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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항공기에서 고도 측정은 기압고도계와 관성항법센서

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압관성센서 융합 시(INS) . -

스템은 관성항법시스템의 수직 채널고도이 중력 모델의( )

오차로 인해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센서의 오차,

를 되먹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관성항법센서와 기압고.

도계의 고도 차이로 수직 방향 시스템의 감쇠비를 증가시

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압관성항법 융합 시스[1,2]. -

템은 초기에는 차 구조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2 , 3

차 구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위성항법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를 이용해 위GPS

치와 속도뿐만 아니라 고도 정보까지 획득하는 추세에 있

다 고도를 비행제어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 GPS ,

의 관성항법시스템이나 기압고도계와 융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에서는 와 기압고도. [3] GPS

계를 결합한 고도 항법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와 기압고도계는 관성항법시스템에 비해 측정 속도가GPS

느려 이착륙과 같은 기민한 비행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한편 를 이용해 수직 채널의 불. GPS INS

안정성을 보정하려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4]. El-Sheimy

등은 웨이블릿 해석을 이용한 융합 기법을 소개하GPS/INS

였다 이들은 와 신호에 대해 각각 웨이블릿 다[5]. GPS INS

해상도 해석을 적용한 다음 각 를 결(multiresolution) , details

합하여 오차 보정 신호를 추출해냈다INS .

한편 고도를 되먹임하지 않고 와 기압관성항법GPS GPS -

센서를 융합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6].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압관성항법 결합 시스템이 기압-

고도와 관성센서의 수직 가속도를 입력으로 받는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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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구조인 점에 주목하여 이를) (complementary filter) ,

융합에까지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도는 오랜GPS . GPS

시간이 지나도 발산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

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 가속도를 적분해서 구한 고도. INS

는 오차가 누적되어 발산할 수 있다 기압고도계는 점진적.

인 대기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센서는 단. INS

기간 측정에 적합하고 기압고도계와 는 각각 중기와, GPS

장기간 측정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상호보완.

적인 세 센서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장기간 발산하지 않,

으면서 기민한 기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도 측정 기

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제안된 기법은 와 기압관성. GPS -

항법센서의 융합을 위해 칼만필터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칼만필터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모델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발산할 수 있고 측정 신호에 백색 잡음(white

이 섞여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noise) .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해석 기법을 적(wavelet analysis)

용하여 기압고도계를 결합하는 새로운 센서융합GPS/INS/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 (discrete wavelet

을 사용하여 측정값을 장기 경향과 단기 변화로transform)

분리한 다음 와 기압관성센서의 특성에 따라 융합하, GPS -

여 최종 고도를 생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도를 되. GPS

먹임하지 않는 등 기존의 기법이 갖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칼만필터의 한계로 인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많. II

이 사용되는 차와 차 기압관성항법 결합 시스템을 살펴2 3 -

보고 이들이 기압고도계의 고도와 관성센서의 수직 가속도,

를 입력으로 하는 상보 필터 임을 소개(complementary filter)

한다 장에서는 웨이블릿 해석의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III ,

센서 융합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

에 대해 살펴본다 장에서는(discrete wavelet transform) . IV

웨이블릿 해석을 이용한 새로운 기압고도계 센서GPS/INS/

융합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칼만필터 대신 이산 웨이블.

GP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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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변환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특장점도 살펴본다. V

장은 새로 제안된 기법의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VI

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

을 제시한다.

기압고도계 융합 고도 항법II. INS/

관성항법센서가 측정한 수직방향 가속도로 고도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중력 가속도를 보상한 다음 적분을 수행해

야 한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를 보상할 때 사용되는 중력모.

델의 오차는 수직방향 항법시스템에 양 의 되먹임(positive)

효과로 작용하여 고도 오차는 차츰 증폭되어 결국 발산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고.

도 센서가 필요한데 보통 기압고도계가 쓰인다[5].

기압고도계는 반응시간은 느리지만 측정값은 비교적 정

확하고 안정적이다 반면에 관성센서는 고도의 변화에는 민.

감하지만 오차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발산한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두 센서의 서로 대조되는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

켜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 더 정확한 고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 기압고도계 융합 시스템의 목적이다 기압고도계INS/ .

를 이용한 고도 오차 보정에는 차나 차 구조가 대표적인2 3

데 정확성과 측정 속도 등에서 뛰어난 차 구조가 많이 사, 3

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차 되먹임 구조1. 2

일반적으로 차 되먹임 구조는 그림 과 같이 관성항법2 1

센서의 수직 방향 가속도 값( 로 계산한 고도와 기압고도)

계( 의 오차를 각각 가속도와 속도 성분에 되먹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6].

두 센서의 측정값이 최종 고도값( 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는 되먹임 이득(,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두 값) ,

의 물리적인 의미는 차 되먹임 구조를 상보 필터로 바꾸2

어 보면 명확해진다 그림 에서[8]. 1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식 을(1)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



이다 식 로부터 그림 의 융. (2) 1

합시스템은 상보 필터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속계의 고도는.

고주파 영역에 기압고도는 저주파 영역에 반영되는 구조이,

다 이때 되먹임 이득. (,  는 저주파 필터의 특성을 결)

정하는 인자가 된다 이러한 차 되먹임 구조의 되먹임 이. 2

득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9].

차 되먹임 구조2. 3

차 되먹임 구조는 차 되먹임 구조에 비해 계산이 간단2 3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속도계의 바이어스 오차가 그대로

속도의 바이어스 오차에 반영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은 차 되먹임 구조가 개2 3

발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관성센서와 기압고도계 고도의.

오차를 적분하여 되먹임하는 과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

적분기가 가속도계의 바이어스 오차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7].

식 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1~2) 에 대해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

그림 1. 기압관성센서결합 차구조/ (2 ).

Fig. 1. Second-order vertical-channel damping.

그림 2. 기압관성센서결합 차구조/ (3 ).

Fig. 2. Third-order vertical-channel dam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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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다 식 으로부터 차. (3) 3

되먹임 구조 역시 상보 필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저주파 영역에서는 기압고도계의 측정값을. ,

고주파 영역에서는 가속도계의 측정 고도를 더 많이 반영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웨이블릿 해석III.

웨이블릿 해석은 과 이 수학적 이론을 정Morlet Grossman

립한 년대 중반이후 신호처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1980

고 있다 푸리에 변환이 신호의 주파수 정보만을 제공[10].

하는 것과 달리 웨이블릿 해석은 시간영역에 담겨진 정보,

도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웨이블릿 기법은 부.

분적인 시간영역 해석이 가능해 비정상 신호(nonstationary)

나 빠른 과도 신호 분석에 효과적이다 웨이블릿(transient) .

변환에는 연속 웨이블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이 있는데 이산 웨이블릿(discrete) ,

변환은 빠른 계산을 위해 척도 와 이동 인자(scale) (shifting)

를 의 배수로 하는 것 외에는 같은 개념이므로 본 논문에2

서는 연속 웨이블릿 변환만 소개한다 실수값을 갖는 신호.

에 대한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4)

여기서 는 척도 인자 이고(scale factor) , 는 이동 인자

를 의미한다(shifting factor) . 는 웨이블릿을 나타낸다.

식 를 살펴보면 미리 정의된 웨이블릿 함수의 척도를 바(4)

꾸고 시간축 위치를 바꿔가면서 입력신호의 곱을 계산하는,

데 입력신호와 웨이블릿의 신호가 일치할 때 가장 큰 변환,

값이 나오게 된다 국소 푸리에 변환. (short time fourier

도 시간 정보가 있는 창문함수를 통해 시간영역의transform)

정보를 제공하지만 창문함수의 해상도가 고정되어 있어 신,

호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웨이블릿.

변환은 웨이블릿 함수를 확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어 신호

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의 개념을 보였다 입력 신3 .

호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거치면 와‘approximations’

로 분리된다 는 입력신호의 고척도‘details’ . Approximations

즉 저주파 성분을 추출한 신호이고 는 저척도 즉 고, details

주파 성분에 해당되는 신호이다 그림 와 같이 이러한 변. 4

환과정을 반복 적용하면 다해상도 분석도 수행할 수 있다

[10].

기압고도계 융합 알고리즘IV. GPS/INS/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기압고도계 융합II INS/

항법은 두 센서의 고도 측정값 차이를 되먹임 하는 폐회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 측정값과 기. INS

압고도계의 측정값을 주파수 영역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고도를 계산하는 개회로 방식의 상보 필터이다 이 때문에.

기압고도계의 시간에 따른 오차를 보상하지 못하고 점차,

기압고도계의 오차 특성을 따라 고도 값에 오차가 발생하

게 된다 최근 들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를 함께 융합한 기압고도계 융합 항법GPS GPS/INS/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6].

그림 를 보면 기압고도계와 관성항법센서의 융합에는5

일반적인 차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도는2 . GPS

기압관성센서 고도 보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이 기법- .

에서는 우선 저대역 필터의 역할을 하는 칼만필터를 이용

해 기압관성센서 고도의 장기 추세 값을 구한 다음 기압- , -

관성센서의 고도( 와 이 고도의 장기 추세의 차이를 계산)

한다 이 값은 물리적으로 장기 추세 고도에 대한 현재 고.

도의 상대적인 섭동값 에 해당한다 이 섭동값(perturbation) .

에는 관성센서의 누적 오차나 기압고도계의 환경변화에 따

른 오차가 포함되지 않는다 고도의 장기적인 추세에 영향.

을 주는 이들 오차는 칼만필터를 통과하므로 측정고도와

빼는 과정에서 소거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이산웨이블릿변환.

Fig. 3. Discrete wavelet transform.

그림 4. 웨이블릿다해상도분해[5].

Fig. 4. Multiresolution wavelet decomposition[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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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PS/INS/Baroaltimeter fus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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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도 측정값은 저대역 필터 역할을 하는 칼만GPS

필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성 신호의 단절과 같은 일.

시적인 요인에 의한 고도 오차를 제거하기 위함이다GPS .

이렇게 얻은 두 고도 정보를 더하여 최종 고도를 얻어내게

된다 즉 장기적인 고도 변화는 고도값을 반영하고. GPS ,

중 단기에 걸친 고도 변화는 기압관성센서의 측정값을-

사용하는 것이 이 기법의 핵심 개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

로 칼만필터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모델이 부정확한 경

우에는 발산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 신호에 백색 잡음.

이 섞여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white noise)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웨이블릿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기압고도계(wavelet analysis) GPS/INS/

를 결합하는 새로운 센서융합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 을 사용하여 고도를(discrete wavelet transform)

장기 추세와 단기 변화로 분리한 다음 와 기압관성센, GPS -

서의 특성에 따라 융합하여 최종 고도를 생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기법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칼만필터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에 새로 제안하. 6

는 기압고도계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보였다 기압GPS/INS/ .

관성센서의 고도에서는 장기 추세에 대한 섭동값이 필요-

하므로 이산 웨이블릿 변환 출력 중 고주파 성분 만(details)

취한다 는 고도의 장기 추세 변화 측정에 사용하므로. GPS

이산 웨이블릿 변환 출력 중 저주파 성분 만(approximations)

사용한다 이렇게 구한 두 값을 더해 최종 고도를 결정하게.

된다 각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의 특성에 따라 다해상도 변.

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시험 및 분석V.

이 장에서는 장에서 제안한 고도 항법 알고리즘의 검IV

증을 위해 수행한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그 성능과 타당

성을 살펴본다 시험에는 러시아 사의 센서. TeKnol GPS/INS

와 자체 제작한 기압고도계를 사용하였다 시험은 차량을.

이용해 도심 구간을 시간 정도 주행하면서 실시하였으며1 ,

기압고도계의 값은 로 고도값은 의 간격으로10Hz , GPS 1Hz

측정하였다.

참고문헌 의 고도 융합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를 그림[6]

에 보였다 그림에서 실선은 융합된 최종 고도이고 점선7 . ,

은 차 구조의 기압관성센서 결합 고도를 나타낸다 그리2 - .

고 쇄선은 칼만필터를 통과한 고도를 의미한다 그림GPS .

에서 최종 고도의 장기 추세는 필터링된 고도를 따라GPS

가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은 기압관성센서의 출력을 반영하, -

고 있다 고도 정보가 단기간의 고도 변화를 민감하게. GPS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기압관성센서의 측정값을 이용하-

여 성공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대기.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는 기압고도계의 오차도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고도 융합

을 위하여 와 기압관성센서 모두 웨이GPS - ‘Daubechies 4’

블릿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웨이블릿 변환은 단[5,10]. 10

계까지 수행하였다 이 때 입력신호. ( 와) approximations

( 및) details(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5)

식 에서 고도의 장기 추세는 웨이블릿 변환의 출(5) GPS

력으로 나오는 에서 바로 구할 수 있음을 알approximations

수 있다 그리고 기압관성센서의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나. -

오는 만을 재구성하면 장기 추세에 상대적인 섭동값details

을 얻을 수 있다 그림 은 최종 고도 결과를 보여준다 두. 8 .

알고리즘 모두 장기적인 추세는 고도를 추종하고 세GPS

부적인 고도 변화는 기압관성센서의 값을 반영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림 와 에 최종 고도 계산에 사용된 기압관성센서9 10 -

의 섭동값과 고도 장기 추세를 보였다 웨이블릿 변환GPS .

의 경우 기압관성센서 고도의 섭동값은 더 작게 반영되었-

고 고도의 장기추세는 실제 측정값에 더 예민하게 반, GPS

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값은 사용하는 웨이블릿의 종.

류와 웨이블릿 변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 환경

과 신호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

그림 6. 웨이블릿을이용한 기압고도계융합GPS/INS/ .

Fig. 6. GPS/INS/Baroaltimeter wavelet senso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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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압고도계융합결과칼만필터GPS/INS/ ( ).

Fig. 7. GPS/INS/Baroaltimeter fusioned altitude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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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림 을 보면 칼만필터의 출력이 웨이블릿 변환에 비10

해 전반적으로 위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칼만필터가 저대역 필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론VI.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해석을 이용한 기압고GPS/INS/

도계 융합 항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관성센서와 기압고.

도계의 융합에는 일반적인 차 구조의 수직채널 댐핑 기법2

을 사용하고 웨이블릿 해석을 이용하여 기압관성 고도와, -

고도를 융합하였다 이를 위해 이산 웨이블릿 변환으GPS .

로 기압관성센서 고도의 고주파 성분 과 고도- (details) GPS

의 저주파 성분 을 추출하고 그 합을 최종고(approximations)

도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기압관성센서 고도 항법. -

에서는 기압고도 오차를 보상할 수 없는 문제를 성공적으

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통해 연.

속적이며 변화에 민감한 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칼만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수반되었던 기존.

기법의 모델링 오차로 인한 불안정성 문제와 백색잡음 신

호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제한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다양한 웨이블릿 중.

에서 최적의 웨이블릿을 선정하는 문제와 다해상도 분석의

최적 단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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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종융합고도비교.

Fig. 8. Comparisons of fusioned al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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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압관성센서고도의섭동값비교- .

Fig. 9. Deviated altitudes of baroaltimeter and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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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고도장기추세비교GPS .

Fig. 10. Comparions of GPS altitude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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