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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 센서를 고려한 GPS/INS 결합기법 연구

A Study on GPS/INS Integration Considering Low-Grad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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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integration method for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To obtain accuracy and computational conveniency at the same time with low cost global positioning system receivers 
and micro mechanical inertial sensors, a new mechanization method and a new filter architecture are proposed. The proposed 
mechanization method simplifies velocity and attitude computation by eliminating the need to compute complex transport rate 
related to the locally-level frame which continuously changes due to unpredictable vehicle motions. The proposed filter 
architecture adopts two heterogeneous filters, i.e. position-domain Hatch filter and velocity-aided Kalman filter. Due to distict 
characteristics of the two filters and the distribution of computation into the two hetegrogeneous filters, it eliminates the 
cascaded filter problem of the conventional loosly-coupled integration method and mitigates the computational burden of the 
conventional tightly-coupled integration method. An experiment result with field-collected measurements verifies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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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항법(navigation)은 위치, 속도 및 자세를 구하기 위해 연

관된 모든 이론과 기술을 통칭한다. 오늘날, 특히 차량의

항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증강현실 및 개인 위치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나

날이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항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기술이 될 것이다.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은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다수의 위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측위 시스템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은 사

용시간에 따른 오차의 발산이 없으므로 장시간 사용이 가

능하며, 지구 전역에서 정밀한 측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위성에서 송신하는 신호의 크기가 매우 작아

외부 요인에 의해 위치 측정치의 신뢰도가 변할 수 있고, 
비연속적인 측정치를 제공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3].

관성항법시스템은(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자이로

와 가속도계로부터의 측정된 관성정보를 활용하여 위치, 속
도, 자세를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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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립형 시스템이다[4-6]. INS는 샘플링 주파수가 높아

필요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짧은 시간 동안은 매

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센서들의 오차가 항법 해에 누적되어 오차가 급격히 증가

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누적되는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항체의 절대 위치/속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다양한 항법/측위 센서를 결합하는 다중센서 융합에 있

어서 GPS와 INS는 다른 센서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유한

장점을 지니므로 다중센서 융합의 중심 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역할과 넓은 응용분야로 인하여 GPS
와 INS의 효율적인 결합은 다중센서 융합분야에 있어서 중

요한 주제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되고 분석되었다. 
근래에 들어 GPS/INS 결합항법의 응용분야를 더욱 넓히

기 위하여 저가의 위성항법 수신기와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센서를 결합하여 높은 정확도의 위치, 
속도, 그리고 자세 정보를 취득하는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EPSL 에서는 저급 L1 수신기, MEMS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그리고 지자기 센서를 약결합하여 skier
들의 할강 궤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7].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은 위치오차 50 cm 그리고 속도

오차 20 cm/sec 이내에서 할강 궤적을 추정할 수 있으며 자

세오차는 3도 정도의 평균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는 L1 저가 수신기의 측정

치를 원격으로 수집하여 MATLAB 기반의 후처리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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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개발하고 있다[8]. 호주 UNSW 대학은 세계적인 수

신기 제조사인 Leica와 공동연구로 위성항법 수신기와 저급

MEMS 센서를 조합하여 정밀 농업에 활용을 위한 초기 시

스템을 완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GPS/INS 결합과 관련하여 특히 저급 센

서를 활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항법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

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GPS와 INS의 연계

성을 고려한 지구좌표계 기준 관성항법 속도방정식과 자세

방정식 그리고 이종 필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GPS/INS 
결합필터로 구성된다.

지구좌표계 기반 속도방정식과 자세방정식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수평 항법좌표계를 기반으로 발표되었던 문헌

들을 참고하되 GPS 측정치와의 연계 편의성을 고려하여

항법 연산의 간략화와 정확도 유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효율적인 GPS/MEMS IMU의 결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약결합 방식과 강결합 방식

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두 종류의

필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새로운 결합방식을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제안된 이중필터 결합방식은 GPS 측정치에 대해서

는 위치영역 위상평활화를 적용하고 MEMS IMU 출력에

대해서는 속도보정형 칼만필터를 적용하는 개형으로 구성

된다. 

II. 지구좌표계 기반 속도방정식과 자세방정식

기존의 관성항법 속도방정식은 항법좌표계를 기반으로

활용된다. 반면 보조센서로 빈도높게 활용되는 GPS는 지구

좌표계 기반으로 한 위치 및 속도 측정 정보를 제공해 준

다. 따라서, 두 센서의 효율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항법좌표계 기반 속도방정식을 대치하여 지구좌표계 기반

으로 활용하는 것이 연산량 관점에서 유리하다. 이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지구좌표계 기반 속도방정식을 유도한다. 
먼저 기존의 항법좌표계 기반 속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 지표대비속도

  : 가속도계가 측정하는 비력

  : 중력


  : -좌표계에서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

  : -좌표계에 대한  -좌표계의 회전각속도

 : 관성좌표계

 : 동체좌표계

 : 지역수평 항법좌표계

  : 지구좌표계

항법좌표계 기반 속도와 지구좌표계 기반 속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2)

위 관계식을 미분하면 코리올리 효과에 의하여 다음의 관

계를 만족한다,

  
 

  


 × 
   (3)

기존의 속도 방정식에 속도 미분치의 관계식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

따라서 지구좌표계 기반 속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새로

이 정리된다.

 
 

 × 
  (5)

여기서

 












sincos sin coscos
sinsin cos cossincos  sin

    











,  

 














(6)

  : 가속도계가 제공하는 비력(specific force)
  : 위도(latitude)
  : 경도(longitude)
 : 지구자전 각속도의 크기

식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좌표계를 기반으로

속도방정식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지역수평좌표계를 기

반으로 한 속도방정식에 비하여 복잡한 transport rate을 고

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transport rate은
항체의 이동에 의한 지역수평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회

전율에 해당된다. 이는 속도 변화율에 기여하는 바가 속도

방정식 내의 다른 항들에 비하여 미비하므로 높은 등급의

관성센서를 활용하지 않는 한 정확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GPS/INS 복합항법에 있어서 자세계산은 속도

방정식의 계산에 필요한 좌표변환행렬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세 및 자세오차를 롤(roll), 피치(pitch), 기수각(heading) 형
태로의 변환이 편리해야 한다. 먼저 식 (5)에 나타난 주요

좌표변환행렬 
는 다음의 쿼터니언 미분방정식을 활용하

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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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로스코프가 제공하는 회전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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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종필터를활용한위성항법/관성항법결합구조.
Fig. 1. Integration architecture for GPS/INS based on two 

heterogeneous filters.


 















(8)

따라서 식 (8)에 의하여 쿼터니언 
를 구하고 식 (8)에

의하여 쿼터니언 행렬  
와  

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좌

표변환행렬  
를 구할 수 있다.

 
  


 (9)

또한, 항체의 롤, 피치, 기수각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좌표변환행렬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10)

좌표변환행렬에 
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11)

이에 의하여 항체의 롤(roll), 피치(pitch), 그리고 기수각

(heading)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roll)  tan
 

(pitch) tan









 




                 (12)

(heading) tan
   

식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좌표계 기준 자세방정식

은 지역수평 항법좌표계 기준 자세방정식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두 종류의 각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 좌표변환

행렬의 한쪽 끝에 해당되는 동체좌표계의 변화율은 기존의

경우와 마친가지로 자이로의 출력만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

로 처리하게 된다. 반면, 기준 좌표변환행렬의 다른 쪽 끝

에 해당되는 지구좌표계의 변화율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

며 또한 식 (8)과 같이 간단한 형태를 가지므로 기존의 지

역수평 항법좌표계의 변화율에 비하여 활용이 편리한 장점

을 가진다. 또한, 항체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한 롤, 피치, 
그리고 기수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항체의 위도와 경도

정보만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

산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III. 이종 필터를 활용한 분산형 GPS/INS 결합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로 INS와 GPS의 결합에

있어서 약결합 방식(loosely coupled integration)과 강결합 방

식(tightly coupled integration)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10,11]. 이들 중 약결합 방식은 GPS 수신기가 제공하

는 위치해를 칼만 필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강

결합 방식은 GPS 수신기가 제공하는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 측정치를 칼만필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약결합 방식은 INS와 GPS의 시스템 레벨에서 결합을 수

행하므로 계산시간이 감소하고 측정모델이 간단해지는 장

점이 있다. 반면 가시위성의 수가 부족하거나 큰 동적 특성

을 가지고 운행을 할 경우 정확한 항법해를 제공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약결합 방식은 필터가 연속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선행필터를 통과한 필터의 잔차는 유색잡음의

형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오차간의 상관성을 가지지 않도

록 ‘칼만 필터의 측정오차는 백색잡음의 형태를 갖는다’라
는 칼만 필터의 기본가정을 위배하게 되어 직렬필터 문제

(filter-driven-filter problem)를 내포하게 된다.
강결합 방식은 INS와 GPS 시스템 레벨에서 이루어졌던

약결합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약
결합 방식과 다르게 INS와 GPS 수신기의 센서 레벨에서

결합하므로 INS의 현재 위치 정보나 속도 정보를 GPS 수
신기에서 제공하는 위성 정보와 함께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따라서 약결합 방식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구

현이 어려우며 가시위성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증

가하고 측정 모델이 복잡해지게 된다. 참고로 한반도 지역

에서 전반적으로 항시 7~9개 내외의 가시위성이 전일 관측

된다.
반면, 측정치로 사용하는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의

선형화 과정에서 동적 특성이 좋은 INS의 정보를 이용하므

로 약결합 방식과 비교하여 동적 환경에서 오차가 작으며

가시위성의 개수가 4개 이하로 존재할 경우에도 위성에 대

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항법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정보의 이용 면에서 효율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된 약결합 방식과 강결합 방식

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두 개의 필터를 활용하여 기존

의 대표적 결합 방식의 장점만을 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GPS/INS 결합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이중필터 결합방식은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GPS 측정치에 대해서는 위치영역 위상평활화[12]를 적용하

고 관성센서 출력에 대해서는 속도보정형 칼만필터[13]를
적용하는 개형을 가진다. 제안된 결합방식을 활용할 경우

두 필터로 상태변수를 분배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연산량

의 감소를 꾀할 수 있다. 
GPS 측정치만을 활용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추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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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한 점은 위치 추정치의 출력 속도가 통상적으

로 1 Hz 내외인 GPS 측정치의 출력 속도에 종속되어 세밀

한 위치 변화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난점

은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이중필터 결합방식은 위치영역

위상평활화 필터[36]를 통해 위치 추정치를 전달받으며 전

달받은 위치 추정치를 기준으로 다음 위치 추정치를 전달

받기까지 MEMS INS의 속도추정치로 빠른 출력 주기의 위

치 추정치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결합방식은 효

율적인 이중필터의 활용으로 인하여 직렬필터 문제를 배제

하고 총 연산량을 감소시키며 정확한 GPS/INS 위치해를 빠

른 출력 주기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저가의 MEMS 센서 활용하는 INS에 대하여 그림 1에 도

시된 속도보정형 칼만필터는 기존의 약결합 방식에 비하여

위치정보를 상태변수에서 제거하고 속도오차, 자세오차, 가
속도계 바이어스, 그리고 자이로 드리프트 만을 상태변수로

고려하므로 연산량의 간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GPS 측정치에 대해서는 정확도면에서 칼만필터보다 더

효율적인 위치영역 위상평활화필터를 채용함으로써 GPS 
측정치가 제공되는 매 시점 칼만필터에 의존하지 않고 정

확한 위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위상평활화 원리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으며 칼만필터가 제공하는 속도 추정치와 결합

되어 고속으로 위치, 속도, 자세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제안된 결합방식은 기존의 강결합 방식의 장점

을 취하며 동시에 연산량의 감소와 직렬필터(cascaded filter)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바람직한 특성을 내포하게 된다.

IV. 실험

효율적인 GPS/MEMS IMU의 활용을 위하여 제안된 방법

의 성능 특성 분석을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

법은 Ublox사의 AEK-4T 수신기와 Xsens사의 관성항법장치

(IMU)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성능분석을 위한 기준 궤

적은 Septentrio사의 PolaRX2e 이중주파수 수신기를 활용하

여 1Hz 출력 주기의 측정치를 수집한 다음 한국항공대에서

개발된 RTK (Real-Time Kinematic) 소프트웨어로 후처리하

여 확보하였다. 누적위상 측정치에 포함된 미지정수를 결정

하여 추출된 기준궤적은 cm급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림 2는 차량 주행에 의한 실험 궤적과 실험 환경을 도

시한 그림이다. 실험 지역의 사진은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위성 사진을 이용하였다. 실험은 가시 위성을 충

분히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약 40분 동안 수행하였다. 
이동국과 기준국과의 기저선은 약 300 m 이다. 

그림에는 이중주파수 측정치에 포함된 미지정수를 결정

하여 추출한 1 Hz의 RTK 기준 궤적과 제안된 방법을 사용

하여 추출한 10 Hz의 GPS/INS 궤적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3은 전체 주행궤적 중 한 쪽 회전구간만을 확대하

여 도시한 것이며 수치비교가 용이하도록 출력 값은 지역

수평 좌표계로 변환하여 수평면 성분만을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기준궤적의 위치해가 생성된 시점을 전후해서 위치영

역 해치필터에 의한 위치 추정치가 계산되며 GPS/INS 칼만

필터가 속도측정치에 의하여 갱신된다. 

그림 2. 실험궤적및환경.
Fig. 2. Experiment trajectory and environment.

그림 3. 회전구간에서의 1 Hz RTK 기준위치와제안된방법에

의한 10 Hz 위치추정치의비교.
Fig. 3. Comparison of 1 Hz RTK refence positions and 10 Hz 

GPS/INS position estimates on turning trajectory segment.

그림 4. 직선구간에서의 1 Hz RTK 기준위치와제안된방법에

의한 10 Hz 위치추정치의비교.
Fig. 4. Comparison of 1 Hz RTK refence positions and 10 Hz 

GPS/INS position estimates on straight trajectory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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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NS의 속도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GPS/INS 결합 시

스템의 궤적은 끊김 없이 나타나겠지만 INS의 속도 추정치

가 정확하지 않다면 위치영역 해치필터가 제공하는 GPS 
위치해가 1 Hz 간격으로 갱신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점프현

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치영역 해치필터의 갱

신주기와 기준궤적의 미지정수 기반 정밀 위치해 산출 시

점은 동일하므로 기준궤적 위치해를 전후해서 GPS/INS 위
치추정치가 불연속한 정도를 살펴보면 GPS/INS의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회전 구간은 관성항법의 오차특성으로 인하여 칼만필터

상태변수들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는 경우 위치 및 속도

오차가 크게 증폭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회전 구간의

오차를 살펴보면 전체 항법시스템의 적절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초기화 후 실험차량은 동일한 회전 구간을 4회 반복 주

행하였는데 제안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위치 추정치의

오차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각 궤적이 몇 번쨰

회전구간을 통과하는 궤적인지를 표시하였다. 그림 3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각 회전 구간에서 측정갱신 시점을 전후하

여 RTK 기준 위치해를 기준으로 제안된 GPS/INS 위치 추

정치가 점프 현상을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프 현상은 위치영역 해치필터와 속도보정 칼만필터의 추

정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점프현상의

크기가 최초에 회전 구간을 진입한 경우 50 cm 내외에서

최종적으로 회전 구간에 진입한 경우에는 20 cm 내외로 점

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직선 구간에서의 기준 RTK 위치해와 제안된

GPS/INS 결합방식에 의한 위치추정치를 비교 도시한 것이

다. 직선 구간에서는 앞선 회전 구간과 대비하여 필터의 정

상상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속도 측정치에 측정갱신 전

후에 위치 추정치의 점프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적인

궤적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된 GPS/INS 결합방식이 정상 상태에 도달

한 후 주행 실험의 마지막 부분에서 얻어진 RTK 기준 궤

적과 제안된 GPS/INS 추정 궤적을 확대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방식의 속도보정 칼만

필터가 측정 갱신하는 시점 전후에도 앞선 회전구간에서

나타난 위치 추정치들의 급격한 점프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결합방식에 의하여 산출

된 10 Hz 위치 추정치들의 근사적인 곡선 궤적 위에 위치

영역 해치필터에 의한 1 Hz 위치 추정치가 거의 정확하게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x축과 y축의 단위를 고려할 떄 제안된 방법에

의한 10 Hz GPS/INS 위치 추정치는 정상상태에서 미지정

수 결정에 의한 1 Hz RTK 기준 위치해에 대하여 10 cm 
이내의 오차 정확도를 무난하게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제안된 결합방식은 위치영역 해치필터에 의하여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며 속도보정 칼만필터에 의하여 오차의 증

가를 안정적으로 제한한 위치 추정치를 10 Hz의 출력속도

로 제공하여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정상상태에서의 1 Hz RTK 기준위치와제안된방법에

의한 10 Hz 위치추정치의비교.
Fig. 5. Comparison of 1 Hz RTK refence positions and 10 Hz 

GPS/INS position estimates after steady state.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GPS 수신기와 MEMS 관성센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GPS/INS 결합 방식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결합 방식은 GPS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성

항법 속도 및 자세 방정식을 지구좌표계 기준으로 활용하고

연산량의 분산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특성이 다른 위치영

역 해치필터와 속도보정 칼만필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특성

을 가진다. 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두 필터가 정상상태에 진입한 이후

10 cm 내외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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