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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리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지점 예측 연구

Launch Point Estimation for a Ballistic Missil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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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ballistic missile launch point estimation using phase division least squares. The 
proposed algorithm employs smoothing to enhance estimation accuracy and generates functions of time for total velocity, flight 
path angle and heading angle, allowing extrapolation to estimate the launch point.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tested in conjunction with the extended Kalman filter and the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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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주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BM: 
Ballistic Missile)은 발사 초기에 로켓 추진력에 의해 대기권

을 탈출하여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관성 유도로 비행하다

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초고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미사

일로써 사정거리에 따라 사거리 6,400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부터 사

거리 800  이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

를 방어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주, 공중, 지상 및 해상

에 배치된 다양한 플랫폼의 조기 경보/감시 체계로부터 식

별된 표적의 종류를 기반으로 Boost 단계, Ballistic 단계, 그
리고 Re-entry 단계 등 단계별로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복합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탐지거리 500
  이상의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기반으

로 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실

시간으로 다수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여 거리, 속도 및 각

도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인 다기능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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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연구 중이다. 탄도 미사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식별과 발사 지점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발사지점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는 추력이 종료된 

후 탄도 미사일은 지구의 중력만의 영향을 받으며 일정한 

타원궤도 운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유도된 케플러 궤도 모

델을 이용하여 발사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된 

상태변수를 이용하여 수치적분을 통해서 발사 지점을 예측

할 수 있다. 하지만 추력이 존재하는 구간인 Boost 단계에

서는 가속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밀한 발사지점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방향 가속도를 나타내는 Tangential 

가속도를 이용하여 Boost 단계와 Ballistic 단계를 구분하여 

발사 지점을 예측하는 PDLS (Phase Division Least Square) 
방법을 소개한다.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예측하기 위

해서 탄도 미사일의 속도 크기를 의미하는 TV (Total 
Velocity), 탄도 미사일의 진행방향과 수평면 사이의 각도를 

의미하는 FPA (Flight Path Angle), 탄도 미사일의 진행방향 

중 방위각을 의미하는 HA (Heading Angle)을 이용하여 추

적이 시작되기 이전의 속도 성분들을 Least Square 방법[1]
을 통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속도 성분들을 현재위치와 

Euler 적분법을 이용하여 발사지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소개

한다. 추적 필터로는 선형모델에서의 대표적인 최적필터로 

알려진 Kalman Filter [2]와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 시키는 

방법인 Extended Kalman Filter [3]를 이용하였고, 추정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RTS Smoothing 기법[1,4]을 소개

한다. 간단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발사지점을 예측한 결과와 Extended Kalman Filter
를 이용하여 발사지점을 예측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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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TS SMOOTHING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

정된 상태 변수가 정확해야 하므로, 추정된 상태 변수를 

RTS Smoothing [1,4] 기법으로 쇄신하여 오차를 줄인다. 쇄
신된 상태 변수는 기존의 상태 변수보다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발사지점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Smoothing [1]이란 어떤 시간 간격  시간 동안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시간에서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1)

상태변수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Smoothing 기법 중 

 개의 데이터를 가질 경우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추정하는 RTS Smoothing 기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시간의 상태 추정은 

Backward Recursion 방법으로  시간에서의 Smoothing
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Smoothing 추
정치는 MAP (Maximum A Posterior Probability) Estimation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rg max

   

 arg max

  

(2)

위 식의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한  인 

  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시간부터 시간까지의 측정치의 집합

이다. 
식 (3) 좌측항의  를 최대화 하는 각각의 

와   중 는 식 (2) 우측 마지막항의 

를 최대화 하는 와 동일하며 일반적인 칼만 필터의 

Forward Recursion을 통해 미리 계산되고, 을 사

전에 알고 있다면 식 (3)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argmax    

   
(4)

여기서 (4)식의 오른쪽 두 항은 Gaussian Assumption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는 상태 천이 행렬을 의미하며, 는 공정잡음을 

의미하고, 는 추정치 의 공분산을 의미한다. 
식 (4)에 식 (5)를 대입하고, 확률 분포의 최대화에 대한 

해는 Exponential항에서 음의 지수에 대한 최소화에 대한 

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형 할 수 있다. 

 arg min

 (6)

   

  

  

   (7)

식 (6)의 솔루션은 대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의

미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8)

여기서 는 Smoother Gain으로 아래 식과 같다. 

 (9)

Smoothing Covariance는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10)

을 구하기 위해 식 (8)의 양변에 를 빼서 정리

한다.

 (11)

여기서  이다. Orthogonal Property를 

이용해 식 (11)의 양변을 각각 제곱에 대한 Expectation값을 

비교하면,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2)

III. 속도 추정치의 성분화 기법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추적이 

시작되기 이전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

는 정보로는 앞서 얘기한 TV, FPA, HA가 있다. 이러한 탄

도 미사일의 정보는 탄도 미사일의 속도 벡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지구 표면에 위치하며 지구와 함께 회전

하는 관성 좌표계(ENU)에서 속도 벡터와 TV, FPA 과 HA
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아래 그림과 같이 ENU 좌표계에서 속도 벡터 

    

와 같을 때 TV, FPA(), HA()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tan







 




(13)

           tan
 

그림 1. 속도 벡터와 TV, FPA, HA의 관계.
Fig. 1. Relationship between velocity vector and TV, FP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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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현된 TV, FPA( ), HA()은 Least Square 기법

을 통해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데이터 구간에 대한 최적이 되는 함수로의 Curve 
Fitting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렇게 꾸며진 

시간에 대한 함수는 우리가 추적을 시작하기 이전의 TV, 
FPA(), HA() 값들을 예상하게 해주며 예상된 TV, FPA
(), HA()를 이용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속도 벡터를 생

성하게 된다. 










 cos cos

 cos sin
 sin  (14)

이렇게 다시 생성된 속도 벡터는 최초 탐지 시점 이전의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정보를 이용하여 Euler 적분법을 

사용한다. 위 과정은 고도가 0이 될 때까지 수행하게 되며, 
고도가 0이 되는 지점 즉 지표면과 다시 탄도 미사일이 만

나는 지점을 발사 지점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IV. LEAST SQUARE 기법

Least Square 기법[1]은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오

차의 제곱을 최소화 하는 상태 변수를 찾는 기법으로 다차

원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Curve Fitting이 가능하며 모든 데

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Batch Least Square 기법과 들어

오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계산하는 Recursion 
Least Square 기법이 있다. 먼저 Batch Least Square 기법을 

유도하기 위해 번째 시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15)

총 시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16)

 










⋮


  










⋮


  










⋮


여기서 는 상태변수,  는 Stacked Measurement Matrix를 

의미하며 는 Stacked Error Vector를 의미한다. 위 식을 통

해 오차 vector는 다음과 같다. 

   (17)

Batch Least Square 기법은 결국 위 식의 오차 제곱을 최

소화 하는 x를 찾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rgmin
 

   (18)

위 식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19)

이러한 Batch Least square 기법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

여 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 복잡한 행렬

연산이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Recursive Least Square 기법은 들어오는 데이터를 순차적

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계산이 가능하다. 번

째 측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0)

 



 





  




 


 


  




 






식 (19)을 Batch Least Square 기법을 이용하여 식 (20)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여기서 은 행렬 계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2)

식 (21)에서 을 우측 항으로 넘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여기서 식 (19)와 식 (22)를 변형하여 식 (23)에 대입하고, 

양변에 
 

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4)

식 (22)와 식 (24)를 통해 과는 Recursive하게 

구할 수 있다.

V. TANGENTIAL 가속도를 이용한 추력 종료 시점 판별

탄도 미사일에 작용하는 힘은 추력, 대기밀도에 의한 항

력,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Coriolis), 그리고 중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Boost 단계와 추력이 종료된 이후의 

단계(After Burn Out)에서의 탄도 미사일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는 크다. 정밀히 Smoothing된 추정치를 얻더라도 하나

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TV, FPA ,HA을 Curve Fitting 시키

면 최초로 탐지되기 이전에 대한 정보를 예측 하는데 있어 

많은 오차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추력이 종료되는 시점

을 판별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시간에 대한 함

수로 Curve Fitting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추력의 종료를 판별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진행방향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Tangential 가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진
행방향에 대한 가속도는 탄도 미사일의 진행방향으로 가해

지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며, 질점해석 방법으로 인해 속도 

방향 가속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Tangential 가속도

는 필터에서 추정되는 상태 변수 중 가속도와 속도를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구하게 된다. 

 ∥∥
〈·〉 (25)

이렇게 추정된 Tangential 가속도를 이용하여 추력이 종

료되는 시점을 판별할 수 있다. 판별된 추력 종료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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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앞 구간과 뒤 구간에 Recursive Least Square 기법

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한 함수로 Curve Fitting 
시킴으로써 더욱더 정밀하게 속도 성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더욱 정확한 발사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시간에서의 Tangential 가속도를 라 하면, 의 변화

를 이용하여 추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연속적으로 두 스탭 이상 의 변화율이 일

정 문턱치 이상일 경우.

 
&&  

 ⇒
 (26)

두 번째, 첫 번째 조건을 만족 시키는 시점에서 여러 개

의 
중 Tangential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

세 번째, 
 의 크기가 중력가속도 (≒) 

보다 클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점을 추력 종료 시

점이라 판별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서로 다른 

Least Square를 적용시켜 시간에 대한 함수로 Curve Fittin을 

하는 방법을 Phase Division Least Square(PDLS)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의 발사지점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한 시뮬레이션

에서는 동역학 모델로 Kalman Filter는 CA (Constant 
Acceleration) 모델을 사용하였고 Extended Kalman Filter는 

CAF (Constant Axial Force)모델[3]을 사용하였다. 일정 시간 

간격동안 측정치를 모아 Smoothing 쇄신을 통하여 오차를 

줄이고, 속도 벡터 성분을 TV, FPA, HA로 변형시켜 PDLS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Curve Fitting 시킨 후 추정된 

속도 벡터를 이용하여 발사지점에 대한 추정한 결과를 거

리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

였다. 

VI. 시뮬레이션 연구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RTS Smoothing 기법으로 

추정치를 쇄신하고 쇄신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PDLS 기법

을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속도벡터 성분을 

적분하여 발사지점을 예측한 결과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도 미사일 궤적을 생성하여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여 보았다. 탄도 미사일의 발사 위치는 위도 

38.4°, 경도 127.97°, 고도 0에서 발사하였으며, 충돌 지점

은 위도 35.71°, 경도 127.97°, 고도 0이다. 총 비행 거리

는 300이며 탄도 미사일 초기 질량은 6,000 , 추력 종

료 후 탄도 미사일의 최종 질량은 1,000 , 탄도 미사일 직

경은 0.884 , 추력 지속 시간은 65초, 추력의 크기는 

127,008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지구 모델은 WGS-84
모델[5]을 사용하였으며, 대기 모델은 The US Standard 
Atmosphere 1976 자료[6]를 사용 하였다. 
1. 단거리 탄도 미사일 궤적 생성 결과

탄도 미사일은 최대고도 약 75까지 올라가며 최대 

속력은 추력이 종료 된 직후에 약 1,480가 된다.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은 약 322.33초이고, 생성된 탄도 미사일의 

시스템 주기는 130(7.7)이다. 그림 2(d)에서 볼 수 있

듯이 속도의 크기는 추력이 존재하는 Boost 단계와 추력이 

종료되고 나서인 Ballistic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e)은 시간에 따른 탄도 미사일의 

(a) Latitude variation.

(b) Longitude variation.

(c) Altitude variation.

(d) Velocity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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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

필터 동역학 모델 CAF 모델 CA 모델

샘플링 주기 130

몬테칼로 500 회
측정 잡음 편차


  

트랙 초기화 방법 Two Point Differencing

공정 잡음

 

 

 



 

PDLS 
차수

TV 2차
FPA 2차
HA 1차

(e) Acceleration variation.

그림 2. 탄도 미사일의 궤적 생성 결과.
Fig. 2. Trajectory  simulation results of  a  ballistic missile.

가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추력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상승하다가 추력이 종료된 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Re-entry 구간에 진입하며 항력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지점 예측 결과

본 논문에서는 PDLS 기법을 이용한 발사지점 예측 성능

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선형성을 고려한 Extended Kalman 
Filter의 CAF모델(EKF-CAF)과 Kalman Filter의 CA모델

(KF-CA)을 이용하여 추적을 수행 하였다. 레이더의 위치는 

위도 36.87°, 경도 128.04°, 고도 0에 위치시켰으며 발사

된 탄도 미사일은 184초에 레이더와의 상대거리가 약 74
로 가장 가까워 졌다가 다시 멀어진다. 필터 초기화 기

법으로는 Two Point Differencing [7] 기법을 이용하여 초기

화 했으며, 측정 잡음은 백색의 가우시안 노이즈로써 평균

이 0이고 분산은 로 각각   이다. 
각 필터의 공정 잡음은 Power Spectral Density [8]로써 

EKF-CAF의 공정 잡음은 아래와 같다. 

∆


∆

 
 (27)

where 






   
   

   

   






KF-CA의 공정잡음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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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위해서 몬테칼로 500회에 대한 

각 필터의 추정치와 Smoothing 쇄신을 거친 추정치의 시간

에 따른 위치 RMSE와 속도 RMSE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지구 곡률이 반영되어 레이더에서 바라보았을 때 레

이더의 축으로 4이상 올라오는 시간을 최초 탐지 시

점으로 보고, 40초 동안 추적을 실시하여 PDLS 기법으로 

발사 지점을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1은 시뮬레이션

을 위한 파라미터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표적 추적의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

도 미사일이 탄착되기 직전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필터의 

추정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추적에 수행된 필터는 KF-CA모
델과 EKF-CAF를 이용하였고, 각 필터들의 추정치를 이용

하여 앞 II절에서 소개한 RTS Smoothing 기법으로 쇄신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은 EKF-CAF 모델의 추정치와 KF-CA모델의 추정

치, 그리고 각각의 Smoothing된 추정치들의 거리 RMSE와 

속도 RMSE를 시간에 따라 도시하였다. Smoothing을 이용

한 방법이 그렇지 않은 필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성능이 

월등히 뛰어남을 볼 수 있으며, EKF-CAF모델의 Smoothing 
추정치는 KF-CA모델의 Smoothing 추정치보다 약간 더 적

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추정 시간에 따른 고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구간은 최초 탐지시간이 34.4초로 레이더 상의 축 고도

가 4가 되는 시간부터 40초 동안 74.4초까지 추적할 때

의 고도이며, B구간은 최초 탐지 시간을 54.4초부터 94.4초
까지 추적할 때의 고도이다. C구간은 74.4초부터 114.4초까

지 추적할 때의 고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A구간에 

대하여 각 성분별로 Curve Fitting된 결과를 보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발사지점 추정에 대한 분포 결과를 보이

겠다.
실제 발사된 탄의 초기 상승 구간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자세각 등이 있다. 
초기 발사 속도는 0에서 시작하며, 발사 자세각은 90°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Curve 
Fitting을 시켜주었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A구간에 대해 PDLS 기법을 사용하여 추력 종

료 판별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개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한 함

수로 Curve Fitting을 한 결과를 나타낸다. 검은색 실선은 

실제 성분의 값을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실선은 EKF-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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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ing된 추정치를 나타낸다. 빨간색 실선은 추정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추력종류 시점을 판별 후 Curve Fitting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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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치와 속도 RMSE.
Fig. 3. Range and Velocity RMSE.

A구간

B구간

C구간

그림 4. 추정 시간에 따른 고도 변화.
Fig. 4. Altitude change by trac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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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DLS기법을 이용한 성분별 추정치.
Fig. 5. Estimation value using PDL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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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출된 발사 지점의 분포 및 평균 지점.
Fig. 6. Estimated launch point and mean launch point.

표 2. 시뮬레이션 결과 : 발사지점 평균 오차 및 RMSE.
Table 2. Simulation result : launch point average error and RMSE.

EKF-CAF PDLS KF-CA PDLS

A구간
평균오차 378.93 m 396.63 m

RMSE 389.41 m 409.03 m

B구간
평균오차 1,503.62 m 1,749.14 m

RMSE 1,511.31 m 1,752.25 m

C구간
평균오차 4,659.69 m 4,744.81 m

RMSE 4,657.81 m 4,746.41 m

EKF-CAF Smoothing된 추정치 데이터가 있는 경우 오차

를 최소화 하며 Curve Fitting되기 때문에 실제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 

정보에 의해 오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으로 최초 탐지 시점 이전의 속도 성분을 추정해 

낼 수 있으며, 추정된 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적분을 수행하

여 고도가 0까지 적분을 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500회 수행하였으며, EKF-CAF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된 발사지점을 파란색 십자가로 표

시하였고, 산출된 발사 지점의 평균을 빨간색 원으로 표시 

하였다. 탄도 미사일의 낙하지점에 위치한 레이더의 위치에

서 보았을 때 실제 발사지점은 (-5421.98, 170896.65, 
-2292.23) 이다. 각 모델 별로 추정된 발사 지점에 대한 평

균 오차와 RMSE는 위의 표로 나타내었다. 
평균 오차는 그림 6에서의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추정

된 발사지점의 평균 위치와 실제 발사지점간의 오차를 나

타낸 것이고, RMSE는 실제 발사지점과 추정된 각 발사지

점과의 오차 제곱을 평균 낸 값이 된다. 
최초 탐지 고도가 4가 되는 시점부터 추적을 수행하

는 A구간에서는 평균 오차와 RMSE 모두 약 400  정도로 

정확한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KF- 
CAF를 이용한 PDLS 기법이 KF-CA를 이용한 PDLS기법보

다 약 20m 정도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탐

지 고도가 약 15km 정도 되는 곳에서 추적을 시작하는 B구
간에서는 추적 수행 시간동안 추력의 종료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오차와 RMSE 모두 약 1.5의 오차를 보인다. 
하지만 추력이 종료 된 후의 최초 탐지를 수행하는 C구간

에 대해서는 약 4.6로 비교적 큰 오차를 보인다. 하지만 

C구간에서 추적을 시작하는 74초일 때 고도가 32인 것

을 감안하면 우수한 발사지점 추정 성능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A, B, C 세 구간에 대하여 두 개의 필터

로 추적을 수행하고 RTS Smoothing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쇄신한 후 속도 벡터를 TV, FPA, HA로 성분화 한 다음 

PDLS 기법을 적용하여 최초 탐지가 되기 이전의 속도 성

분을 추정해 내고, 추정된 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고도가 0
이 될 때까지 적분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몬테칼로 시뮬레

이션 500회를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EKF-CAF의 추적결과를 이용하여 PDLS 기법으

로 발사지점을 추적한 결과가 KF-CA의 추적결과를 이용하

여 PDLS 기법으로 발사지점을 추정한 결과보다 우수한 성

능을 보이며, 최초 탐지 시간이 빠를수록 정확한 발사지점

을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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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추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력 종료 시

점을 판별하고 추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한 함수로 Curve Fitting 하는 PDLS (Phase 
Division Least Square)을 소개하였다. 속도벡터 성분을 TV, 
FPA, HA로 변화 시켜 PDLS 기법을 사용하여 최초 탐지 

시점 이전에 대한 속도 정보를 추정해내고, 추정된 속도 성

분을 이용하여 발사지점을 예측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소개한 알고리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KF-CA 모델과 

EKF-CAF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구간을 나누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추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판별하여 발사 지점을 찾는 PDLS 기법은 KF-CA 모델 보

다는 EKF-CAF 모델을 이용하였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이

고, 최초 탐지 시점이 빠를수록 발사지점에 대한 거리 오차

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DLS 기법에 초기 발

사 속도와 초기 자세각 등을 고려하여 발사지점의 추정 성

능을 향상 시켰다. 하지만 추력이 종료된 후에 추적이 시작

되었을 경우에는 발사지점의 예측이 큰 오차를 보이므로 

추력 종료 이후에도 발사지점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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