는    




  

로 주어지고, 이에 

한 AV는 다음 식(7)로 정의된다(Giorgio De Pasquale et. al., 

2010).


  



 




  
   (7)

가속도계도 역시 상기 차를 통해서 AV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성 센서에 한 AV의 통계 값은 센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데, 주로 앵  랜덤 워크(Angle Random Work, 

ARW), 바이어스 불안정성(Bias Instability, BI), 이트 랜덤 

워크(Rate Random Walk, RRW), 드리 트 이트 램 (Drift 

Rate Ramp, DRR) 등이다. 이러한 용어는 아직 한 로 정의된

바 없고, 한 로 번역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 약자를 그 로 사용한다. 여기서, ARW는 고주  성분의 

잡음으로 다른 잡음과 비교하여 짧은 시간동안 발생하는 일종

의 백색 잡음(white noise)으로 고려한다. BI는 주  역에

서 일종의 릭커(flicker) 잡음으로 나타나며, 특히 센서 안정

성 결정에 요한 잡음 특성이다. RRW는 긴 시간동안 변하

는 것으로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DRR은 통계 인 오차에 포

함되는 것으로 장시간 동안 천천히 일정하게 변한다. 여기서, 

MEMS 기반 자이로 오차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은 ARW와 

BI이고, RRW와 DRR은 일정하거나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ARW와 BI에 해서만 고려하 다

(Volker Kempe, 2011; Mohamed Gad-el-Hak, 2006).

ARW에 한 AV는 다음 식(8)로 나타나고, BI에 한 AV

는 식(9)로 나타난다(Martin Vagner, 2011, Songlai Hanet. al., 

2009).


  




                                     (8)


  




ln
sin

sincos    (9)

여기서,  ,  는 차단주 수,   는 코사인 분, 

 는 ARW의 계수,  는 BI의 계수이다. 그리고 상기 식

(8)과 식(9)의 AV 값은 서로 독립 이기 때문에 다음 식(10)

과 같이 서로 더하여 표 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10)

2.3 자이로 센서 잡음 모델

지구를 참조(아래 첨자  로 표시)하는 자이로 센서의 잡음 

모델은 다음 식(11)과 같이 이산시간 에 한 각속도로 나

타낼 수 있다(Kim Mathiassen, 2010; D. H. Titterton et. al., 

2009). 

                                             (11)

여기서,  는 백색 잡음으로 의 식(5)의 측정 잡음  에 

해당하고, 이에 한 AV는 의 식(8)로 추정할 수 있다. 

는 릭커 잡음으로 의 식(5)의 바이어스  에 해당하고, 

이에 한 AV는 의 식(9)로 추정할 수 있다. 

의 식(11)의  를 샘 링 시간  로 분하면 다음 식

(12)과 같은 자이로 각도에 한 이산 모델이 된다.

    
                              (12)

2.4 가속도계 센서 잡음 모델

가속도를 로 나타내고, 속도를 
 , 거리를  로 

나타내면, 가속도계 센서 잡음 모델은 오일러 방법을 용하

여 다음 식(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m Mathiassen, 

2010; D. H. Titterton et. al., 2009).




 


 

 



 


 

 




 


 

 



 




                 (13)

한편, 가속도계 잡음은 자이로와 달리 백색 잡음만 나타나

기 때문에 가속도 오차는 다음 식(14)로 나타나고, 여기에 더

하여 가속도는 성의 향을 받기 때문에 자이로 각도  

에 한 지구 력 가속도  가 부가된다. 고도    인 해수

면에서의 도( )에 한  는 다음 식(16)으로 구할 수 있

다(D. H. Titterton et. al., 2009).

                                           (14)

   sin                             (15)
  × sin× sin       (16)

3. 시뮬 이션

3.1 시뮬 이션 방법

시뮬 이션은 랜덤 변수를 이용하는 몬테카르로(Monte 

Carlo, MC) 기법을 용하 다. 성 센서에 랜덤 잡음을 삽

입한 오차 모델에서  개의 샘 을 취한 경우의 기댓값을 

( ⋯ )로 나타내고,  개의 샘 을  개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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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구분한 기댓값을 {{ 

,  ⋯ }, 

  ⋯ }로 나타내면, 이에 한 그룹 평균  

은 다

음 식(17)이 되고, 공분산 행렬 

은 다음 식(18)로 나타낼 

수 있다(Jonathan Pengelly, 2002; Eric C. Anderson, 1999; 

Jonathan Goodman 2011). 

 

 
 



 

                                      (17)





 




 

 


 


 


                 (18)

여기서,  는 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식(18)

을 몬테카르로 시뮬 이션에 용하여 오차를 평가하 다..

3.2 시뮬 이션에 용한 변수

다음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본 연구에 용한 세 가

지 자이로와 가속도계에 한 주요 잡음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ADIS16405(Analog Device, 2009)는 3-축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내장하고, SAR10Z(Sensonor, 2009)과 

SAR100Grade100 (Sensonor, 2010)은 1-축 자이로를 내장하

며, LIS344ALH(ST Microerectronics, 2008)은 3-축 선형 가

속도계를 내장하고, ADXL103(Analog Device, 2004)은 1-축 

가속도계를 내장하고 있다.

Table 1 Noise parameters of gyroscopes 

Product
Angle Random Work 

( )
Bias Instability
( )

ADIS16405 2.0 25.2

SAR10Z 1.8 125

SAR100Grade100 0.65 100

Table 2 Mechanical parameters of accelerometers 

Product Dynamic Range
( )

Noise Density  
( )

Bandwidth 
( ) 

ADIS16405 ± 18 500  330

LIS344ALH ±  6  50 1,800

ADXL103 ± 1.7 110 5,500

3.3 시뮬 이션 결과

Table 1의 ARW와 BI  Table 2의 잡음 도(Noise 

Density)를 이용하여 성 센서들의 오차를 분석하 다.

(1) 자이로에 한 AV 시뮬 이션 결과

Fig. 4는 Table 1의 세 가지 자이로에 한 AV 시뮬 이션 

결과로서, 'ADIS16405(Real Data)'로 표시한 그래 는 이 센

서의 자이로에 한 실제 AV 데이터(Analog Device, 2009)를 

나타내고, 'ADIS16405(AV)'는 의 식(10)을 이용하여 추정

한 AV이며, 'ADIS16405(Gyro Model)'는 식(7)에 몬테카르로 

시뮬 이션을 용한 AV를 나타낸다. 100  부근까지 이들 

세 가지 결과가 일치하고, 100  이후부터는 실제 데이터와 

추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차이는 AV 계산에 

ARW와 BI 만을 용하 기 때문인데, Fig. 4로부터 ARW와 

BI만을 용하더라도 실제 AV 데이터와 유사한 정도의 추정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SAR10Z와 SAR100Grade100('SAR100G'로 표시)의 그래  

설명은 ADIS16405와 같은데 다만, 이 두 가지 자이로의 실제 

AV 데이터는 제조회사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표시하

지 못했다. 한편, AV는 시간 경과에 따른 성 센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잡음 특성과 안정화 여부를 평가하기 한 것으

로, 시간 경과에 따라 각도 변화의 감소폭이 클수록 안정화됨

을 의미한다. Fig. 4로부터 ADIS16405 자이로의 안정화 속도

가 다른 두 가지 자이로와 비교하여 빠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속도계의 경우, AV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가 Table 2에 나

타낸 잡음 도뿐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다. 후술하는 평

가결과에서 가속도계의 잡음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부터 Fig. 7은 ADIS16405 성 센서만의 특성을 상

세히 검토하기 해 나타낸 시뮬 이션 결과이다. 

Fig. 4 Simulation results of Allan Variance(AV) for the 

three kinds of gyroscopes

(2) ADIS16405 자이로와 가속도계의 시뮬 이션 결과

Fig. 5는 ADIS16405 자이로의 각도 오차에 한 표 편차

이다. 이 결과는 식(11)의 각속도     에서,  로서 

식(8)의 
  을 용하고, 로서 식(9)의 

  을 

용한 후, 식(12)의     
 에 입한 것인데, 

ADIS16405 자이로의 각도 오차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

분 BI에 의한 리커 잡음임을 알 수 있고, ARW에 의한 백색 

잡음은 향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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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results for the angle error of ADIS16405 

gyroscope

Fig. 6과 Fig. 7은  ADIS16405 자이로와 가속도계 모두에 

해서 식(11)부터 식(16)까지를 용한 결과이다. Fig. 6의 속도 

오차와 Fig. 7의 치 오차는 부분 자이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도 오차의 표 편차는 약 600  경과시 160 m/s

로 나타났고, 치 오차의 표 편차는 35 km로 나타났다. 

Fig. 6 Simulation results for the velocity error of ADIS16405 

gyroscope with accelerometer

Fig. 7 Simulation results for the position error of ADIS16405 

gyroscope with accelerometer

(3) 자이로와 가속도계 조합에 한 시뮬 이션 결과

Fig. 8과 Fig. 9는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낸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하여 계산한 속도 오차와 치 오차에 한 

표 편차이다. 본 실험 목 은 다양한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하여 가장 오차가 작은 조합을 찾기 한 것으로 조합은 

다음과 같이 하 다. 

조합-1 : ADIS16405 자이로 + 가속도계

조합-2 : SAR10Z 자이로 + ADXL103 가속도계

조합-3 : SAR10Z 자이로 + LIS344ALH 가속도계

조합-4 : SAR100G100 자이로 + ADLX103 가속도계

조합-5 : SAR100G100 자이로 + LIS344ALH 가속도계

Fig. 8의 속도 오차에서, 조합-1(ADIS16405 자이로 + 가속

도계)을 용한 경우(‘ADIS16405’로 표시)가 가장 작게 나타났

는데, 600  부근에서 약 160 m/s이고 나머지 조합들은 600 

m/s ∼ 800 m/s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Fig. 9의 치 오차의 

경우에도 조합-1(ADIS16405 자이로 + 가속도계)을 용한 경

우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600  부근에서 35 km임에 반하

여 나머지 조합은 130 km ∼ 160 km 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the velocity error of ADIS16405 

gyroscope with accelerometer

Fig. 9 Simulation results for the velocity error of ADIS16405 

gyroscope with accel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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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뮬 이션 결과 검토

세 가지 자이로와 가속도계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DIS16405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

임을 알았다. 한편, ADIS16405의 경우, 속도 오차의 표 편

차가 600  경과시 약 160 m/s, 치 오차의 표 편차는 약 

35 km 발생하 다. 이러한 정 도를 갖는 MEMS-IMU는 선

박용 성항법 장치로 용 불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 부분의 

MEMS-IMU의 경우,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실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의 항법보조 장치로 용할 목  는 GPS의 

치 정 도를 향상 시킬 목  등으로 용하고 있다.

한편, 재 MEMS 기반 성 센서들의 성능이 해가 거듭될

수록 향상되고, 가격이나 부피, 무게, 력소모 등에서 많은 

이 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로, 

재 부분의 연구들이 GPS와 MEMS-IMU를 서로 결합하

여 사용하고 있는데, GPS의 도움 없이 소형 도 러 이더

(doppler Radar)를 부가하여 MEMS-IMU의 정 도를 크게 

향상시킨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다(Walid Abdel-Hamid, 

2005; Peter Sherman et. al., 2005).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소형 선박에서도 속력 측정장

치를 이용하여 IMU의 정 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EMS 기반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소형 선박용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을 구성하기 

한 최 의 자이로와 가속도계 선정 방법과 결과를 검토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DIS16405, SAR10Z, SAR100Grade100, LIS344ALH, 

ADXL103 등의 성 센서 조합에 한 평가결과, ADIS16405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용한 경우가 가장 작은 속도 오차와 

치 오차를 나타냈다.

(2) 속도 오차와 치 오차에 부분의 향을 미치는 것은 

자이로 오차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정 도의 자이로 선정이 

MEMS-IMU 구축에 가장 요한 요소임을 알았다.

(3) ADIS16405 성 센서에 한 속도 오차의 표 편차는 

600  경과 시 약 160 m/s, 치 오차의 표 편차는 약 35 

km 발생하여 ADIS16405 성 센서만을 이용한 소형 선박용 

항법장치 구축은 곤란함을 알았다.

이러한 상기 (3)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Walid Abdel-Hamid(2005)와 Peter Sherman et. al.,(2005) 등

이 제안한 속도 측정 센서를 이용하면 MEMS-IMU의 정 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바, 연구를 지속하여 정

도를 향상시킬 정이다.

재, ADIS16405 성 센서와 속도 측정 센서를 이용한 

MEMS-IMU를 제작 에 있으며, 실험을 통하여 선박용 항

법장치에의 용 가능성을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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