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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guide a flying object which uses a seeker(SKR) and an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 properly, we 
should confirm that axes of both equipments are aligned in the scope expected.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method to measure the misaligned angle between a SKR and an INS during the system integration procedure. And 
we expanded this method to measure misalignments between several SKRs and an INS in case of captive flight 
test.

Key Words : Seeker(탐색기), Inertial Navigation System( 성항법장치), Misaligned Angle(비정렬각), Captive Flight Test 
(탑재비행시험)

1. 서 론

  무인 비행체가 목표물까지 비행하기 해서는 엔진 

추력이나 구동 날개 등을 조정하기 한 유도조종컴퓨

터 이외에도 자이로나 가속도계 센서를 탑재하여 비행

체의 치, 자세, 속도 등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성항

법장치(이하 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가 기본

으로 필요하다. INS와 별도로 GPS나 기압고도계 등의 

각종 센서류를 추가 장착하면 치나 고도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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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기 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INS가 가지고 있는 

발산 특성을 보정할 수 있다. 특히 김발로 구동하는 

탐색기(이하 SKR : SeeKeR)를 사용한다면 지향 치

가 기 입력된 정보와 어느 정도 다르더라도 정확한 목

표물 검색이 가능하다.
  SKR 정보를 활용하여 비행체를 제어하기 해서는 

INS가 인식하는 자세 정보와 SKR가 인식하는 자세 

정보 간 일치가 요하다. 두 정보의 정렬상태가 일정 

수  이상을 넘어서면 SKR의 시각 역에서 벗어나거

나 추 하는 목표물로의 유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SKR의 축과 INS의 센서축의 정렬 상태가 비

행에 문제없는 수 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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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체 탑재장비의 개발을 해 다수의 비행시험을 

수행하기에는 시간, 인력, 비용의 소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체하기 한 모사 시험 방안이 개발된다. 실험

실 수 의 시험을 기본으로 실제 비행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SKR나 INS 같은 경우는 그 검증 방안

으로 비행체를 모사한 드를 항공기에 장착하여 탑

재비행시험
[1～4]을 수행한다. 탑재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INS의 정보를 바탕으로 SKR의 검색 역이 

정해지는 등의 상  계가 있기 때문에 두 장비 간

의 축 정렬이 역시 필요하다.
  탑재비행시험은 다수의 SKR를 비교 시험하는 경우

도 있다. 상이한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를 탑재한 

SKR의 성능 비교를 해서는 방에 SKR를 부착한 

다수의 드를 항공기에 장착한 후 1회의 비행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시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가정을 만족하기 해

서는 INS의 정보도 하나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역시 INS와 각각의 SKR 사이의 축 정렬이 필요하다. 
이 때 INS는 특정 드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

화한다면 비행체 내의 어느 치에 있을 수 있다.
  비행체, 탑재비행시험 드, SKR 성능 비교를 한 

다수의 드의 경우의 공통 은 동체 방에 2축 김

발을 가지는 SKR가 장착되고 INS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행체를 제어하거나 SKR의 검색 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하나의 동체 내에 

SKR와 INS가 탑재되는 경우에 비정렬각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3장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다수의 SKR를 비

교 시험하는 탑재비행시험의 경우에 다수의 탑색기와 

하나의 INS의 비정렬각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2. SKR와 INS 간 비정렬각 측정 방법

  INS의 센서와 SKR 축의 비정렬각은 INS 센서와 

하우징 장착오차
[5], INS의 동체 장착오차, 동체의 INS

와 SKR 장착면 사이의 정렬오차, SKR의 동체 장착오

차, SKR 자체의 축-기계축 정렬오차 등 여러 가지 

제작  조립 오차가 되어 나타나다. 이러한 오차

들을 각각 측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어려우며, SKR와 

INS를 동체에 최종 조립한 상태에서 비정렬각을 측정

하는 것이 효과 이다.
  INS 센서와 SKR 축 사이의 비정렬각을 측정하려

면 둘  하나의 좌표계를 기 으로 삼아야 하지만 

둘  하나의 좌표계를 기 으로 다른 하나를 표 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체 심축에 

한 INS와 SKR 각각의 비정렬각을 먼  측정하고 이 

측정값을 활용하여 INS 센서와 SKR 축의 비정렬각

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1 동체 심축에 한 SKR의 비정렬각 측정 방법

  SKR의 축과 동체의 심축의 비정렬각을 측정하

기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1과 같이 동체 

방에 모의표 을 치시키고 SKR는 항상 축 방향

을 바라보도록(cage mode) 하여 동체를 회 시킨다.

  Fig. 1. Measuring Misalignment between SKR and 

Frame

  SKR는 동체에 조립되어 있으므로 동체의 회 방향

으로 SKR 축도 Fig. 2와 같이 회 하게 된다. 이 경

우, 동체에서 바라본 표 의 궤 은 수식 (1)과 같이 

동체 심축을 심으로 한 원이 된다.

Fig. 2. Relation between Frame Center Axis and SKR 

Optical Axis


 

   (1)

  그러나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동체에서 바라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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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 이 아니고, SKR가 바라본 표 의 궤 이므

로 SKR 인식 화면에서 표 의 궤 은 수식 (2)와 같

이 SKR 축을 좌표로 한 원이 된다. 즉 Fig. 3과 같

이 동체를 회 시킬 때 SKR 인식 화면에 나타난 모

의 표 의 궤 이 그리는 원의 심이 동체의 심축

이 되며, 원의 심의 좌표(-a, -b) 가 동체의 심축과 

SKR 축의 비정렬각이 된다. 특수한 로 동체의 

심축과 SKR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a와 b의 값은 모두 

0이 될 것이다.

 
 

   (2)

Fig. 3. Target Position Based on SKR Optical Axis

2.2 동체 심축에 한 INS의 비정렬각 측정 방법

  SKR는 동체와의 상 인 치 계를 출력값으로 

내주지만 INS는 동체와의 상 인 치 계가 아니

라 외부 기  좌표계에 한 자세 정보를 출력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Fig. 4와 같이 동체에 INS를 장착한 

상태에서 1회 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출력값에는 

동체와 상 없이 측정되는 기 자세값에 동체축과 

정렬 오차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정렬각이 더해

지는 것이다.

Fig. 4. Relation between INS Sensor Axis and Original 

Coordinate

  동체를 회 하면서 INS에서 측정되는 pitch와 yaw 
값을 그래 로 나타내면 Fig. 5와 같은 원의 형태가 

된다. 원의 심이 동체 심축이 되며, 원의 심까

지의 좌표 차이(c, d)가 비정렬각이다.

  Fig. 5. INS Measurement Trace Based on Original 

Coordinate

  Roll이 0일 때의 좌표가 INS 센서의 외부 좌표계에 

한 기 자세를 나타내므로 이 값을 모든 측정값에

서 빼 주면 INS의 좌표로 변환되어 측정값의 궤 이 

Fig. 6과 같이 그려진다.

Fig. 6. INS Measurement Trace Based on INS Sensor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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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KR와 INS의 비정렬각 계산 방법

  SKR와 INS의 비정렬각은 2.1, 2.2의 방법을 통해 각

각 측정한 비정렬각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동체 심축을 기 으로 SKR 축과 INS 
센서축을 각각 (a, b), (-c, -d)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때 INS를 기 으로 SKR의 비정렬각은 (a-(-c), b-(-d)) 
이므로 yaw 방향으로 a+c, pitch 방향으로 b+d라고 계

산할 수 있다. 동체에 장비가 장착된 상태에서 Roll 
방향으로 회 한다면 화살표와 같이 동체의 pitch축, 
yaw축 자체가 회 하기 때문에 궁극 으로 상호간의 

자세 차이는 변함이 없게 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은 설령 두 장비가 동체 

심축을 기 으로 상 범 를 벗어나는 정도의 비정

렬각을 가지게 제작, 조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장비

가 같은 방향으로 오차를 가지게 된다면 SKR와 INS 
간의 사용 정보 교환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스템 조립, 검 과정에서 비정렬각 측정을 

수행하는 의의라 할 수 있다.

Fig. 7. Calculation Misalignment between SKR and INS 

via Frame Center Axis

2.4 비정렬각 측정 방법의 효용성 검증

  본 에서는 에서 제시한 비정렬각 측정 방법의 

효용성을 간략히 검증하기 한 시험 방법  그 결과

를 제시한다. 표 인 로서, INS와 동체와의 pitch 
방향 비정렬각을 2.2의 차를 통해 구한 후에 이 값

에 변화를 주기 해 장비 장착 시 와셔를 덧 어 

pitch up 혹은 down을 시킨다. 와셔의 두께를 고려하

면 pitch 방향의 각도 변화량을 산출할 수 있고 다시 

2.2의 차를 수행하여 비정렬각 계산을 수행한다. 비

정렬각 재측정 결과가 와셔를 덧 어 발생한 pitch 각 

변화를 반 하 다면 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이 효

용성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를 들어 장비 방 장

착부에 와셔를 덧 어 약 0.2°의 pitch down을 유도하

을 때 동체와 INS의 비정렬각 측정 결과가 0.16°에
서 -0.05°로 변화하여 제시한 측정 방법이 유효함을 

간 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실제로 SKR나 INS가 두 장비간의 상호 계만 만

족하여 시스템 운용을 정상 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와셔를 덧 는 등의 하드웨어 인 보

정 방법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용해야 

하고 측정 결과 미세 조정을 넘어서는 수 이면 장비

별 규격 합성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3. 다수의 SKR와 하나의 INS 간 비정렬각 측정 

방법

  2장에서는 비정렬각을 측정하는 상물인 SKR와 

INS가 비행체나 드 등의 원기둥 형태의 하나의 동

체 내에 치하 을 경우에 비정렬각을 측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 다. 본 장에서는 2개의 SKR를 장착한 

드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다수의 SKR를 비교 평가

하기 한 탑재시험 구성에도 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 확장하여 기술한다.

3.1 두 개의 드 운용시 SKR와 하나의 INS 간 비

정렬각 측정 방법

  2개의 SKR를 장착하여 탑재비행시험을 하는 경우

는 다음 Fig. 8과 같은 형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드는 통상 항공기 날개의 일런에 매달기 때문

에 좌측, 우측 날개의 일런에 각각 하나씩의 드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의 형상이 Fig. 8이다.
  일반 으로 드 내에 INS도 치하기 때문에 비교

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INS가 우측 드에 치한다

고 가정한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우측 드

의 INS와 우측 드의 SKR 비정렬각, 그리고 우측 드

의 INS와 좌측 드의 SKR의 비정렬각이다. 자는 2
장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지만 단일 

동체 내에 치하지 않은 장비 사이의 비정렬각인 후

자는 직 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이에 좌측 드에 

INS를 별도로 장착하여 간 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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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st Method for Comparing Two SKRs

  두 개의 드를 날개에 부착한 상태에서 좌측 드

의 INS와 우측 드의 INS를 함께 자체정렬을 수행하

면 좌, 우에 장착한 INS 각각의 자세를 얻을 수 있다. 
좌측 SKR와 INS 사이의 비정렬각은 2장의 방법을 통

해 구할 수 있으므로, 식 (1)과 식 (2)의 계를 통해 

좌측 드 SKR와 우측 드 INS의 pitch 방향 yaw 방향

의 비정렬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식 (2)에는 항공기 장착부 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의 바이어스 값이 있는데 그림의 경우에는 

그 값을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컨  SKR가 

인식  추 하는 경우의 D값은 1km 수 인 경우 L
이 략 5m 수 일 때 는 -0.28° 정도이다. 표 의 

치에 따라 원주각에 해당하는 치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각도는 조 씩 달라질 수 있지만 D가 L에 비

해 상당히 큰 수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는 거의 

동일한 수 의 값이 나온다고 단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는 것은 SKR의 검색 역을 유도조종장치에

서 지정할 때 의 값이 무시할 수 을 넘어서면 반드

시 추가 검색 역을 만큼 더해야 정당한 비교가 된

다는 의미이다. 이 때 부호는 표 의 치 비 SKR
가 실제로 지향하게 되는 각 방향(L의 방향)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Fig. 8과 같은 경우는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 반면  장착 높이의 차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pitch 방향의 바이어스 각도인 는 드 내

에 장착하게 되는 두 장비 사이의 높이 차이가 센티

미터 단  이하이므로 각으로 환산하면 에 비해 무

시할 수 있다.

 방향비정렬각
 좌우 

 좌 좌 좌 우  

 (1)

방향비정렬각
 좌우  

 좌 좌 좌 우 

 (2)

  tan  (3)

3.2 다수의 SKR와 하나의 INS 간 비정렬각 측정으

로 확장

  두 개의 SKR를 비교 평가하기 한 장착방법에 

해 비정렬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수

의 SKR를 비교 평가하기 한 장착방법에 해 비정

렬각 측정 방법을 확장할 수 있다. Fig. 9(측면도), Fig. 
10(평면도)과 같이 기두부에 각각 SKR를 가지고 있는 

N개의 드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가 그 표 인 

경우이다. 이 때 기  항법자료를 제공하는 INS는 특

정 드에 치할 수도 있지만 일반화하여 항공기 내 

임의의 치에 있다고 하고 그 INS를 INS0라 한다. 
우리는 각각의 SKR와 INS0와의 pitch와 yaw 비정렬각

을 측정함에 있어, 각각의 드에 보조 으로 INS를 

추가하여 동시 자세 획득을 수행한다는 3.1의 내용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m번째 SKR(SKRm, 1≤m≤N)에 하여 INS0와의 

pitch 방향 비정렬각은 해당 드 내에 보조 으로 장

착하는 INSm을 매개로하여 식 (4)와 같이 표 된다. 
INS0와 각각의 SKR와의 높이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

도 차이를 라고 하면 pitch 방향의 비정렬각은 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 때 는 식 (5)와 같이 

구한다. 다수의 드는 동일한 높이에 장착될 것이므

로 SKR 차이에 따른 추가 차이는 없고 은 모두 

라 할 수 있다.

 방향비정렬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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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ide View of Multi-pod Captive Flight Test

Fig. 10. Floor Plan of Multi-pod Captive Flight Test

  tan  (5)

  마찬가지로 yaw 방향 비정렬각 역시 INSm을 매개

로 하여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드 장착 치에 따라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방향비정렬각
   
     

 (6)

  INSm보다 SKR가 좌측에 치한 경우는 이 식 

(7)과 같고 SKR가 우측에 치한 경우는 이 식 (8)

과 같이 표 된다.

  tan  (7)

  tan  (8)

4. 결론  향후 과제

  INS와 2축 김발로 구동하는 SKR를 탑재한 무인 비

행체나 탑재비행시험용 드에서는 두 장비 간의 축 

정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SKR가 하나인 경우

에도 그 지만 탑재비행시험의 경우에는 다수의 SKR
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하기 해 다수의 드를 운

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임의의 치에 있는 

INS와의 비정렬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용할 수 있는 비정렬각 측

정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용함으로써 시험의 신

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향후에는 비정렬각 측정 뿐 아니라 이를 보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의 개발을 통해 계측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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