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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초기 자세 오차를 가진 관성항법장치의

운항중 정렬을 위한 비선형 필터 연구

Nonlinear Filtering Approaches to In-flight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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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in-flight alignment of SDINS (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s) using an EKF (Extended 
Kalman Filter) and a UKF (Unscented Kalam Filter), which allow large initial attitude error uncertainty. Regardless of the inertial 
sensors, there are nonlinear error dynamics of SDINS in cases of large initial attitude errors. A UKF that is one of the nonlinear 
filtering approaches for IFA (In-Flight Alignment) are used to estimate the attitude errors. Even though the EKF linearized model 
makes velocity errors when predicting incorrectly in case of large attitude errors, a UKF can represent correctly the velocity errors 
variations of attitude errors with nonlinear attitude error components. Simulation results and analyses show that a UKF works well 
to handle large initial attitude errors of SDINS and the alignment error attitude estimation performance are quit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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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트랩다운형 관성항법장치(SDINS: 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는 3개의 가속도계와 자이로부터 출력된 

가속도와 각속도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항법 방정식을 적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적분이라는 계산 과정에서 초기 위치와 동체 좌표계(body 
frame)와 기준 좌표계(navigation frame) 사이의 초기 자세가 

요구된다. 즉, 초기 자세를 구하는 정렬이라는 과정을 수행

하여야만 한다. 정렬은 동체가 정지 시 기준 좌표계로부터 

일정량의 중력 가속도와 지구 회전 각속도가 측정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자체 정렬(self alignment) 방법과 항체가 

움직일 경우 보다 정밀한 주 관성항법장치(master INS)로 

부터 자세 및 속도 등의 정보를 전달 받아 정렬을 수행하

는 전달 정렬(transfer alignment)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 

모두 정렬 수행 시간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며, 특히 자체 

정렬의 경우는 관성 센서의 오차 수준과 전달 정렬의 경우 

항체의 거동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관성항법장치를 조종(control) 및 

항법(navigation)에 사용할 경우에는 운용 전에 반드시 정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운용상황의 제약으로 원하는 

초기 자세 정확도를 얻지 못하는 경우, 초기 자세 오차는 

비행 모드 이후 위치 및 속도 오차를 크게 악화시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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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이런 자세 오차를 항체의 운항 중에 추정하여 

보상하는 운항중 정렬(in-flight alignment) 방법이 연구되었

다. 운항중 정렬 방법은 다른 형태의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장치의 도움을 받아 초기 자세 오차를 추정하여 보상

하는 방법을 말한다[1,2]. 운항중 정렬에 이용되는 정보로는 

Radar, GPS 등의 항법 장치가 있으며 여기서는 GPS와 구성

된 관성항법장치의 운항중 정렬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위성항법장치는 관성항법장치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위치 및 속도를 측정치로 이용

하여 자세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필터를 사용하게 

된다. 또 이런 필터는 여러 종류의 결합 형태가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 시스템은 관성항법장치

의 오차를 모델링하여 필터를 구성하고, 위성항법장치의 위

치 및 속도를 측정치로 이용하여 자세 오차를 추정하고, 이
를 관성항법장치에 보상하는 형태를 갖는다. 

본 논문은 GPS와 INS의 두 시스템 결합 방식으로 의사

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을 이용하는 강결합 방식(tightly 
coupled)의 형태로 구성하고, 결합된 시스템에 대해 관성항

법장치의 초기 자세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관성항법장

치의 오차와 측정치를 선형화한 EKF (Extended Kalman 
Filter)와 항체에 입력되는 가속도와 자세 오차에 의해 발생

하는 속도 오차의 변화량의 상관 관계를 비선형으로 모델

링한 UKF (Unscented Kalman Filter)의 성능을 비교한다

[7,8,9,11].
의사거리 변화율만을 이용하고 선형화된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는 두 필터에 대해서 앞먹임(feedforward) 방식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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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정치에 대해서 UKF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5]. 
하지만, 운항중 정렬의 목적상 필터의 형태가 되먹임

(feedback) 형태가 되어도 직접적인 측정치로 이용되는 위치 

와 속도 정보의 추정 성능이 아닌, 간접적인 상태 변수인 

자세 오차의 추정성능은 UKF가 우수할 수 있음을 본 논문

에서 제시한다. 문헌[3,5]의 경우, 관성항법장치 오차 모델

링 부분을 섭동화 기법을 이용하여 선형화 시킨 시스템 모

델에 대해 두 필터의 위치 오차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 분
석하였다. 이는 UKF의 장점중의 하나인 상태 변수 천이

(propagation) 부분에서 비선형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초기 자세 오차가 큰 경우, 속도 오

차의 시간 변화율은 초기 항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동체 좌표계에서의 입력 가속도()가 자세 오차와의 상관

관계에 의해 주된 영향을 받게 되며, 이 부분의 자세 오차 

비선형성을 모델링하므로서 UKF가 간접적인 자세 오차를 

보다 정확히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또, 
운항중 정렬의 구성에 유리하다고 알려진[6] 의사거리 변화

율을 사용으로 측정치 모델에 추가한 점이 다르다 하겠다.
자세 오차의 추정 성능에 관점에서 두 필터에 대해 저급

(tactical grade)의 MEMS형(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및 FOG (Fiber Optical 
Gyroscope) IMU의 관성 센서와 각각 초기 자세 오차가 수

평축 35mrad(1 ), 수직축 85mrad(1 )인 관성항법장치의 오

차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 되었다[7]. 결과에 의하면 위치 

및 속도 추정 성능은 유사하며, 자세 오차의 경우 초기 특

성이 약간 다르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7]. 그러나 본 논문

에서는 의사거리 및 의사거리 변화율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운항중 정렬의 경우 각각의 필터에 대해서 필터 추정치 중 

위치 및 속도 오차의 추정 성능 보다는 자세 오차의 초기 

수렴 특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중급(navigation grade)의 관성

센서와 초기 자세 오차 크기별로 그 특성을 분석한다. 자체 

정렬시 정렬 시간 단축과 같은 초기 운용 단축을 위해서, 
전달 정렬시 Master INS의 잘 못된 정보 전달에 의해서 관

성 센서 오차와 관계없이 초기 자세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또 위성항법장치와 같은 전

파 항법을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는 

임의적인 방해로 가용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위

성항법장치가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서 자세 오차를 빨리 그

리고 안정적으로 추정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EKF 기반 및 UKF 기반의 두 필

터 모두 의사거리 및 의사거리 변화율을 사용하지만 선형

화된 항법오차 방정식을 사용하는 EKF와 초기 큰 자세오

차를 비선형 방정식으로 구성한 UKF에 대해서 초기 자세

오차 추정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각의 필터는 관성 센

서 오차와 상관없이 발생한 큰 자세 오차와 위치, 속도 오

차를 되먹임 방식으로 구성하며, 순항하는 항체의 궤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항법 및 측정치 오차 방정

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초기 자세 오차별로 시

뮬레이션을 통해 두 필터를 비교하였으며 IV 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II. 본문

1. 관성항법장치 오차 모델링

각 필터의 상태 변수로는 위치, 속도, 자세, 가속도계, 자
이로 및 수신기의 시계 바이어스와 드리프트의 오차를 채

택하였다. 
1.1 위치 오차 시스템 모델링[1]

EKF 및 UKF의 시스템 모델 중 위도(), 경도(), 고도() 
오차는 아래의 식 (1), (2), (3)와 같이 동일하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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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 north-south, east-west 방향의 지구 

반경이며,  
sin  ,  

sin  , 과 는 , 의 위도에 대한 변화율

로  
sincos,  

sincos, 

는 지구타원체의 적도 반경을 는 지구 이심률을 나타

낸다. 
1.2 자세 및 속도 오차 시스템 모델링

1.2.1 EKF의 선형 자세 및 속도 오차 방정식[1]

속도(      ) 및 자세 오차(    )의 

오차식은 아래와 같으며, 선형화된 방정식은 문헌[1]을 참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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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에서 측정된 선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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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는 지구회전 각속도, 는 항법 좌표계에서의 중력 성분

을 나타낸다. 
1.2.2 UKF의 비선형 자세 및 속도 오차 방정식

큰 방위각 오차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문헌 [8]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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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및 속도 오차 방정식의 방위각 오차 부분만을 상태 변

수로 설정하고, 이 상태 변수가 일정 임계값(threshold) 이하

로 판별하면, 선형화된 위의 식 (4), (5)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UKF가 상태 변수 천이 계산에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 (7), (8)을 그

대로 이용한다. 이와 같이 속도 및 자세 오차 방정식의 자

세 오차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의 비선형성을 정확히 

모델링하는 이유는 속도의 변화량 즉, 가감속이 크면 항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좌표계(Platform Frame)가 항법

축에 대해서 틀어진 크기인 자세 오차에 그대로 투영되어 

속도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발생된 속도 오차를 

UKF의 시스템 모델 부분에서 (7), (8)과 같이 비선형성을 

모델링하므로써 자세 오차의 추정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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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F의 SP (Sigma Point)는 기본적인 형태로 시스템 차수 

N의 2배인 2N개의 SP를 갖도록 하는 UT (Unscented 
Transformation)를 사용하였다.

1.3 측정치 모델링

1.3.1 EKF의 선형 측정 방정식

본 논문의 SDINS/GPS 결합 시스템의 측정치 방정식은 

식 (9)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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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을 섭동 기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치 오

차 방정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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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에서는 식 (15)을 측정치 모델로 이용한다. 
1.3.2 UKF의 비선형 측정 방정식

UKF의 측정 방정식으로는 위 식 (10), (11)를 이용한다. 
각 필터 알고리즘의 구현은 [9]를 참조한다. 

III.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GPS 
Error Model에서는 항체의 참(true) 위치와 알마낙(Almanac)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성의 위치 및 속도(Sat Pos, Vel)를 계

산하고 여기에 1차 마코브(markov)로 모델링 된 오차를 추

가하여 의사거리와 의사거리 변화율(GPS pseudo, rate)을 생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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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se 2 위치 오차.
Fig. 2. Position Error of Case 2.

그림 3. Case 2 속도 오차.
Fig. 3. Velocity Error of Case 2.

그림 1. 시뮬레이션 구성도.
Fig. 1. Simulation Diagram.

표 1. 관성센서 오차.
Table 1. Inertial Sensor Error.

가속도계 자이로
Bias(ug) 100 Bias(deg/hr) 0.01 

Scale factor(ppm) 100 Scale factor 100
Misalignmnet(arcsec) 5 Misalignmnet 5

GPS 
의사 거리 오차 8 m

의사 거리 변화율 오차 0.2 m/sec

표 2. 초기 자세 오차.
Table 2. Initial Attitude Error.

초기 자세오차(mrad) 수평축(1) 수직축(1)
Case 1 0.1 1
Case 2 100 300

  
마지막으로 INS Pseudo Cal에서는 EKF와 UKF의 측정치

로 사용되는 관성항법장치의 의사거리(, INS pseudo) 및 

의사거리 변화율( , INS pseuduo rate)을 생성한다. 관성

항법장치의 항법 계산은 200Hz로 수행하며, 두 필터의 시

간 전파 및 측정치 갱신은 1Hz로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대상 항체의 속도는 240m/sec로 순항하며, 일

정 영역을 직사각형 형태로 돌며, 회전 구간에서는 뱅크턴

(bank-to-turn)을 한다. 관성항법장치의 오차에 의한 비선형

성에 대한 두 필터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비행 초기 상태 

단계에서는 GPS가 비가용하다가 비행 120sec 이후 GPS가 

가용한 상태를 유지하면, GPS의 가시 위성수는 항체의 기

동 및 자세 변화와 안테나의 위치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두 

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실제 항공기 및 유

도 무기체계의 운용에 있어서 관성항법장치의 고도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두 필터의 경우 

모두 관성항법장치의 항법과 별도로 고도(여기서는 Baro 

Altimeter)가 가용하여 고도축은 GPS 보정전 보정할 수 있

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의 INS Sensor Model부에서 생성하는 관성항법장

치의 센서 오차 수준은 표 1과 같으며, 초기 정렬 오차는 

표 2와 같다. 표 2의 Case 1은 센서 오차 수준이 자체 정렬

에서 예상되는 초기 자세 오차를 가정하였으며, Case 2에서

는 자체 정렬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실제 자체 정

렬을 수행할 수 없는 함(ship)이나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관

성항법장치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초기 자세 오차가 큰 

상태를 가정하였다.
Case 2의 GPS가 가용하기 전에 발생하는 관성항법장치

의 위치 및 속도 오차는 그림 (2), (3)과 같으며, 이런 위치 

및 속도 오차가 발생한 관성항법장치에 대해서 같은 측정

치를 이용하는 두 필터의 추정 성능을 분석한다. 
위에 언급된 두 필터의 위치 및 속도 오차 추정 성능은 

GPS의 동일한 측정치를 사용하므로, 위치 및 속도 오차 추

정 성능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한다. 위
치 및 속도 외의 간접적인 추정 상태 변수인 자세 오차 추

정 성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관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는 

동체 좌표계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항법 좌표계에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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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se 1  ,   residual error.
Fig. 4. Case 1  ,   residual error.

그림 5. Case 1   residual error.
Fig. 5. Case 1   residual error.

는 방법이 있다[1]. 동체 좌표계에 대해서 자세 오차를 정

의할 경우 방위각의 변화에 따라 수평축 자세 오차의 부호

가 변화하므로 항법축에서의 자세 오차     


를 이용하여 추정 성능을 살펴본다.

항법 좌표계에서의 자세오차는 식 (16)와 같이 CNP의 

off-diagonal에서 센서 오차 및 초기 자세 오차에 의한 관성

항법장치의 자세 오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CbN ICNPCbN or CNP ICbNCNb (16)

여기서 CbN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알 수 있는 true DCM 

(Direction Cosine Matrix)이며, CbN은 초기 자세 오차 및 센

서 오차로 발생하는 오차가 포함된 DCM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초기 자세 오차 및 센서 오차에 의해 발생한 

자세 오차와 각각 의사거리 및 의사거리 변화율을 이용한 

EKF 및 UKF가 추정하는 상태변수와의 차를 구하고, 그림

에서는 추정하지 못한 나머지 오차( )에 대해서 

RMS (Root Mean Square)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 Case 2  ,   residual error.
Fig. 6. Case 2  ,   residual error.

그림 7. Case 2   residual error 초기 부분.
Fig. 7. Case 2   residual error Initial Part.

   
    (17)

 순수 항법의 자세 오차이며, 는 EKF 및 UKF의 자

세 오차 추정치,  는 추정하고 남은 양을 의미

한다. 
그림 (4), (5)에서 보듯이 Case 1의 경우, 수평축 오차  , 

  및 는 거의 유사한 초기 오차 수렴성을 보이지만, 
Case 2의 경우 EKF 보다 UKF가 초기 수렴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 는 그림에서 각각 PE, PN, PU
로 표기 되었다).

Case 1과 같이 관성항법장치의 실제 오차가 선형화를 통

해 구성한 관성항법장치의 오차 모델을 만족하는 경우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Case 2의 그림 (6)과 그림 (7)과 같이 초기에 발

생한 관성항법장치의 큰 위치 및 속도 오차를 선형화된 오

차 모델을 사용하는 EKF는 간접적인 상태 변수를 잘못 예

측하는 하는 반면(그림 (7)의 A 부분), 큰 자세 오차와 입력 

가속도의 비선형 상관 관계(식 (7), 식 (8))을 그대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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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KF는 오차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성항법장치의 속도 오차는 수평

축 자세 오차가 1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방위각 

오차가 영향을 주게된다. 하지만 수평축 자세 오차가 큰 경

우 선형화된 EKF는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속도 오차를 방위각 오차로 오인하지만, 자세 오차의 

비선형성이 모델링된 UKF는 그림 7과 같이 초기 방위각 

오차를 잘못 추정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초기 자세 오차 추정의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위성항법장치와 결합 시스템의 추정된 상태 변수를 관성항

법장치의 상태 변수 되먹임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위성항법

장치가 일정 시간 및 일정 구간에서만 유용하다면, 이 위성

항법장치가 가용한 시점에서 얼마나 간접적인 오차 상태 

변수인 자세 오차를 빨리 추정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

게 된다. 

IV. 결론

GPS를 이용하여 관성항법장치의 자세 오차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선형 오차를 가정한 EKF와 비선형 모델을 이용

할 수 있는 UKF의 초기 특성을 관성항법장치의 초기 자세 

오차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관성항법장치의 초기 자세 오

차가 작을 경우에는 EKF와 UKF 필터가 유사한 특성을 나

타냈으나, 자세 오차가 클 경우 두 필터의 초기 특성은 다

르게 나타났다. 즉, GPS의 가용성이 제한적일 경우 UKF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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