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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 증분과 속도 증분을 측정하여 위치를 제공하는 

스트랩다운(Strapdown)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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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는 관성 센서 뭉치를 회전시켜 관성 센서 오차

를 상쇄 시킬 수 있으며, 이런 형태를 회전형 관성항

법장치(Rotational Inertial Navigation system)라 한다[1-5]. 
외부의 도움 없이 가속도계와 자이로로 구성된 관성

항법장치는 단독으로 위치, 자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비관성 센서와 통합되어 무기 

체계 등의 항법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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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ertial sensor errors in SDINS(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 can be compensated by rotating the 
inertial measurement unit and it is called RINS(Rotational Inertial Navigation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 error 
of the inertial sensor in RINS is a static bias. However, the error of the inertial sensor actually developed and 
produced is not a static bias due to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applied to the sensor and the influence of the 
earth's gravity acceler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x-position gyro bias calibration method to evaluate the 
gyro bias required for RINS and present the test results of applying it to a ring laser gyro inertial navigation 
system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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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센서 오차 및 초기 정렬 오차가 지구회전 각속도와 

지구 중력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위치 

오차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관성항법장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초

기 정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자세 오차가 없고 

관성 센서의 오차가 static 형태라는 가정하에, 항법 

중 발생하는 관성 센서의 오차를 관성 센서 뭉치 회

전을 통해 상쇄 시키는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었다[6-8]. 관성 센서 오차가 자세 변

화를 통해 항법 축에서 항법 오차로 전파되는데, 이 

때 관성 센서 뭉치를 일정하게 회전 시켜며, 회전 전/
후 및 회전 중의 오차 전파를 상호 반대 방향으로 만

들어 항법 좌표계에서의 관성센서 오차의 총합이 0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성 센서 오차는 항

법 중 항법축에서 전파되지 않게 되고 관성항법장치

의 위치 오차 성능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되고 생산되는 관성 센서의 오

차는 static 형태이기 어렵다. 관성 센서의 자세 변화

에 따라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변화되고 결과

적으로 관성 센서의 오차가 시간에 대해 변화하게 된

다. 또, 센서가 경험하는 온도의 변화 및 지구 중력 

가속도의 영향이 관성 센서 오차를 변화 시킨다[9]. 관

성 센서의 오차가 static 형태가 아니면 회전형 관성항

법장치의 운용 원리의 가정인 관성 센서의 회전에 의

해 전파되는 오차의 총 합이 상쇄되지 않게 되고, 결

국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정렬 및 교정 과정을 통해 관성 

센서 오차를 최소화하거나 항법 중 발생하는 자세 변

화를 정렬 중에 반복 시켜 오차의 변화량을 보상하는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10-11]. 이러한 연구들은 관성 

센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경우, 관성 센서 중 자

이로의 바이어스가 static 형태가 아닐 경우, 회전에 

의해 전파되는 오차의 총합이 상쇄되지 않아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장시간 운용되는 관성항법장치의 

경우, 자이로 성능이 관성항법장치의 성능 결정에 주

요 요소이다[12-14]. 회전형 관성항법장치 역시 자이로 

성능이 주요한 성능 결정 요소 이며, 오차 요소로는 

자이로 바이어스의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준다.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이로 바이

어스가 static 형태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전 중

에 발생하는 자이로 바이어스의 변화가 회전형 관성

항법장치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세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따라 바이어스 변화가 작은 링

레이저 자이로(Ring Laser Gyro(RLG)) 혹은 광섬유 자

이로(Fiber Optic Gyro(FOG))를 개발하여 회전형 관성

항법장치에 적용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에 요구되는 자

이로 바이어스를 평가하기 위해 자세별 자이로 바이

어스 교정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 개발 중인 링 레이

저 관성항법장치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

의 자이로 바이어스 교정 방법은 Rate Table에서 정지 

상태의 속도오차를 이용하여 자세별로 식별하게 된다. 
링 레이저 자이로의 바이어스는 자체 디더링에 의한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성 센서 뭉치를 구

성하여 관성항법장치 시스템 단계의 교정을 통하여 

식별된다[15,16]. 본 논문에서는 관성항법장치의 자세를 

6 자세로 변화시키고, 항법 오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센서 축에서의 자이로 바이어스를 계산한다. 제시된 

자이로 바이어스 측정 방법을 통해 자이로를 평가한

다. 자세별로 자이로 바이어스가 변화하면 회전형 관

성항법장치에 오차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최소하기 하

기 위해 자이로의 하드웨어를 수정한 예를 보이고, 운

용 자세에 따른 자이로 바이어스 변화에 대한 성능 

개선 효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교정 계수를 정의하고, 3
장에서는 시스템 단계의 교정에 필요한 항법 오차 방

정식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6 자세 교정에 필요한 측

정 방정식을 유도하고, 5장에서는 제안된 교정 방법을 

개발 중인 관성항법장치에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6
장에서 결론을 기술하도록 한다.

2. 교정 계수의 정의

  관성 센서의 오차는 인가되는 운동량에 무관하게 

그 값이 변화하는 정적 오차(static error)와 인가되는 

운동량에 유관하게 발생하는 동적(Dynamic error)가 있

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RLG 관성항법장치의 교

정 대상은 정적 오차이고, 동적 오차는 그 크기가 작

아 생략한다.
  정적 오차 교정 방법으로는 레이트 시험, 다위치 시

험 및 시스템 단계에서의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항법 정보를 이용하는 시스

템 단계에서의 정렬/항법을 수행하여 교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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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단계에서의 교정 방법은 각 위치(Angular 
Position)를 제어할 수 있는 Rate Table을 이용하여 관

성항법장치의 각 위치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각 위치

에서의 속도 오차를 측정값으로 하면서, 해당 위치에

서의 관성 센서 오차로 표현된 선형 방정식을 구성하

고, 관성 센서 오차식을 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식 

(1), (2)의 관성항법 오차식과 2축 제어가 가능한 Rate 
Table을 이용하여 관성항법장치의 각 위치를 변화시켜

가며 관성 센서 오차와 속도 오차 측정방정식을 획득

한다[12,13]. 동체 좌표계에서의 가속도 오차(
) 및 자

이로 오차(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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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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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동체 좌표

계에서의 가속도, 각속도,   는 동체 좌표계

에서의 가속도계 바이어스,   는 동체 좌

표계에서의 가속도계 척도계수 오차, 는 동체 좌표

계에서의 가속도계 i축이 j축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의 

비정렬 오차,   는 동체 좌표계에서의 자이로 

바이어스,   는 동체 좌표계에서의 자이로 

척도계수 오차, 는 동체 좌표계에서의자 이로 i축이 

j축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의 비정렬 오차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 바이어스에 대해서만 교정 

측정 방정식을 기술한다.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자이로 바이어스가 static 바이어스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성 센서 뭉치를 6 자세로 위치

시키고, 6 자세에 대해서 자이로 바이어스와 속도 오

차 및 방위각 자세 사이의 선형 측정 방정식을 유도

한다.

3. 교정 오차 모델

  식 (1), (2)에서 정의된 관성 센서 오차와 항법 결과

인 속도 측정치와의 상관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교

정 과정에서 이용하는 관성항법장치 자세 오차 및 속

도 오차 모델[12-17]을 구하면 식 (3),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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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관성항법장치가 계산한 항법좌표계와 

자세오차가 포함된 실제 항법 좌표계와의 비정렬을 

의미하는 자세 오차이며, 는     

로 항법축에서의 자이로 오차 이며, ×는 의 cross 
product이며,    는 지구 회전 각속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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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항법 좌표계에서의 속도 오차이며, 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4. 자이로 바이어스 교정

  본 장에서는 Z축이 Up 자세와 일치하게 배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이로 바이어스를 교정하여 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후 다른 자세별 자이로 바이어스

를 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Fig. 1. Z-Up position

 
Fig. 2. Z-Down position

  먼저 항법 좌표계에서의 수평축 속도 오차  , 

 의 시간 변화율은 항법 좌표계에서의 수평축 가

속도 오차  ,  와 수평축 자세 오차  ,  에 

대해서 식 (5)와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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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평축 및 수직축 자세 오차의 시간 변화율은 수평

축 자세오차가 작다고 가정하여 식 (3)에서 지구 회

전 각속도   와 곱하지는 항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가정하에 식 (6)과 같은 관계를 형성

한다.

  
  
 

 (6)

자이로 바이어스 측정치 획득 시점은 전 단계의 교정 

즉 자이로 바이어스를 제외한 오차를 획득하는 과정

에서 가속도 오차 및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를 제외한 

자이로 오차가 정상적으로 보상되어 시간 변화율이 

없다고 가정하여 식 (7)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 

 ≅ 

 (7)

  자이로 바이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체 정렬은 방

위각 0도(
)에서 수행하고, 비행 모드를 진입 후 

일정시간 후(여기서는 10분) 방위각을 180도(
) 

회전시킨다(여기서 0은 회전 전, T는 회전 후의 순간

을 의미한다).
  Fig. 1의 초기 자세 0도에서의 자세 오차(Fig. 1의 

(x,y) 2축 회전 Rate Table의 각 위치를 의미한다)에 

의해 초기 및 회전 후 자이로 바이어스( , , )는 

아래와 같다.

  
  
 

 (8-1)

180도에서의 자세 오차는

   
   
 

 (8-2)

또한 0도에서의 속도 오차 2차 기울기는 식 (9-1)과 

같다.

   

    
 (9-1)

180도에서의 속도 오차 2차 기울기는 식 (9-2)와 같다.

   

    
 (9-2)

식 (8-1), (8-2)를 식 (9-1), (9-2)에 대입하여 자이로 바

이어스에 대해 정리하면 식 (10)과 같이 자이로 바이

어스가 구해진다.

 

   

 –

   

 

  

 (10)

결과적으로, 동체 좌표계에서의 x축 자이로 바이어스

는 회전 후(T)와 회전 전(0)의 항법축에서의 Y축 즉 

N 축 속도 오차의 2차 기울기의 차로 나타나며, Y축 

자이로 바이어스는 회전 후(T)와 회전 전(0)의 항법축

에서의 X축 즉 E 축 속도 오차의 2차 기울기의 차로 

나타나고, Z축 자이로 바이어스는 회전 전과 후의 항

법축에서의 수직축 자세의 1차 기울기의 평균으로 표

현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성항법장치의 자세가 Fig. 2와 같

이 Z축이 Down 자세와 일치하도록 2축 Rate Table을 

이용하여 관성항법장치 각 위치를 설정한다. Z-Down 
자세의 초기 자세와 회전 후의 자세 오차 방정식은 

식 (11-1), (11-2)와 같으며 식 (9-1), (9-2)와 같이 정리

하면 Z-Down 자세에서 획득하게 되는 자이로 바이어

스는 식 (12)와 같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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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2)

  같은 방법으로 2축 Rate Table 제어가 가능한 초기 

자세가 Fig. 3과 같이 Y-Up 자세에서의 자이로 바이

어스는 식 (13)과 같다.

Fig. 3 Y-Up position

 
Fig. 4 Y-Down position

 

   

 

   

 

  

 (13)

초기 자세가 Fig. 4의 Y-Down 자세에서의 자이로 바

이어스는 식 (14)와 같다.

 

   

 –

   

 

  

 (14)

초기 자세가 Fig. 5와 같이 X-Up 자세에서의 자이로 

바이어스는 식 (15)과 같다.
 식 (10), (12)~(16)을 종합하여 보면, 교정의 초기 자

세에서 수평축에 놓여 있는 자이로의 바이어스는 수

평으로 90도 방향의 항법 축 속도 오차의 2차 기울기 

차에 의해 결정되고, 수직축에 있는 자이로 바이어스

는 항법 중 회전 방위각의 1차 기울기의 평균임을 알 

수 있다.

Fig. 5 X-Up position

 
Fig. 6 X-Down position

 

   

 –

   

 

  

 (15)

마지막으로 초기 자세가 Fig. 6과 같이 X-Down 자세

에서의 자이로 바이어스는 식 (16)과 같다.

 

   

 –

   

 

  

 (16)

  논문의 항법계산에 사용되는 관성항법장치 항법 좌

표계는 East-North-Up(ENU)로 계산되며, 오일러 각 자

세는 Roll, Pitch, Yaw에 대해 RPY(321) sequence으로 

구한 Euler 각을 출력한다. 수직축에 위치한 자이로 

바이어스는 이 Euler 각인 Yaw 각 혹은 방위각 자세

()의 1차 기울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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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cos cos

cos sin
  (17)

  그러나 식 (17) 처럼, RPY(321) sequence은 Pitch()가 

90도 및 -90도에 위치하였을 경우 분모/분자가 0으로 

수렴하므로 방위각 자세 정보를 계산할 수 없게 되고, 
Y축 자이로 바이어스를 계산하지 못하게 된다[12]. 따

라서 Pitch 90도 및 -90도에서는 PRY(231) sequence을 

이용하여 Y축 자이로 바이어스를 계산하고, 방위각의 

1차 기울기를 측정방정식으로 이용한다.

5. 시험 평가

  2축 Rate Table을 제어하여 4장에서 제시된 6가지 

자이로 바이어스 교정 방법을 적용하고, 개발 중인 관

성항법장치 운용 온도를 고려하여 Fig. 7과 같이 외부 

온도를 제어한 상태에서 자이로 바이어스를 실시간 

계산한다.

Fig. 7. Temp. change for calibration process

본 장에서는 6 자세의 교정 결과 중 Z-Up과 Y-Up 결

과만 제시한다. 개발 중인 관성항법장치의 초기 정렬 

모드 자세는 Y-Up 자세이고, 항법 모드 자세는 Z-Up
으로 Z-Up과 Y-Up의 자세에 대해서 시험 결과를 분

석한다.
  Fig. 8과 Fig. 9는 각각 관성항법장치의 Z-Up( )
과 Y-Up( ) 자세에 대해서 식 (10)과 식 (12)로 

획득된 X축과 Y축 자이로 바이어스를 나타낸다(세로

축 자이로 바이어스/가로축 자이로 온도).

Fig. 8. X Gyro bias(Z-Up & Y-Up angular position)

Fig. 9. Y Gyro bias(Z-Up & Y-Up angular position)

  자이로 온도가 50 ℃ 이상의 고온에서는 Z-Up 및 

Y-Up 자세에서 자이로 바이어스가 같은 값을 나타낸

다. 하지만 50 ℃ 이하의 자세에는 각 자세에 따라 자

이로 바이어스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회

전 자세에 따라서 자이로 바이어스가 변화하게 되면,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기본 가정인 자이로 오차가 

static 형태인 것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회전형 관성

항법장치의 성능을 크게 악화시키게 된다.
  Fig. 8~9와 같이 두 자세에 대해서 자이로 바이어스

가 변화하는 현상은 각각의 자세에서 자이로 내부의 

열적 분포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원인 분석되

었다. Z-Up과 Y-Up 자세에서 교정 시 자이로는 Fig. 
10과 같이 배치되며 이 때 링레이저 자이로 전자부

(Electric Board)에서 발생한 열이 자이로의 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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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Anode)로 전달되는데, 각각의 자세에서 중력 

가속도의 영향으로 대류 및 전도에 의해 그 전달이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Fig 11).
  측정을 통하여 링레이저 자이로 내부의 열분포를 측

정한 결과 광학부 대비 전자부의 온도가 10 ℃ 이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열분포의 차이에 

의해 전자부에서 발생한 열이 광학부로 전달됨에 따라 

광학부에 열구배가 발생하여 Fig. 8~9와 같이 자세에 

따라 교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0. Gyro angular position of Z-Up and Y-Up

Fig. 11. Internal schematic of gyro

  Fig. 11은 링레이저 자이로 내부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부에서 광학부로의 열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이로 내부의 하드웨어를 설계 변경한 후 교

정을 재 수행하였다. 다른 자세에서의 교정 결과를 비

교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2와 Fig. 13과 같다. 
저온에서의 특성을 더 관찰하기 위해서 관성항법장치

의 외부 케이스를 제거(위의 교정시험과 동일한 조건)
하고 교정을 수행하여 -20 ℃까지 교정을 수행하였다.
  Fig. 12와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Z-Up과 Y-Up 
자세에서 동일한 크기와 패턴의 자이로 바이어스가 

계산됨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4 자세에 대해서도 동

일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검증 방법으로 교정 후 선별적인 온도에 대해서 정

렬 과정에서 min bias 측정 방법 및 정리 상태에서 정

렬 이후 항법을 수행하고, 이 발생한 Ve축 속도 오차

를 이용하여 바이어스를 평가하였다. 이는 선별적인 

온도에 대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술을 생략하였다.

Fig. 12. X Gyro bias(Z-Up & Y-Up angular position)

Fig. 13. Y Gyro bias(Z-Up & Y-Up angular position)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의 주요 오차 

요소인 자이로 바이어스에 대해서 6 자세별로 교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80도 회전 전/후의 속도 오차

의 2차 기울기 및 방위각 변화의 1차 기울기를 측정

하여 시스템 단계에서 자이로 바이어스 교정 방법을 

2축 Rate Table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개발 중인 관성항법장치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

행 결과 개발된 링레이저 자이로 내부의 광학부/전자

부 열간섭에 의하여 교정 자세 변화에 따라 자이로 

바이어스가 상이하게 변하는 현상을 식별하였다. 하드

웨어 설계 변경을 통하여 식별된 문제 해결 후 본 논

문에서 제시한 교정 기법을 통해 자세 변화에 따른 

자이로 바이어스 변화 현상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여 

하드웨어 설계 변경이 타당하게 진행되었음을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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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할 때 본 논문에서 제

시한 6자세 자이로 바이어스 교정기법은 새로이 개발

되는 자이로 혹은 관성항법장치 기능/성능 검증에 매

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전형 

관성항법장치용 자이로 선별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향 후 개발된 자이로 및 관성항법장치에 대해서 회

전형 관성항법장치를 구성하고 회전형 관성항법치의 

오차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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