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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ASS(Towed Array Sonar System)는 플랫폼의 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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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배열 센서를 예인하는 소나 시스템으로 예인선에서 

발생되는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저주파수 운영

을 위한 큰 어퍼처(aperture)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널

리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열 센서의 형상은 직선

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플랫폼의 기동이나 조류의 흐

름, 그리고 동유체력(Hydrodynamic Force)등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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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SS(Towed Array Sonar System) is a sonar system which tows the sensor array behind a platform. Array shape 

is generally assumed to be a straight line. But the array shape is often distorted by oceanic current or platform 

maneuvering which causes the performance loss of signal processing method like beamforming. So array shape 

estimation methods are needed. Typically the method based on Kalman filter using heading sensor is used. In 

practice, the measurement is corrupted by biases which are caused by rotation of the tow cable, varying magnetic 

fields and slowly varying stresses in the mechanical construction. Although they can’t be calibrated but can be 

estimated.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array shape estimation method based on Kalman filter compensating the 

sensor biases.

Key Words : Towed Array Shape Estimation(배열형상추정), Kalman Filter(칼만필터), Bias(바이어스)



김근환 ․ 최수진 ․ 류창수 ․ 류영우 ․ 이균경

15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2호(2016년 4월)

로 배열의 형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배열형상의 왜곡은 빔 형성(Beamforming)기법과 같이 

센서의 위치정보가 필요한 신호처리 기법의 심각한 성

능저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배열형상을 추정하여 센

서의 위치를 보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적응 빔 

형성(Adaptive Beamforming)기법과 같이 센서의 위치정

보에 민감한 신호처리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배열형상 

추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1].

  배열형상 추정기법 중에서 잘 알려진 기법 중에 하

나는 배열에 기울기센서(Heading Sensor)를 장착하여 

배열 형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칼만필

터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필터링함으로써 배열형상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배열형상 추정을 위한 칼만필터는 

배열의 유체역학적 모델이 필요하며, Water-Pulley 모델

이 많이 사용되어진다[1]. 이와 같은 칼만필터 기반 배

열형상 추정기법에서 사용되는 기울기센서는 바이어스

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바이어스가 포함된 측정치

를 사용하여 배열형상을 추정하게 되면 추정 성능이 

저하된다[2,3]. 바이어스에 의한 추정 성능의 저하를 막

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울기 센서의 바이어스를 추정하

여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추정하여 

보상해주는 배열형상 추정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

법은 2개의 칼만필터를 가지며, 배열형상을 추정하는 

칼만필터와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추정하는 칼만필

터로 구성된다. 2개의 칼만필터는 추정값을 서로 연동

하여 배열형상과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동시에 추

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배열형상 추정 칼만필

터의 측정치는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가 보상된 측정

치가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칼

만필터 기반 배열형상 추정기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

는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보상할 수 있는 칼만필터 

기반의 배열형상 추정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배열형상 추정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칼만필터 기반 배열형상 추정기법

  배열형상을 추정하기 위한 칼만필터는 배열의 유체

역학적인 모델에 기반한 상태방정식과 센서로부터 배

열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측정방정식이 필요하다.

: 기울기센서y

x

Tow Point

견인방향

Fig. 1. Two-dimensional tow

  일정한 속도로 예인되는 배열의 형상은 Paidoussis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배열을 따라 전파되는 

운동의 파장이 배열의 길이보다 긴 경우 Paidoussis 방

정식은 간단한 일차 편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4,5]. 이 편미분방정식을 Water-Pulley 모델이라고 하며, 

배열의 예인지점에 가해지는 TPI(Tow Point Induced) 

운동이 배열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진다[1].

  칼만필터의 상태방정식을 Water-Pulley 모델로부터 

유도하기 위하여 Paidoussis 방정식을 시간, 공간적으로 

이산화 하면 식 (1)과 같으며, 배열의 형상은 개의 

세그먼트로 이산화 된다[1].

 Fuw  (1)

여기서 는 시간 에서 배열을 구성하는 각 세그

먼트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의 상태벡터이다. F
는 상태천이행렬로써  × 행렬이며, 다음과 같다.

F  










  · · 
  · · ·
   · ·· · · · ·
 · ·  

 (2)

여기서 은 감쇄계수를 나타낸다. 상태천이행렬은  세

그먼트의 기울기가 시간 에 따라 배열의 앞쪽(예인지

점)에서 뒤쪽(배열의 끝)으로 전파됨을 나타내며, 이 

1인 경우는 기울기의 감쇄가 없이 전파됨을 의미한다. 

u는 예인지점에 가해지는 TPI 운동을 나타내는 입

력이며 u  TPI   ⋯  으로 주어진다. 마지막

으로 w는 모델오차를 나타내는 잡음으로써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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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기울기센서에 대한 칼만필터의 측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z Hv  (3)

여기서 z는 기울기센서의 출력벡터이며, 배열에 장

착된 기울기센서의 개수가 개 일 때 × 벡터이

다. H는 기울기센서가 배열의 어느 세그먼트에 장착

되었는지를 나타내며  × 행렬로써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그리고 는 개 기울기센서가 장

착된 세그먼트의 위치를 나타낸다.

HT 










  ·  ·  · ·
  ·  · · · ·· · · · · · · ·
  ·  ·  · 
↑ ↑ ↑
  

식 (3)의 v는 기울기센서 출력인 측정치에 대한 측

정잡음으로써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

안 잡음이다.

  식 (1)의 상태방정식과 식 (3)의 측정방정식을 이용

하여 배열의 세그먼트 기울기를 추정하는 칼만필터를 

얻을 수 있다. 시간 에서 배열의 각 세그먼트의 기울

기 추정치 는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1,6].

 Fu
GzH  (4)

식 (4)의 G는 시간 에서의 칼만이득행렬이며 식 

(5)와 같다.

G FPHHPHR (5)

P는 칼만필터의 상태추정 오차 공분산행렬이

며, 다음 식 (6)과 같다.

P FPPH
×HPHR
×HPF Q

 (6)

여기서 R은 측정잡음 v의 공분산행렬이며, R


 I×이다. Q 는 모델잡음 w의 공분산행렬이며, 

Q I×이다. I는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3. 제안한 배열형상 추정기법

  칼만필터에 사용되는 기울기센서의 출력은 시간에 

따라 느리게 변화하는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러한 바이어스는 예인 케이블의 회전, 변화하는 자기

장, 배열의 기계적인 구조에 가해지는 압력 등의 영향

으로 인한 것이며, 배열형상 추정기법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기울기센서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추정하고 추정된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센서 출력을 보

상할 수 있다면 배열형상 추정기법의 성능 저하를 감

소시킬 수 있다[2].

  본 장에서는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추정하고, 추

정된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센서 출력을 보상하는 배열

형상 추정기법을 제안한다. Fig. 2는 제안한 배열형상 

추정기법의 흐름도이다. 제안한 기법은 배열형상을 추

정하는 칼만필터와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추정하는 

칼만필터로 구성된다.

  기울기센서의 출력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경우 센

서 출력 z는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 Hbv   (7)

여기서 z는 × 벡터이고, b는 센서의 바이

어스이며 × 벡터이다.

  배열형상 추정 칼만필터의 측정치로 z를 사용하

면 배열형상 추정에 센서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는다. 

z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어스를 보상하기 위하여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에서 추정한 바이어스 추정치 

b을 식 (8)과 같이 z에서 빼준다. 식 (8)

에서 z는 바이어스를 보상한 센서 출력이며, z
를 배열형상 추정 칼만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z  zbkk
 Hbv b  (8)

여기서 b는 시간  에서 바이어스 추정 칼

만필터의 바이어스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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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를 이용하여 시간 에서 배열의 각 세그먼트의 

기울기 추정치 를 구하면 식 (9)와 같다.

 Fu
GzH  (9)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가 시간에 따라 매우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상수로 가정할 수 있으며,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의 상태방정식은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 Abe  (10)

여기서 A 는 바이어스 상태천이행렬로써 ×의 단

위행렬이며, e는 바이어스 모델의 오차를 나타내

는 잡음으로써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

시안 잡음이다.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에서 사용할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 측정치를 y라 하면, y는 다음 측정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bg  (11)

여기서 g는 바이어스의 측정오차를 나타내는 잡음

으로써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

이다.

  바이어스 측정치 y를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에 기울기센서의 출력 z로부터 바이어스 측정치를 

구한다. z로부터 바이어스 측정치를 구하기 위하

여 배열형상 추정 칼만필터에서 추정한 기울기센서가 

장착된 세그먼트의 기울기 추정치 H을 식 

(12)와 같이 z에서 빼준다. 식 (12)에서 y는 

z로부터 구한 바이어스 측정치이며, y를 바이

Biased Sensor Output

Error Covariance Matrix

Kalman Gain

State Estimation

BIAS ESTIMATION KALMAN FILTER

Compensated Measurement  (Bias)Compensated Measurement (Slope) 

Error Covariance Matrix

Kalman Gain

State Estimation

BIAS ESTIMATION KALMAN FILTER

State Estimation

)

Kalman Gain

Error Covariance Matrix

ARRAY SHAPE ESTIMATION KALMAN FILTER

State Estimation
)

Kalman Gain

Error Covariance Matrix

ARRAY SHAPE ESTIMATION KALMAN FILTER

Time = Time = 

Time = Time = 

Time = 	

Fig. 2. Flow chart of array shape estimation based on Kalman filter using compasses with bia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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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 추정 칼만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y  zH
 Hbv H  (12)

  식 (10)과 식 (11)을 이용하여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

터를 구현할 수 있으며, 시간 에서 기울기센서의 바

이어스는 식 (13)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b Ab
Gyb  (13)

식 (13)에서 G는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의 이득

행렬이며 다음과 같다.

G APPR (14)

P는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의 상태추정 오

차 공분산행렬이며 식 (15)와 같다.

P APP
× PRPA Q (15)

여기서 Q는 바이어스 모델잡음 오차 e의 공분산

행렬이며 Q  I×이고, R는 바이어스 측정잡음 

오차 g의 공분산행렬이며 R  I×이다.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R
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 (12)에서 배열의 상태

벡터 kk의 추정오차가 없다고 가정하면 즉, 

 이면 g  v이다. 이것은 바이어

스 측정치의 확률적 특성이 기울기센서 출력의 확률적 

특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R R로 설정하

여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를 동작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실제로 kk의 추정오차가 존재하며 ≠

이고, R≠R이다. 그러므로 R R로 설정

하여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를 동작시키는 경우에 바

이어스의 추정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를 R로 고정하여 설정하지 

않고, 바이어스 측정치의 신뢰성을 반영하는 바이어스 

측정잡음 오차 공분산행렬 R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에 적용한다.

R R 










p  ⋯ 

 p ⋯ 

⋮ ⋮ ⋱ 

  ⋯ pK

 (16)

여기서 p p ⋯ pK 는 바이어스 측정치 y의 분산 

추정값을 의미하며, 시간 에서 까지 개의 

바이어스 측정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며 매 시간 

마다 갱신한다. 그리고 는 y의 분산 추정값을 R에 

반영하는 파라미터이다. 는 제안한 배열형상 추정기

법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p p ⋯ pK 과 R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를 0(  )으로 설정하면, 

R R이다.

  식 (16)에서 y의 분산 추정값이 커지면 R가 커

지게 되고,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의 이득 G가 

작아지게 된다. 이것은 칼만필터가 바이어스를 추정할 

때 바이어스 측정치를 상대적으로 작게 반영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바이어스 측정치의 분산 추정값이 크

다는 것은 측정치의 신뢰성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

이어스를 추정할 때 신뢰성이 낮은 측정치를 상대적으

로 작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어스 측정치의 

신뢰성에 따른 칼만이득의 변화는 바이어스 추정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바이어스 보상 기반 배열

형상 추정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

이션에 사용되는 배열형상은 2장에서 언급한 Water- 

Pulley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때 배열의 길이는 150 

m, 배열을 예인하는 속도는 2 m/s, 그리고 TPI운동은 

sin××를 가해주었다. 배열형상은 24개

의 세그먼트로 이산화 되어있다고 설정하였으며, 3초 

간격으로 1000개의 데이터 샘플(sample)을 생성하였다. 

또한 감쇄계수 은 1로 설정하여 감쇄가 없도록 설정

하였다. Fig. 3은 생성된 배열형상의 데이터를 보여 주

고 있다.

  칼만필터에 사용되는 기울기 센서는 3개가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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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Generated array shape using water-pulley 

model for simulation

으며 배열의 6, 12, 18번째 세그먼트에 각각 위치시켰

다. 기울기 센서의 바이어스는 상수로 가정하였으며 

각각 1°, 3°, 5°로 설정하였다. 배열형상 추정 칼만필터

의 모델잡음 공분산행렬 Q 와 측정잡음 공분산행렬 

R은 
=deg와 

 =deg로 설정하여 구

하였다. 바이어스 추정 칼만필터의 모델잡음 공분산행

렬 Q는 
=deg로 설정하여 구하였으며, 측정

잡음 공분산행렬 R는 식 (16)의 R를 사용하였다. 

R의 p p p 은 구하기 위한 샘플의 개수는 

 으로 설정하였다.  에서부터  까지는 

R R 로 설정되었으며,  부터는 매 시간마

다 R이 p p p 에 의해서 갱신된다. 그리고 

파라미터 는 0과 1000으로 설정하였다.

  Fig. 4는 제안한 기법의 기울기센서의 바이어스를 추

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어스를 추정하는 초

기에는 추정오차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정오

차가 감소하면서 바이어스를 추정함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를 1000으로 설정하여 바이어스를 추정한 결과

가 0으로 설정한 경우보다 추정성능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a)는 2499초에서 추정된 배열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5(b)는 이를 확대한 것이다. 센서 바이어스

를 보상하지 않는 기존의 기법은 추정된 배열형상과 

실제 배열형상의 오차가 심하지만 센서 바이어스를 보

상하는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정확한 

(a) Estimated bias for 1st sensor

(b) Estimated bias for 2nd sensor

(c) Estimated bias for 3rd sensor

Fig. 4. Estimated biases for heading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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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imated array shape

(b) Estimated array shape(expanded)

Fig. 5. Estimated array shape

배열형상을 추정함을 알 수 있다. 확대된 Fig. 5(b)에서

는 를 1000으로 설정한 경우가 0인 경우보다 정확한 

배열형상을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배열형상 추정기법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배열형상 추정의 RMSE에 대하여 100

회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6에 

배열형상 추정의 RMSE를 나타내었다. 이 때, 각각의 

RMSE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보면 기존의 기법은 2.105 

m, 를 0으로 설정한 제안한 기법은 0.087 m, 그리고 

를 1000으로 설정한 제안한 기법은 0.064 m를 가진

다. 따라서 센서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제안

한 기법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RMSE가 96 %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를 1000으로 설정하

여 바이어스를 추정한 경우 0으로 설정하여 바이어스

를 추정한 경우보다 RMSE가 26 %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Fig. 6. RMSE of array shape estim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에 바이어스가 존재할 때 이를 

추정하여 보상하는 칼만필터 기반 배열형상 추정기법

을 제안하였다. 센서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바이어스 보상 기능을 가진 제안한 기법이 바이어스

를 보상 기능이 없는 기존의 기법보다 배열형상 추정 

성능이 우수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제안한 기법의 센서 바이어스 추정 성능을 보완

하기 위하여 바이어스 측정치의 신뢰성에 근거하여 

칼만필터의 이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이어스 측정 

잡음 오차 공분산행렬을 제시하였다. 칼만필터의 가변

이득은 센서 바이어스의 추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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