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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기동표적 대응 IMM 필터뱅크

IMM Filterbank for Wideband-maneuvering Targe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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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filterbank based on the IMM (Interacting Multiple Model) that combines data from a sensor 
and uses them selectively depending on a level of maneuver. Furthermore, within the maneuver interval, the existing IMM filter 
has disadvantages such as unnecessary target estimation errors caused by using a constant velocity model and an increase of 
computation load because of a fixed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IMM filterbank overcomes these disadvantages 
by using three model groups and designs a filterbank to cope with a wideband-maneuvering target. The performances of the 
IMM filterbank was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IMM via computer simulations. The results show good 
performances for a wideband-maneuvering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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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항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해전의 양상

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전투 환경은 고속화되고 복잡

한 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무기체계는 정교하고 강

력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격통제체계는 대함 유

도탄의 속도가 고속이여도 직선 비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동(maneuver)
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격오차는 커지고 방어확률은 떨

어진다. 따라서 현대의 함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빠

른 속도로 고속화, 고기동화로 발전해가는 표적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무기체

계에 적용될 핵심 기반기술을 획득함으로서 미래의 복잡한

전장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표적추적 시스템(TTS: Target Tracking System)은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그리고 음향 탐지기 등의 센서로부터의 측

정치를 이용하여 공간상에서 운동하는 표적의 위치, 속도

및 가속도 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 추정(estimation)하고 이

를 이용하여 가까운 미래의 표적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보의 획득은 대공감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나 미사일 등의 표적들은

비선형의 운동역학에 의하여 운동하며, 일반적인 감시센서

는 표적의 위치만을 측정한다. 이 경우 표적의 운동을 선형

으로 근사화한 모델을 사용하여 칼만 필터를 구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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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오차와 표적 역학의 비선형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직
접 측정 되지 않는 속도나 가속도 등의 상태변수들을 추정

할 수 있다[1]. 
기동표적 추적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표적이 기동을 개시하거나 중지했을 때 이전까지의

표적운동 정보로부터 계산된 위치 예측값과 센서로부터 획

득된 측정값의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표적의 운동패턴이 바

뀌었다는 것을 탐지하고 표적의 운동에 가장 적합한 운동

모델로 변화하는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필터로써 Bar- 
Shalom 및 Birmiwal [2]이 제안한 가변차원필터(variable 
dimension filter)와 Bogler [1]가 제안한 입력추정필터(input 
estimation filter), 그리고 가변차원필터와 입력추정필터를 결

합한 가변차원 입력추정필터(variable dimension filter with 
input estimation) [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표적이 가질 수 있는 운동의 종류는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표적의 실제 운동은 표적이 나타낼 수 있

는 유한개의 운동모델과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이와 같이

가정된 모든 형태의 운동에 대하여 각 운동형태에 따른

Kalman 필터를 병렬로 실행하여 각각의 결과를 신뢰도에

따라 병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필터로는 Bar-Shalom [4]
이 제안한 상호작용 다중모델(IMM: Interacting Multiple 
Model) 필터가 있다.

등속 운동모델에서 등속의 표적이 갑자기 기동을 하면

추적필터의 잔류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잔류오차의 증가는

등속 운동모델에 추가된 외부입력으로부터 발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적필터의 잔류오차를 관찰함으로써 표적

의 기동, 즉 운동모델의 입력을 추정하게 되고, 기동이 판단

되었을 시 표적의 기동시점 및 상태변수에 가속도항을 추

가하여 재 추정함으로써 잔류오차를 줄이려는 연구가 계속

되어 왔고, 표적의 운동이 전환될 때 기존의 IMM 필터가

표적 운동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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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추정오차를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기존 IMM 필터의 고정된 구조의 모델그룹으로 인한 저

기동 및 고기동 표적추적 시 성능저하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 정의된 3개의 IMM 필터들을

병렬구조로 구성한 필터뱅크 개념을 도입하여 기동의 등급

에 따라 필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무기동, 저기동

그리고 고기동 모두 통괄하는 광대역 기동 표적에 대해 원

활한 추적성능을 보여주는 IMM 필터뱅크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기법은 기동이 없는 구간에서는 등속 운동모델을

포함한 IMM 필터를 매칭하고, 기동이 있는 구간에서는 등

속 운동모델을 제외하고 가속도 항을 고려한 운동모델을

포함한 IMM 필터를 매칭한다. 결과적으로 표적의 기동유

무와 관계없이 항상 등속 운동모델이 적용되는 기존의

IMM 필터에 비해 제안하는 광대역 기동표적 대응 IMM 필
터뱅크는 추적성능이 개선되며, 계산량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해상 함정에 있어 3차원으로 자함을 향해 저

기동으로 기동하는 유도탄과 광대역으로 기동하는 sea- 
skimming & pop-up 미사일의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IMM 필터뱅크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의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문제를 설정하고, III 장에서는 IMM 필터에 대해

서 소개하고, IV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IMM 필터

뱅크 설계와 알고리듬을 제시하고, V 장에서는 표적의 3차
원 기동패턴에 대해 기술하며, 기동패턴에 따른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IMM 필터뱅크가 기존의 IMM 필터보다 우수한

추적성능을 가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본 논

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II. 표적 모델

본 논문은 상공에서 광대역으로 기동하는 표적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등속 운동모델과 등가속 및 급속가속 운동

모델을 사용한 IMM 필터뱅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3차원 공간인 상공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등속 운동모델과 등가속 및 급속가속 운동

모델의 상태공간 방정식과 측정 방정식을 식 (1), 식 (2)로
정의한다[6].

  (1)

 (2)

여기서, 는 상태 천이행렬(state transition matrix), 
는 상태백터, 는 공정잡음 입력행렬, 는 정규분

포 의 특징을 가지는 백색(white)의 독립적인 공정

잡음(process noise) 벡터, 는 측정행렬, 는 정규분

포 의 특징을 가지는 백색의 독립적인 측정잡음

(measurement noise) 벡터이다. 
1. 등속 운동모델

등속(CV: Constant Velocity)으로 운동하는 표적의 상태벡

터는 3차원 좌표계에서 위치와 속도 성분으로 구성되므로

번째 시간에서의 상태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여기서,  , 는 방향의 위치와 속도를 나타내고, 

 , 는 방향의 위치와 속도를 나타내며,  , 
는 방향의 위치와 속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등속 운동모델의 상태 천이행렬, 공정잡음 공분

산행렬 그리고 측정행렬은 다음과 같다[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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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는 등속 운동모델의 공정잡음 강도(intensity)를 의미하

고, 는 공정잡음 입력행렬인 을 통해 얻을 수 있

으며, 는 각 샘플간의 시간 간격 즉, 샘플링 시간을 의미

한다[8].
2. 등가속 및 급속가속 운동모델

등가속(CA: Constant Acceleration) 및 급속가속(AA: Abrupt 
Acceleration)으로 운동하는 표적의 상태벡터는 등속 운동모

델의 상태벡터인 위치, 속도에 가속도 성분이 추가적으로

구성되므로, 번째 시간에서의 상태벡터 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8)

여기서,  ,  , 는 방향의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나타내고,  ,  , 는 방향의 위치, 속

도, 그리고 가속도를 나타내며,  ,  , 는 방향

의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등가속 및 급속가속 운동모델의 상태 천이행렬, 

공정잡음 공분산행렬 그리고 측정행렬 다음과 같다[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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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M 필터의알고리듬.
Fig. 1. Algorithm of IMM filter.

 
 













 



 



 



 

  



 

 



      



는 등가속 운동모델의 공정잡음 강도를 의미하고, 

는 공정잡음 입력행렬인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7].

III. IMM 필터

IMM 필터는 다양한 거동 패턴을 갖는 표적을 추적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알고리듬으로[10], 표적이 유한한 복수의

거동 패턴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거동 패턴에 맞는

동역학적 모델의 예측을 통해서 표적의 상태를 추정하는

알고리듬이다. 센서로부터 얻은 측정값은 각각의 모델을 통

과하며, 알고리듬의 결과 값인 상태 추정치와 오차 공분산

이 계산되게 된다. 이때 모델 사이의 변화는 Markov Chain
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파악되며, 각각의 모델 내에서 거동

의 추정은 칼만필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 필터들

은 사전에 예측된 표적의 거동에 맞는 동역학적 모델을 기

반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물체를 추적한다[9,11]. IMM 필터

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12].
1. 상호작용

첫 번째 단계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사이클의 출력 값인 최종 추정치   및 공분산

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의 한다. 개의 모

델을 사용하는 경우, 에서 번째 모델에 대한 혼합확률은

식 (13)으로 표현된다.

 

 
 (13)

여기서, 는 Markov 체인이라고 가정할 때, 모델 에서 

로의 전이 확률이며 은 모델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식 (13)에서의 분모항인 는 예측된 모드에 대한 확률로

식 (14)로 표현된다.


 



 (14)

모델 에 대한 혼합된 초기 조건 중에서 초기 상태와 초

기 오차 공분산은 식 (15), (16)으로 표현된다.

 
 

  



  , (15)


 

  





  
   



(16)

2. 부필터링

각각의 칼만필터가 서로 독립적으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번째 필터의 예측된 상태 추정은 식 (17)로 추정에 대한

공분산은 식 (18)로 표현된다.

  
 

 , (17)

  
 

  
 (18)

여기서, 는 프로세스 노이즈이다.

선형 측정 모델 와 실제 측정치와의 차이는 식 (19)로
표현된다

 
   (19)

측정치에 대하 오차 공분산은 식 (20)으로 표현된다.

  
  . (20)

칼만이득 값은 식 (21)로 계산된다.

 
. (21)

칼만이득을 사용하여 필터 j에 대해 새로운 상태추정은

식 (22)로, 공분산은 식 (23)으로 계산된다.

    , (22)

  
 (23)

3. 모델확률 갱신

새로 얻은 측정치로 모델확률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likelihood function 값이 필요하고 식 (24)로 계산된다. 

  









 

 
 (24)

각각의 모델에 대한 확률은 식 (25)로 갱신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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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

개의 추정치과 오차 공분산으로 최총 추정치와 오차 공

분산이 식 (26), (27)로 계산된다.

 
 



 , (26)

 
 





×


 (27)

IV. IMM filterbank
IMM 필터는 일반적인 기동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지만 고기동과 저기동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고기동에서는 기존의 포함된 모델 이외의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수의 증가는 계산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모델

을 사용하다 보면 실제 표적과 상관없는 모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또한 좋지 못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 본 논문에 제안한 IMM 필터뱅크는 일반적인 기

동에 대해서 우수한 추적성능을 보이는 IMM 필터를 기반

으로 하나 이상의 모델그룹을 사용하여 고기동 및 저기동

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수의 필터뱅크를 구성한다. 즉, 일반

기동, 고기동, 저기동에 대해서 각각 추적성능이 우수한

IMM 필터들을 구성하고 이 필터들을 적응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우수한 표적추적 성능을 유지 하면서도 다양한 기동

에 대응한다.
제안한 필터뱅크는 먼저 IMM 필터 기반으로 3개의 모

델 그룹을 설계하고 그림 2와 같이 기동 탐지, 기동 등급

추정 그리고 필터 매칭으로 구성되어있다.
1. 모델그룹 설계

본 논문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기

동으로 간주한다.
1.1 고기동을 위한 모델그룹

기존의 IMM 필터는 기동구간에서도 등속 운동모델을

사용한다. 물론 기동구간에서는 등속 운동모델의 모델확률

이 아주 낮아지고 이 모델확률만큼 등속 운동모델에 대한

가중치도 낮지만, 기동구간에서 등속 운동모델에 기반한 추

정치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기동을 위한

모델그룹 설계에서 불필요한 오차를 발생시키는 등속 운동

모델을 제외한 등가속 운동모델과 급속가속 운동모델만을

이용한다. 등가속 운동모델과 급속가속 운동모델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지만 급속가속 운동모델은 등가속 운동모델

보다 더 큰 크기의 공정잡음으로 설계되었다. 왜냐하면 실

제로 공정잡음은 알 수 없는 값이지만 기동의 크기가 높을

수록 잡음의 크기가 크고 기동의 크기가 작을수록 잡음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13].
등속 운동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모델로 고기동을

위한 모델그룹을 설계하였고 다음과 같다. 

      (28) 

여기서,   는 각각 고기동을 위한 등가속 운동모

델과 급속가속 운동모델이다.

그림 2. IMM 필터뱅크개략도.
Fig. 2. Schematic of the IMM filterbank.

1.2 저기동을 위한 모델그룹

저기동의 표적의 경우에 가속도의 크기가 작고 공정잡음

의 크기가 일정이상 되면 필요이상의 가속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가속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잡음 성분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가속도 구간에서 등속 운동모델을 제외한 등가속 운

동모델만으로 모델그룹을 구성한 것이 저기동의 경우에도

장점이 된다. 저기동을 위한 모델들은 고기동을 위한 모델

과 반대로 공정잡음의 크기를 작게 설정하였고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29)

여기서,  는 각각 저기동을 위한 등가속 운동모델

과 급속가속 운동모델이다. 
2. 기동탐지

기존의 단일 표적모델 추적 필터인 칼만필터에서는 측정

치와 등속 운동모델의 예측치와의 오차(잔류오차)를 이용하

여 이 값이 일정이상의 값을 초과하면 기동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IMM 필터뱅크에서는 위와 같이 모델그룹을 설정하고

이 모델그룹에 포함된 각각의 모델들의 확률을 통하여 기

동을 판정한다. 
다음의 조건으로 기동여부을 탐지할 수 있다.

       무기동       (30)

       기동       (31)

여기서, 는 등속 운동모델의 모델확률, 는 등가 운

동모델의 모델확률, 는 등속 운동모델의 모델확률 임

계값, 그리고 는 등가속 운동모델의 모델확률 임계값

이다.
식 (30)과 같이 의 값이 보다 크고 의 값

이   이상일 때, 기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을 이

용하여 표적을 추적한다. 만약 식 (31)과 같이 의 값이

보다 크고 의 값이  이상일 때, 표적이 기동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에서 또는 으로

모델그룹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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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나리오 1의표적궤적.
Fig. 4. Target trajectory of scenario #1.

3. 기동 등급 추정 및 필터 매칭

일단 기동의 탐지가 이루어지면, 뱅크 안에 정의된 필터

들의 교체를 위해서 기동의 크기를 판단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 다루게 될 기동의 크기는 총 3가지이며   초과   
이하의 범위사이에 존재하는 기동을 고기동이라고 정의한

다.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이다. 전투기의 경우

에 10  이상의 기동은 조종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하의 기동을 저기동이라고 정의하고 보통 저기동은

유도탄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최근의 유도탄은 낮은 등급

의 가속도로 서서히 자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

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가속 운동이라 하기에는 가속도의

값이 너무 작아 가속도 성분의 값이 잡음과 구별이 잘 되

지 않아 실제의 표적과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점이 존재한다. 
기동의 크기는 추정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32)

≤  ⇒   

   ≤  ⇒   

   ≤  ⇒   

(33)

여기서, 는 각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평균값이고, 
     는 각각 축, 축, 축 방향의 가속도 이다.

가속도의 크기가 저기동 크기이면  필터로 매칭하

고 가속도의 크기가 고기동 크기이면  필터로 매칭

한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저기동과 고기동 사이의 크

기이면  필터를 유지한다.

기동에 따라 새로운 필터 매칭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

모드 확률 는 이전 필터에서 계산된 모드 확률을 사용하

지 않고 식 (37)과 같이 기 설정된 값을 사용한다. 그 이유

는 필터 간 설정된 표적모델들이 상이하여 이전 필터에서

계산된 모드 확률을 새로운 필터의 모드 확률의 초기값으

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 IMM 필터뱅크알고리듬.
Fig. 3. Algorithm of IMM filterbank.

4. IMM 필터뱅크 알고리듬

필터뱅크 초기 구동 시, 기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등속

운동모델과 등가속 운동모델로 구성된  필터로 시작

한다.  필터에는 등가속 운동모델이 포함되어 있어

표적의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가속도항을 관찰하

고, 그 값이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기동이 있다고 판

단하여 필터뱅크의 다른 IMM 필터를 호출한다. 이때 식

(33)에 의해 기동 등급을 추정하여 등급에 맞는 필터로 매

칭한다. 만약 기동 등급이   이하의 저기동으로 판단되면

시간에서의 입력필터는 이 된다. 그림 3과 같이

매 샘플링 타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IMM 필터뱅크

를 구동한다.

V. 시뮬레이션 및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은 두 개의 시나리오로 성능 평가하였다. 샘
플링 간격 는 0.1초이고 측정잡음 공분산행렬  , 

과 등속 운동모델 및 등가속 운동모델의 상태오

차 공분산행렬의 초기값 와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4)

 ×  × (35)

모델 전이 확률 행렬 와 초기 모드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36)

   (37)

그리고 모든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100회의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해진 추정오차의 RMS
를 통하여 성능평가 하였다.
1. 시나리오 1

함정을 목표로 이동하는 유도탄의 대표적인 기동 패턴을

나타내는 저기동 궤적이다. 그림 4와 같이 초기위치(6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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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치RMS 오차.
Fig. 5. Position RMS error.

그림 6. 속도RMS 오차.
Fig. 6. Velocity RMS error.

그림 7. 가속도RMS 오차.
Fig. 7. Acceleration RMS error.

표 1. 시나리오1의RMS 오차평균값.
Table 1. RMS error average of scenario #1.

Position
()

Velocity
()

Acceleration
()

IMM 2.412 2.548 1.507
IMM Filterbank 1.899 1.223 0.508

0 , 700)에서 75(축 방향)의 초기 속도로 1초~80

초까지 0.1
에서 3

까지 점점 가속도가 증가하

는 저기동 표적이다. 표적은 시간이 지남에 천천히 자함

으로 근접해오다가 점점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시나리오 1의 표적은 처음부터 작은 크기의 가속도를 가

지는 저기동 표적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모든 구간에서

그림 5, 6, 7과 표 1의 결과처럼 본 논문에서 제시한 IMM 
필터뱅크가 위치, 속도, 가속도 모든 영역에서 더 좋은 성

능을 보인다. 기존의 IMM 필터는 일반적인 기동에 대응하

기 위해 설계된다. 저기동 표적은 가속도 크기가 작기 때문

에 기존의 필터의 공정잡음 크기로는 필요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오차가 좀 더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모델그룹은 공정잡음의 크기가 작게 설계되어 있어

보상을 작게 해줌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IMM 필터

보다 제안한 필터뱅크가 보다 안정적인 추적 성능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 그림 8과 같이 자함을 향해 기동하는 미사

일의 궤적의 형태인 sea-skimming & pop-up 궤적으로, 초기

위치 (2900 ,300 ,-700 )에서 280(축 방향)의 초기

속도를 갖는다. 1초에서 74초까지는 등속운동을 하다가 75
초에서 135초까지 축 방향으로 상승하는 일반기동을 하며

136초에서 210초까지 방향전환을 위해 고기동으로 하강하

는 궤적이다.
그림 9, 10,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동이 시작되기 전

인 74초까지는 기존의 IMM 필터와 IMM 필터뱅크의 추적

성능은 유사하지만, 기동 구간인 76초에서 210초 사이에는

IMM 필터뱅크의 추적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표 2의 RMS 오차의 평균값으로 추적성능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식 (28)처럼 기동구간을 표현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등속 운동모델을 사용하지 않아 등속 운동

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추정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계산량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림 8. 시나리오 2의표적궤적.
Fig. 8. Target trajectory of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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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위치RMS 오차.
Fig. 9. Position RMS error.

그림10. 속도RMS 오차.
Fig. 10. Velocity RMS error.

그림11. 가속도RMS 오차.
Fig. 11. Acceleration RMS error.

표 2. 시나리오2의RMS 오차평균값.
Table 2. RMS error average of scenario #2.

Position
( )

Velocity
( )

Acceleration
()

IMM 5.436 1.715 4.065
IMM Filterbank 2.960 1.543 2.274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IMM 필터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도 광대역으로 기동하는 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기동

과 저기동에 적절한 모델들로 모델그룹을 구성하고, 구성된

모델그룹을 기동 등급에 따라 적응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

양한 기동에 대처할 수 있는 IMM 필터뱅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IMM 필터뱅크는 기동이 없는 구간에서는 등속 운

동모델을 포함한 IMM 필터인 을 구동한다. 반면에

기동이 있는 구간에서는 등속 운동모델을 제외하고 기동

가속도를 포함한 운동 모델인  또는 과 같은

IMM 필터를 적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적의 기동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등속 운동모델이 적용되는 기존의 IMM 필
터에 비해 추적성능이 개선되며, 계산량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시나리오에 대해 100회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제시한 IMM 필터뱅크와 기존

의 IMM 필터의 성능을 비교 평가를 통해 제안한 IMM 필
터뱅크 추적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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