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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항법장치는 자이로스코프 및 가속도계의 출력인 

각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하여 위치, 속도, 자세를 제공

하는 장치이다. 관성항법장치는 다른 외부 영향 없이 

각속도와 가속도를 적분하여 위치, 속도, 자세를 계산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센서 오차 누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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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rrain referenced navigation(TRN) system is an attractive method for obtaining position based on terrain 

measurements and a terrain map. We focus on TRN systems based on the point mass filter(PMF) which is one of 

the recursive Bayesian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kinds of performance index for Bayesian filter. The 

proposed indices are based on entropy and mutual information from information theory. The first index measures 

roughness of terrain based on entropy of likelihood. The second index named by information gain, which is the 

mutual information between priori and posteriori distribution, is a quantity of information gained by updating 

measurement at each step. The proposed two indice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solution from TRN is 

adequate for TRN/INS integration or not, and this scheme give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indices are meaningful and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normal TR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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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오차가 증가한다. 때문에 관성항법장치는 GNSS, 

레이더추적시스템, 영상센서 등의 보조센서를 이용하

여 보정항법을 수행한다.

  지형대조항법(TRN : Terrain Referenced Navigation)

은 지형 DB와 전파고도계(RA : Radar Altimeter) 출력

을 비교하여 항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항법 방식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보조센서인 GPS의 경우 재밍

(Jamming), 스푸핑(Spoofing)과 같은 의도적인 전파 교

란에 취약한 반면, 지형대조항법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율적인 항법이 수행 가능한 장점이 있어,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등에 사용되고 있다[1].

  지형대조항법은 크게 프로파일 방식과 순차처리 방

식으로 나뉜다. 프로파일 방식은 일정 시간 동안 비행

경로를 따라 측정된 지표고 프로파일과 지형 DB의 

등고선(contour)을 비교하여 상관성을 기반으로 항법 

해를 찾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에 적용된 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 방식이 

있다[2,3]. 순차처리 방식은 프로파일 방식과 다르게 각 

시간마다 순차적으로 항법 해를 찾는 방법으로 비선

형 모델을 선형화하여 사용하는 EKF(Extended Kalman 

Filter)를 비롯해 다수의 필터를 이용해 추정하는 BKF 

(Bank of Kalman Filter)가 연구되었다[4,5]. 하지만, 비선

형성이 심한 지형 모델을 선형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오차 불확실성이 큰 경우 정확하지 않다. 비선형 

모델에서도 추정이 가능한 베이시안 추정 기법을 기반

으로 하는 PMF(Point Mass Filter)와 PF(Particle Filter)에 

기반한 지형대조항법이 연구되었다[6,7].

  Bergman은 베이시안 추정 기법을 기반으로 하며 연

속적인 상태변수 공간을 이산적으로 격자화하여 처리

하는 기법인 PMF기반 지형대조항법을 제안하였다[8]. 

Bergman은 지형대조항법에서의 PMF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인 격자 설정 방법까지 제안하였다. Anonsen은 

Bergman과 달리 고도오차까지 포함한 3차원 추정 모

델의 PMF를 제안하였다[6].

  지형대조항법 시스템에서는 지형 험준도에 따라 성

능이 영향을 크게 받으나, 기존에 제안된 지형 험준도

산출 방식은 프로파일 방식에서만 한정되어 적용 될 

수 있다[9]. 베이시안 필터기반의 순차처리 방식 지형

대조항법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의 지형 

험준도를 계산하거나, 더 나아가 현재 성능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지형대조항법 시스템을 구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시안 필터기반의 지형대조항법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형 험준도 및 성능 지수

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항법 성능을 개선하고 안정

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형 험준도와 성능 지수는 정보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 먼저, 측정치 우도 분포함수의 엔트로피(Entropy)

를 기반으로 하는 지형 험준도 지수를 제안하며, 현재 

측정치를 통해 얻은 정보량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험준도 지수는 측정치 우도 분포함수의 엔트로피

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이며, 정보 이득은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이다. 그리

고 제안하는 성능 지수를 이용한 PMF 기반 지형대조

항법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

안한 두 지수들이 얼마나 적합한 지 확인하며, 이를 

적용한 PMF 알고리즘의 성능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베이시안 

필터 기반 지형대조항법에 대해 기술하고, 기존 PMF 

알고리즘에 대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정보이론 기

반의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PMF기반 지형대조항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장에서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 방법의 효용성을 보

이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PMF 기반 지형대조항법

2.1 시스템 모델

  일반적인 지형대조항법의 시스템 모델은 2차원 위

치(위도, 경도)를 상태변수 로 설정하며,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1)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시간 까지 위치 증분 

벡터이고, 는 백색 잡음으로, 속도오차에 해당되며, 

′  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고도계를 이용한 측정치 모델을 

고려한다. 전파고도계의 출력을 항체의 고도와 수치표

고자료(DEM)의 차와 비교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전파

고도계를 이용한 측정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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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INS가 추정한 항체의 고도, 

는 위치에서의 DEM값이며, 결국, 는 항체 고

도와 항체의 직하방 DEM 값의 차를 의미한다. 는 

측정치 잡음으로, 측정 오차와 DEM 오차, 항체의 고

도 오차를 모두 포함한다. 식 (2)는 전파고도계를 이

용한 측정치 모델이나,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를 이용

한 측정치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다.

2.2 베이시안 필터

  식 (2)에 의해 표현되는 측정치 모델은 비선형 함수

를 포함하고 있다. 지형 자체가 비선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EKF나 UKF를 기반으로 하여 지형대조항법을 

수행하면 오차가 크게 되며, 발산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시

안 필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형대조항법을 수행한다.

  를 시점까지의 측정치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베이시안 필터를 이용한 상태변수의 사후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정규화를 시키기 위한 값으로,  

 이다.

  상태변수의 시간전파 식은 다음과 같다.

  
 
   (4)

  초기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주어진다면 식 (3)과 

식 (4)를 이용해 재귀적으로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며, 구해진 확률분포를 이용해 MAP, MMSE 추정

을 이용하여 추정값과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MSE 추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의 확률분포로부터 MMSE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5)

이 때,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 (6)

  베이시안 필터에 포함되어 있는 적분연산은 실제로

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베이시안 필터를 구현하기 위

해 PMF 및 PF가 제안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PMF 

기반 지형대조항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2.3 PMF(Point mass filter)

  PMF는 상태변수 공간을 격자로 나누어 연속적인 

상태공간을 이산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다. 먼저 2차

원 상태변수 공간 탐색 영역을 × 격자로 나눈다. 

그리고 각 격자점에서 확률분포 를 

로 근사화 한다. 여기서   ⋯, 

  ⋯이다. 본 논문에서는 격자간격이 ∆로 일정

하다고 가정한다. 먼저, 초기 상태변수의 분포

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정규화를 시키기 위한 값으로,  











∆이다.

PMF에서 측정치 업데이트 식 (3)은 다음과 같다.

  
 

∙  (8)

시간전파 식은 식 (4)의 적분을 합으로 바꿈으로서 다

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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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는 2차원 컨벌루션 식으로서 많은 계산량을 요

구한다. 하지만, [6]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위도, 경도 

방향의 시간전파 잡음이 독립이라 가정하면, 2차원 컨

벌루션을 2개의 1차원 컨벌루션으로 바꾸어 계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계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추정위치와 공분산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0)

 










 

′
∙∆  (11)

3. 정보이론을 이용한 지형 험준도 및 성능지표

  지형대조항법은 GPS없이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

지만, 탐색하는 영역의 지형 험준도에 따라 성능이 영

향을 받는다. 평탄한 지형보다는 험준한 지형에서 정

확한 항법 해를 찾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형 험준

도는 지형대조항법의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형 험준도를 수치화 하기는 쉽지가 

않다. 기존에 TERCOM에서 사용된 프로파일 방식 지

형대조항법에서는 프로파일 기반의 험준도를 제시하

였다[9]. 하지만 이러한 험준도는 베이시안 필터를 기

반으로 하는 순차처리방식인 PMF 기반 지형대조항법

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지형의 분산을 이용하여 지형의 험준도를 판단하는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분산은 지형의 험준도를 대변

하지 못한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분포가 얼마나 퍼

져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봉형(unimodal) 분포

에서는 분산이 크면 평탄한 지형이고, 분산이 작으면 

험준한 지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봉형

(multi-modal) 분포에서는 험준도를 분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치의 우도함수(likelihood)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형 험준도를 판별한다. 만약, 탐색

하는 영역의 지형이 험준하다면, 우도함수 분포도 험

준할 것이고, 반대로 평탄한 지형이라면, 우도함수 분

포도 평탄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이론에서 데

이터 또는 확률분포에 내포된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로 쓰이는 엔트로피(entropy)와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를 이용한 지형 험준도 및 성능 지수를 제

시한다.

  먼저 엔트로피와 상호정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이산시스템이 아닌 연속시스템에서 확률변수 의 엔

트로피(differential entropy) 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10].

  log (12)

엔트로피의 의미는 확률변수 X의 불확실성(uncertainty)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균일 분포를 따르는 확

률변수의 경우 불확실성이 최대이며, 엔트로피도 최대

값을 가진다.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10].

  log




   (13)

상호정보의 의미는 Y를 측정함으로써 감소하는 X의 

엔트로피 양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측정치 Y를 

통해 얻은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제안하는 지형 험준도 및 성능 지수는 우도 함수 

분포의 엔트로피를 이용한 방법과 추정치의 상호정보

를 이용한 방법이다. 먼저, 우도함수의 엔트로피를 이

용한 지형 험준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

  는 우도함수의 엔트로피로, 본 논문에서는 정규

화한 우도함수를 사용한다. 우도함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도메인에서 우도함수가 큰 값을 가지는 가 

해일 확률이 높다. 이는 지형대조항법의 지형 험준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항체가 

해상 또는 평지 지역을 비행한다면 지형을 통해 아무

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우도함수가 균일 분포를 가

지게 되어, 지형대조항법을 통해 위치 추정이 불가능

하다. 반대로 봉우리가 있는 지형을 비행한다면 우도

함수가 봉우리 지역에서만 값이 존재할 것이고, 쉽게 

위치 추정을 할 수 가 있다. 즉, 평준한 지형에서는 

우도함수의 불확실성이 높고, 험준한 지형에서는 우도

함수의 불확실성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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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의 엔트로피를 통해 현재 비행하는 지역의 지

형 험준도를 판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탄한 지

형을 비행하여 우도 함수가 균일 분포라면, 는 최

대값을 가지고, 험준한 지형을 비행하여 특정 격자점 

한 곳에서만 값을 가지며 나머지는 모두 0인 경우 

는 0이 된다. 즉, 이를 이용하여 험준한 지형에서 

가 임계치 이하 인 경우에 측정치 갱신을 통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보이득 를 추정치의 상호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5)

  정보 이득 의 의미는 측정치를 갱신하기 전에 비

해서 측정치를 갱신한 후 감소한 불확실성 양으로  

측정치를 통해 얻은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 크면 이번 측정치를 통해 얻은 정보의 양이 많

다는 뜻이며, 가 작으면 이번 측정치를 통해서는 얻

은 정보가 작다는 뜻이다. 만약 측정치 가 험준한 

지형에서 얻은 것이라면, 측정치를 갱신함에 따라 추

정치의 확률분포가 이전에 비해서 더 명확하게 나타

날 것이므로, 값이 클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베이

시안 필터 기반의 지형대조항법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칼만 필터의 경우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

정을 하였기 때문에, 분산을 이용해 현재 해의 신뢰도 

등을 추정할 수 있지만, 비선형시스템에 적용되는 베

이시안 필터의 경우, 현재 분포의 특성을 알 수 가 없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수를 이용하면 베이시

안 필터로 추정되는 분포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좋은 성능 지표로 활용 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PMF기반 지형대조항법 시스

템은 연속적인 상태변수 공간을 이산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연속시스템을 이산화한 엔트로피를 고

려해야 한다. 연속시스템을 동일격자간격 ∆으로 이

산화한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다[10].

∆ ∆log   log∆ (16)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형 험준도 

와 정보 이득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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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도함수가 균일 분포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즉, 모든 ,에 대하여   ∆


 

일 때, 최대값을 가지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 







 ∆∆

∙ log∆

  log∆
  log∆


 log∆

 log (19)

  본 논문에서는 새로 제안하는 성능 지수를 고려하여 

PMF기반 지형대조항법을 수행한다. PMF 기반 지형대

조항법의 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지형 대조 

필터와 통합 보정 필터를 분리 설계하여 활용한다. 지

형 대조 필터는, 상태변수가 위도, 경도인 2차 PMF이

며, 이격고도를 측정치로 이용하여 지형대조항법을 수

행한다. 통합 보정 필터는 상태 변수가 위치, 속도, 자

세, 자이로 바이어스, 가속도 바이어스로 총 15차인 

EKF로 설계한다. 지형 대조 필터에서 추정한 항법해

()와 공분산()을 통합 보정 필터에서 측정치와 측

정치 공분산으로 사용하여 위치, 속도 자세, 센서 오

차를 추정한다. 평탄한 지형에서는 지형대조항법의 결

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통합 보정 필터에서는 험준한 

지형에서만 지형 대조 필터의 해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통합 보정 필터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과 같이 PMF 기반 지형 대조 필터에서는 업

데이트를 수행할 때마다, 추정치와 공분산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지형 험준도()와 정보 이득()을 계산하

여 통합 보정 필터로 전달한다. 통합 보정 필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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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opagation 
Eq. (9) Time Propagation

Measurement 
Update 
Eq. (8)

Measurement 
Update

σH < T1
&& gI > T2

YES

지형 대조 필터(PMF)

통합 보정 필터(EKF)

Calculate xk,Pk,gI,σH

Eq. (10),(11),(17),(18)

Start

End

NO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엔트로피 기반의 지형 험준도()가 임계값 (T1) 이하

이고, 정보 이득()이 임계값(T2) 이상일 경우에만 통

합 보정 필터에서 지형 대조 필터의 해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통합 보정 필

터는 시간전파만 수행한다. 즉, 험준도가 보장되는 영

역에서 정보이득이 일정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만 통합 

보정 필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오보정하여 발산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때해 기술한다. 본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지형 험준도 및 정보 이득

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기존의 지형 험준도를 고려하

지 않은 지형대조항법 알고리즘과 3장에서 제안한 지

형대조항법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초기 위치 

오차는 30 m로 가정하였으며, PMF의 격자수는 50 × 

50으로 설정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관성항

법장치는 1 Nm/hr 급의 관성항법장치라 가정하고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궤적은 Fig. 2

와 같다. 시뮬레이션 궤적은 평지, 도심, 산간, 바다 

지형들을 포함한 궤적이며, 궤적의 지형 프로파일은 

Fig. 2. Trajectory o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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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rrain profile

Fig. 3과 같다. 대부분 험준한 지형이나 빨간색 원으

로 표시해놓은 지형은 바다 및 평지와 같은 평탄한 

지형이다.

  통합 보정 필터의 업데이트를 결정하는 임계치 T1, 

T2는 각각 T1 = 7.7, T2 = 0으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격자수가 50 × 50 일 때, 의 최대값은 식 (19)에 의

해 7.824이다. 즉, 우도함수 영역의 지형이 완전히 평

준할 경우 값이 최대값 7.824값을 가지므로, 이 

7.7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평탄한 지형이라 간주하여 

T1을 7.7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의

미이므로 T2를 0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Fig. 4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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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a) Entropy of likelihood,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b) Mutual Information

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 4의 (a)는 시

간에 따른 우도분포, 사전 확률분포, 사후 확률분포의 

엔트로피이며, (b)는 상호정보이다. 즉, (a)의 파란색 

그래프는 제안하는 지형 험준도()이며, (b)는 정보

이득()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시피, 험준한 

지형에서는 우도함수의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며, 바다지형에서는 최대값을 가진다. 정보

이득도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만, 바다지형에서는 0의 값을 가진다. 즉, 바다지형에

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

해, 제안하는 험준도 및 성능지수가 상당한 의미를 가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통합 보정 필터 항법해의 위치 오차 그래

프이다. 빨간색 그래프는 기존의 PMF기반 지형대조항

법의 결과이며, 파란색 그래프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200초 부근을 살펴보면,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시간에 지나가

는 지형을 살펴보면 험준도가 낮은 구간으로, 기존의 

알고리즘은 통합 보정 필터가 오보정하여 오차가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제안기법은 평탄한 

지형 및 측정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합 보정 필

터에서는 지형대조항법의 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필터의 발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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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sition error of TRN algorith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시안 필터 기반 지형대조항법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형 험준도 및 정보 이득 지수를 

제안하였다. 정보이론을 바탕으로 우도함수의 엔트로

피를 이용한 지형 험준도를 제안하였고, 추정치 분포

의 상호정보를 이용한 정보이득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형대조필터와 통합 보정 필터로 구성된 

PMF기반 지형대조항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험준도 및 성능지표가 유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한 PMF기

반 지형대조항법의 성능과 안정성이 개선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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