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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향 칼만 필터를 이용한 무인 운송체의 자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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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형 AHRS(: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센서를 이용하여 무인 운송체(Unmanned 

vehicle)의 자세를 무향 칼만 필터 (Unscented Kalman filter)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측정된 가속도와 

지구자기장 값을 이용하여 UKF의 보정 단계에서 사용될 자세를 계산한다. 롤 (roll)과 피치 (pitch)는 가속도

로부터 구해지며 요 (yaw)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연산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구자기장 측정값은 강철 효

과(hard-iron effect)와 연철 효과(soft-iron effect)에 의해 쉽게 왜곡되기 때문에 계산된 요의 불확실성이 롤이

나 피치의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기 하여 측정된 지구자기장에 포함된 

편차성분을 추정하고 보정하여 더 정 한 요값을 구한다. 제안된 방법을 수조에서의 무인 운송체 항법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실험결과, 자세 추정 성능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치 추정 성능도 개선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paper describes an application of unscented Kalman filter(UKF) for attitude estimation of an unmanned 

vehicle(UV), which is equipped with a low-cost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AHRS). The roll, pitch and yaw 

required at the correction stage of the UKF are calculated from the measurements of acceleration and geomagnetic field. 

The roll and pitch are attributed to the measurement of acceleration, while yaw is calculated from the geomagnetic field 

measurement. Since the measurement of geomagnetic field is vulnerable to distortion by hard-iron and soft-iron effects, 

the calculated yaw has more uncertainty than the calculated roll and pitch.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geomagnetic 

field measurement, the proposed method estimates bias in the geomagnetic field measurement and compensates for the 

bias for more accurate calculation of yaw.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navigation experiments of a UV in 

a test pool.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yields more accurate attitude estimation; thus, it results more 

accurate locatio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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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Unscented Kalman filter(: UKF)방법을 

이용하여 무인 운송체(UV)의 자세를 추정한다. 측정

값으로 사용되는 오일러 각에 한 자세를 추정할 경

우, 가속도를 이용하여 roll, pitch를 추정하며,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yaw를 추정한다. 하지만, 측정된 

지구 자기장을 사용할 경우, 왜곡에 의해 측정된 지구 

자기장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사용되는 지구 

자기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지구 자기장에서 

측정된 편차를 UKF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후 보정한

다. 보정된 지구 자기장을 UKF방법에서의 측정값으

로 용하여 수  무인 운송체의 자세를 추정한다. 추

정된 자세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와 UKF방법을 통해 추정된 자세를 FOG

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와 비교한다.  

자율 주행은 주어진 작업 목 에 맞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해서 주행(navigation)기능

이 요하다. navigation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의 

이동 과정을 찰하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navigation의 구 하기 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치 추정(localization)을 통해 이동체의 재 치

를 악하며, 재 치에서 다음 치까지 제어

(control)한다. 지도 작성(map building)은 목표 지

까지의 지도를 만들며, 계획(planning)을 통해 목표지

까지의 경로를 이동체가 스스로 단한다. 마지막으

로 정해진 경로로 주행 도  출 하는 장애물을 회피

(obstacle avoidance)하여 목표지 까지 도달하게 된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율주행에서 필요로 하는  

navigation  자세 추정을 구 한다[1].

측정값으로 사용되는 지구 자기장은 자세 추정 연

구들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왜곡된 상태로 측정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로 지구 자기장의 편차

를 보정해주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편차 추정 방법은 

TWOSTEP[2], Centering[3], 최소자승법[4], 확장 칼

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5]들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의 방법 신 무향 칼만 필터를 사용하

여 편차를 추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UKF방법을 이용하여 

편차  자세 추정하는 방법에 해서 서술한다. 3장

에서는 실험 조건  실험 결과에 한 내용이다. 마

지막으로 4장은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자기장 편차 추정  자세 추정

본 장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왜곡시키는 hard iron

상을 제거하기 해서 측정된 지구 자기장의 심

을 변경해 으로써 측정된 지구 자기장에 포함된 

편차요소를 보정해 다.

2.1 지구 자기장의 편차 추정

본 은 측정된 지구 자기장에 존재하는 편차를 추

정하기 한 상태천이 모델과 측정 모델을 구한다[6].

  (1)

식 (1)에서 는 센서에서 측정된 지구 자기장

의 요소를 의미한다. 물리 인 참값()외에 편차

()가 추가된 상태로 측정된다. 

  (2)

    (3)

식 (2)는 센서좌표계를 기 으로 만들어진 식 (1)을 

고정좌표계로 변경하여 지구 자기장의 참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센서좌표계에서 측정된 지구 자기장

과 편차에 회 행렬(rotation matrix)을 연산해 으로

써 고정좌표계로 변경시켜 다. 식 (3)은 식 (2)을 지

구 자기장의 참값에 한 미분 결과이다.

  (4)

 











  
  
  

(5)

 ×  (6)

식 (3)에서 사용되는 미분된 회 행렬 은 식 

(4)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반 칭 행렬

(Skew symmetric matrix)이며 식 (5)처럼 측정된 각

속도 요소로 구성된 행렬이다. 식 (3)에 식 (4)을 

입하여 식 (6)으로 변경 해 으로써 지구 자기장의 

변화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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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 (6)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은 상태변수의 변화

량에 한 식을 유도 할 수 있다. 식 (8)은 상태변수

와 측정값의 계에 한 식이다. 측정값으로 사용한 

센서는 지구 자기장의 참값과 편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측정값은 지구 자기장만을 사용하게 

된다. 

  ∼ (9)

 ∼ (10)

식 (9)은 식 (7)을 이용하여 상태천이 모델을 유도

한 결과이며, 식 (10)은 식 (8)을 이용하여 측정 모델

을 유도한 결과이다. 식 (9)과 식 (10)은 UKF방법의 

상태천이 모델과 측정 모델에 용하여 편차를 추정

한다.   

2.2 UKF방법을 이용한 편차 추정

본 은 구해진 모델들을 UKF방법에 용한다. 표 

1는 편차  자세 추정에 사용된 알고리즘에 한 의

사코드이다[7][8]. 

표 1. UKF방법을 사용한 편차 추정 알고리즘 
Table 1. Bias estimation algorithm using UKF

UKF방법은 상태변수들의 계, 입력값에 한 

계, 측정값에 한 계를 이용하여 특징 을 구한다. 

구해진 특징 을 시그마 포인트라 하며, 시그마 포인

트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모든 요소의 향을 받는 시

그마 포인트를 구할 수 있다[9][10].  



  

 
  (11)





 ∙∆ (12)

 


 
 



 (13)

식 (11)는 표 1에서 4번 의 식이며 UKF방법에서 

motion model단계이며, 식 (12)은 식 (9)을 용하여 

편차 추정에 사용되는 motion model로 변경한 식이

다. 추가 으로 은 식 (13)처럼 반 칭 행렬로 

구성된 행렬이다.

  



 (14)

 



 ∵   (15)

식 (14)는 표 1에서 8번 의 식이며 UKF방법에서 

measurement model단계이며, 식 (15)은 식 (10)을 

용하여 편차 추정에 사용되는 measurement model로 

변경한 식이다. 

식 (12)과 식 (15)을 이용하여 지구 자기장의 편차

를 추정한다. 추정된 편차를 지구 자기장에 보정한 다

음 보정된 지구 자기장은 자세 추정에서 측정값으로 

사용된다. 

2.3 UKF방법을 이용한 자세 추정

자세 추정은 UKF방법을 이용한다. 사용되는 의사

코드는 표 1과 동일하며, 추가 으로 사용되는 상태천

이 모델과 측정 모델을 구한다[11][12].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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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식 (16)은 자세의 변화량을 구하는 상태천이 모델

이며, 식 (17)은  재 실험에서 사용하는 입력값과 

상태값을 고려하여 식 (16)을 변경한 식이다. 입력값

으로 사용되는 각속도 은 p, q, r이며, 상태값 

은 이  시각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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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9)

식 (18)은 자세 추정에 사용되는 측정모델이다. 식 

(19)는 상태값과 측정값의 계를 고려하여 식 (18)을 

변경한 식이다. 측정값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측정된 

가속도와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세를 변경하여 사용한

다.

  (20)

    (21)

식 (20)과 식 (21) 측정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roll, 

pitch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yaw을 구하

는 식이다. 

  
 (22)

  
  (23)








 
 
  




 (24)

식 (22)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오일러 각의 

yaw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식 (23)은 측정된 지구 자

기장이 센서좌표계에서 측정된 정보임으로 고정좌표

계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회  행렬은 

식 (24)와 같다. 이 게 구한 오일러 각에 한 자세

를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Ⅲ. 실험

3.1 실험 조건

그림 1은 실험에 사용된 수조의 규격과 무인 운송

체의 이동 경로에 한 내용이다. 실험은 장성에 치

하는 드원테크놀러지(주)에 설치된 수조를 사용한

다. 수조의 규격은 길이 5.5m, 폭 5.0m, 깊이 5.0m의 

크기를 가진다. 이동 경로는 가로 2.95m, 세로 2.85m

의 사각형 모양으로 진행한다. 실험은 총 3번 왕복되

며 원 에서  출발하여 시계방향으로 사각형 경로로 

움직인다. 출발 에 도착한 무인 운송체는 제자리에서 

180도 턴 뒤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사각형 경로로 진

행된다. 조건으로는 roll, pitch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yaw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 경로를 움직이기 된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수조  무인 운송체의 궤   
Fig. 1 Test tank for experiment and trajectory of 

unmanned vehicle navigation

실험에서 사용된 센서는 다음과 같다.

- AHRS : LORD Microstrain, 3DM-GX4-25

- DVL : Teledyne RD Instruments, Navigator 

Doppler Velocity Log

- FOG : Advaned Navigation, Spatial FOG

AHRS센서를 통해 가속도와 각속도, 지구 자기장

이 측정된다. 측정된 가속도와 각속도는 무인 운송체

의 자세를 추정할 때 사용되며 지구자기장은 자세  

편차 추정에 사용된다. 규격은 표 2와 같다. DVL센서

는 무인 운송체의 속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속도는 

dead reckoning방법에 사용되며, 최종 으로 무인 운

송체의 치를 추정하게 된다. FOG센서는 추정된 자

세의 기  정보로 AHRS센서와 차이는 자이로스코

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FOG센서의 자이로스코

는 한 세트의 거울(Mirror) 는 유리섬유 이블

(Fiber Optic Cable)을 통하여 두개의 다른 선을 다

른 방향으로 달된다. 달된 선이 맞은편에 도달

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 자이로스코 를 구하게 된다

[13]. 규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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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에서 사용된 FOG센서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FOG used in the experiment

parameter Value

Roll and pitch accuracy 0.01

Heading accuracy(GNSS 

aided)
0.05

Heading accuracy(noth 

seeking only)

0.25secant 

latitude

output data rate
Up to 1000 

Hz

표 3. 실험에서 사용된 AHRS센서의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AHRS used in the experiment

parameter Value

gyroscope bias instability 10/hour

accuracy of CF attitude 

estimation(static)
±0.5

accuracy of CF attitude 

estimation(dynamic)
±2.0

3.2 추정된 편차

그림 2는 실험에서 사용되는 지구 자기장의 편차를  

추정한 결과이다. 지구 자기장의 x, y성분에 한 편

차와 지구 자기장의 z성분에 한 편차의 결과가 차

이가 있다. 이러한 상은 실험조건에 의해 roll, pitch

의 변화가 없이 실험이 진행된다. 그 기 때문에 측정

된 지구 자기장의 z요소는 그래 에서 한쪽으로 몰리

는 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실험 데이터로는 지구 자

기장의 z요소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해결방안으로 

World Magnetic Model(WMM)[14]에서 제공해주는 

지구 자기장의 z성분에 한 편차를 신 사용한다. 

편차를 보정하는 방법은 식 2.1을 사용하여 추정된 편

차를 측정된 지구 자기장에서 제거해 다.  

그림 2. 시간에 따른 편차 추정 결과
Fig. 2 Estimated bias in time

그림 3은 측정된 지구 자기장과 편차가 보정된 지

구자기장을  x, y평면에서의 그래 화한 결과이다. 

랑색 그래 는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의 결과이

다. 빨강색 그래 는 측정된 지구 자기장 그래 이다. 

의 그림을 보면 편차 보정을 통해 기존의 지구 자

기장 그래 가 x축에서의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다. 이러한 이동은 기존의 지구 자기장을 원 에 가깝

게 이동되는 결과이다.

그림 3. xy평면에서의 자기장 측정값 편향 
Fig. 3 Shift of magnetic field measurements in xy 

plane

그림 4는 측정된 지구 자기장과 편차가 보정된 지

구자기장을  x, z평면에서의 그래 화한 결과이다. 그

래 의 성질은 그림 3과 동일하다. 의 그림을 보면 

편차 보정을 통해 기존의 지구 자기장 그래 가 z축에

서의 아래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원 에 근 하게 된다.

그림 4. xz평면에서의 자기장 측정값 편향 
Fig. 4 Shift of magnetic field measurements in xz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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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측정된 지구 자기장과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의 심 에서 원 까지 거리를 표 한다. x, y

성분은 추정된 편차가 용된 부분이며, 편차가 보정

된 지구 자기장의 심 이 측정된 지구 자기장보다 

원 까지의 거리가 0.0293m 더 가까워진다.

표 4. 측정된 자기장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measured magnetic field

measured 

magnetic field

bias 

compensated 

magnetic field

x 0.4157 0.3870

y 0.1747 0.1673

Distance 

to origin
0.4509 0.4216

  
3.3 추정된 무인 운송체의 자세

그림 5는 UKF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세와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  roll에 한 성능 비

교 결과이다. 랑색 그래 는 UKF방법 통해 추정된 

자세와 FOG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의 차이이다. 빨강

색 그래 는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와 FOG센서

에서 측정된 자세의 차이이다. 두 그래 의 차이는 존

재하지만 y축의 단 가 Deg이므로, 그 차이는 미소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5. 롤 추정 오차
Fig. 5 Error in estimated roll

그림 6은 UKF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세와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   pitch에 한 성능 

비교 결과이다. 랑색 그래 와 빨강색 그래 의 의

미는 그림 5와 동일하다. 두 그래 의 차이는 존재하

지만 y축의 단 가 Deg이므로, 그 차이는 미소한 차

이를 보인다.

그림 6. 피치 추정 오차
Fig. 6 Error in estimated pitch

그림 7은 UKF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세와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   yaw에 한 성능 

비교 결과이다. 랑색 그래 와 빨강색 그래 의 의

미는 그림 5와 동일하다. yaw의 결과는 다른 결과와 

다르게 큰 차이를 보인다.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

을 이용하여 오일러 각의 yaw부분을 추정하기 때문

에 FOG센서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요 추정 오차
Fig. 7 Error in estimated 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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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FOG센서와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을 

사용한 자세 추정 결과의 차이에 한 통계  분석 

결과이다. 표 6은 FOG센서와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의 차이에 한 통계  분석 결과이다. 평균이 같

은 경우, UKF방법을 통해 추정된 자세가 AHRS센서

에서 측정된 자세보다 에러가 다. 표 편차에서는 

roll. pitch간은 경우 AHRS센서가 추정한 자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yaw부분에서 

UKF방법을 통해 추정한 자세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의 원인은 roll, pitch를 추정할 때 

가속도를 사용한다. yaw는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

장을 이용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편차가 보정된 지

구 자기장을 자세 추정 시, 측정값으로 사용할 경우, 

오일러 각에 한 yaw부분이 정 하게 추정된다.

표 5. 추정된 자세에 한 오차 통계
Table 5. Error statistics of estimated attitude

Roll

(Deg)

Pitch

(Deg)

Yaw

(Deg)

mean of 

error

-0.407

8
0.0365 7.5801

standard 

deviation
0.2617 0.3675 5.3937

표 6.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에 한 오차통계
Table 6. Error statistics of AHRS attitude

Roll

(Deg)

Pitch

(Deg)

Yaw

(Deg)

mean of 

error

-0.749

5
0.1254 8.8803

standard 

deviation
0.2544 0.2960 19.2359

3.4 추정된 무인 운송체의 치

그림 8은 추정된 자세를 dead reckoning방법에 

용하여 추정된 치를 x, y평면으로 그래 화한 결과

이다. 빨강색 그래 는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을 

사용하여 자세를 추정하고 추정된 자세를 이용한 

치 결과이다. 랑색 그래 는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를 이용한 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록색 그

래 는 FOG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에 이용한 치 추

정 결과이다. 

그림 8. 추정된 xy평면 궤
Fig. 8 Estimated trajectory in xy plane

그림 9는 추정된 자세를 dead reckoning방법에 

용하여 추정된 치를 x, z평면으로 그래 화한 결과

이다. 그래  성질은 그림 8과 동일하다. 그림 8과 9

를 통해 AHRS센서는 수심에 한 에러가 가장 작지

만 yaw에 한 에러가 가장 큰 결과를 가진다. 편차

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을 사용한 자세 결과는 수심에 

한 에러가 증가되었지만  yaw에 한 결과는 FOG

센서와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

그림 9. 추정된 xz평면 궤
Fig. 9 Estimated trajectory in xz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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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수  무인 운송체의 자세 추정을 한 

방법으로 무향 칼만 필터를 구 하고 실제 실험을 통

하여 자세 추정 방법을 검증한다. UKF방법을 이용하

여 지구 자기장의 편차 요소를 추정 후 보정한다. 보

정된 지구 자기장은 자세 추정에서 측정값으로 사용

되는 자세의 yaw부분을 구할 때 사용이 되며, 측정값

의 정확성이 증가되고 추정되는 자세 한 정확성이 

증가된다. 의 방법 로 추정된 자세는 기존의 

AHRS센서에서 측정된 자세와 성능 비교한다. 비교 

기 인 FOG센서에서 측정되는 자세와 비교할 경우, 

오일러 각에 한 roll, pitch 부분은 정확성이 낮는 

결과를 가진다. 하지만 오일러 각에 한 yaw부분은 

편차가 보정된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 자세 추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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