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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추측 항법(dead reckoning navigation)은 이미 알고 있는 초

기 항법정보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측정치를 갱신하며 항법정

보를 계산하는 원리로 동작한다. 대표적인 추측 항법장치인 관성

항법장치는 내장된 관성센서인 자이로 및 가속도계에서 측정된 

각속도 및 가속도를 이용하여 위치, 속도, 자세 등과 같은 항법정

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항법 수행 전 정렬이라는 과정을 통

하여 초기 항법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다[13]. 관성항법장치 정렬

에는 관성항법장치 자체에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이용하여 정

지 상태에서 정렬하는 자체 정렬(self alignment)과 움직이는 동

안 외부 정보를 이용하여 정렬하는 운항 중 정렬(in-motion 

alignment)로 나눌 수 있다[1]. 정렬에서 획득되는 초기 항법정

보로는 위치, 속도, 자세 정보가 있으며 위치, 속도 정보는 기준 

항법장치에서 전달 받거나 혹은 알고 있는 수치가 입력되어 획득

되나 자세 정보는 일정한 시간의 신호처리 과정을 통하여 획득되

므로 정렬에서 찾는 주된 항법정보는 자세 정보라 하겠다. 운항 

중 정렬에서도 무기체계 플랫폼(platform)에 장착된 주 관성항법

장치(master inertial navigation system) 정보를 이용하여 정렬

을 수행하는 것을 전달정렬(transfer alignment)이라 한다[1~5]. 

전달정렬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주 관성항법장치의 경우 일반적

으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플랫폼인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

착되기 때문에 고성능 관성항법장치가 사용된다. 특히 전략급 함

정에 사용되는 관성항법장치의 경우 방위각 오차 정확도가 일반

적으로 약 0.6arcmin()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전술급 함정에 사용되는 관성항법장치의 경우 3~4arcmin

()의 방위각 오차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도 오차는 EM-Log 보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커지지는 않고 

약 0.2kts(약 0.1m/sec)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그러나 위치 오차는 GPS 등에 의해 보정되지 않으면 

1nm(=1.852km(TRMS))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에서 운용되는 유도무기는 발사 전 전달정렬을 수행하여 

관성항법장치 항법에 필요한 초기 항법정보를 획득한다. 유도무

기 장착 관성항법장치의 전달정렬 성능은 전달정렬 필터의 상태

변수인 자세오차가 추정 가능하도록 외부 운동이 인가되어 자세

오차의 가관측성이 확보되는 경우 함정용 관성항법장치와 동일한 

자세 정확도를 가진다[7]. 그러나 전달정렬 필터의 자세오차 상

태변수에 대한 가관측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전달정렬 성능은 

자체 정렬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성능 함

정용 관성항법장치 대비 함정발사 유도무기 관성항법장치의 자세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달정렬 정확도가 저하되게 

된다. 또한 유도무기는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함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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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성항법장치 성능에 따라 전달정렬 정확도가 달라 질 수 있

다. 이와 같이 전달정렬 후 정렬 정확도는 운용되는 함정의 주 

관성항법장치 성능 및 전달정렬 필터의 자세오차 상태변수의 가

관측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도 편차가 매우 크다 하겠다

[7~15].

전달정렬 완료 후 발사된 고속 유도무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성항법장치의 특성에 의해 항법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항법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관계없

이 일정한 정확도를 유지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와 보정항법을 수행하여 빠르고 정확한 항법정보를 계산하는 방

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6,16~20]. GPS/INS 보정항법을 위한 

보정필터로 칼만 필터(Kalman filter)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필터에 사용되는 대상 시스템 및 측정치 모델 불확실성에 의한 

보정항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6,16~23]. 

일반적으로 함상 발사 고속 유도탄은 발사 후 짧은 시간동안 

비행하여 먼 거리를 날아가는 궤적을 가진다. 전달정렬시 함상에

서 받은 위치 및 속도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비행 

중 발생되는 관성항법장치 항법 오차 대부분이 전달정렬 방위각 

오차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GPS 항법정보가 가용한 구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방위각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정필터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측정치 모델과 실제 운용 환경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상 전달정렬은 외부의 

운동 조건에 의해 정렬 정확도가 달라지므로 정확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정필터 시스템 및 측정치 모델을 실제 환경과 일

치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정항법

을 수행하면 방위각 오차 추정 속도 및 정확도가 저하되며 느린 

보정필터의 특성에 의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게 된다. 특히 재밍 환경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 목표 지역에 

접근할수록 GPS가 가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PS가 가용한 구간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항법

오차를 추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

유는 정확하게 관성항법장치의 항법오차가 GPS 가용구간에서 보

정필터에 의해 추정되어 보상되면 GPS가 가용하지 않은 상태에

서 관성항법장치의 순수항법 성능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보정필터의 추정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적응 칼만 필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의 경우 비행시간이 짧아 보정필터가 정상상

태에 도달하기 전인 초기 과도응답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비행이 

종료되므로 적응 칼만 필터 설계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밀 함정용 관성항법장치 정보를 이용하여 

전달정렬 완료 후 함정에서 발사되는 고속 유도무기의 GPS/INS 

보정항법의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개선을 위한 보정 필터 설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 전달정렬 정확

도에 대한 조건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 조건으로 함정 내부 유도

무기에 장착된 1nm/hr급 RLG 기반 관성항법장치가 방위각 오차 

0.6 arcmin()을 가지는 고정밀 함정 관성항법장치 정보를 이용

하여 정상적으로 함상 전달정렬이 완료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전술급 함정에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전달정렬이 완료되었으나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성능에 의해 

3arcmin()의 방위각 오차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전략급 함정에서 전달정렬 필터의 자세오차에 

대한 가관측성이 확보되지 않아 1nm/hr급 관성항법장치 자체 정

렬에 의해 방위각 오차 추정 정밀도와 짧은 정렬시간에 의해 랜

덤워크 오차로 인하여 방위각 오차가 4.5arcmin()까지 저하되

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네 번째 조건은 세 번째 조건의 방위각 

오차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나 전술급 함정에서 운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에서 함정 

관성항법장치가 EM-Log 보정항법을 수행하여 속도오차가 0.2kts

를 유지하는 경우와 순수항법으로 동작하여 속도오차가 0.6kts까

지 증가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 8가지 경우의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이 설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8가지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에

서 함상 발사되어 고속 비행중 GPS 출력 항법정보가 가용하게 

되어 GPS/INS 강결합 방식의 보정필터를 통한 방위각 오차 추

정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보정필터 설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정

필터 설계를 위하여 전달정렬 후 발사된 고속 유도무기의 보정항

법시 GPS 출력 위치 오차 및 관성항법장치 오차 요소와 방위각 

오차와의 연관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보정필터의 초기 방

위각 오차 추정 성능을 분석하였다. 전달정렬에서 발생된 방위각 

오차의 다양한 크기에 대하여 모델 불확실성에 대한 칼만 필터의 

방위각 오차 추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 잡음 공분산 및 

측정치 잡음 공분산을 추정하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적응 칼만 

필터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정필터의 

초기 과도 응답 구간에서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중모델 적응 필터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추정 

성능을 기존 칼만 필터 및 적응 필터와 비교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전달정렬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

의 주요 오차요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항법 오차 해석 결과를 제

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보정필터를 설계한 결과를 4장

에서는 이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본 논문

의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 항법오차 해석

본 장에서는 고속 유도무기의 항법오차 분석을 통하여 항법 

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오차요소를 식별한다. 먼저 유도무기 발

사 전 함상 전달정렬 성능을 분석하여 전달정렬 자세오차에 대한 

정확도 규격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

의 항법오차를 해석한다.

2.1 전달정렬 자세오차 정확도 분석

본 절에서는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의 항법오차 분석을 위

한 초기 자세오차 규격 설정을 위하여 함상 전달정렬 자세오차 

정확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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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함정 관성항법장치 정보를 전달 받아 유도무기 장착 

관성항법장치의 정렬을 수행하는 전달정렬 기법은 속도 정보를 

이용하는 속도 정합 전달정렬, 속도 및 자세 정보를 이용하는 속

도/자세 정합 전달정렬 등 다양한 전달정렬 기법이 연구 되었다

[1~5]. 본 논문에서는 속도/자세 정합 전달정렬을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달정렬 자세오차 정확도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속

도 정합 전달정렬에 자세 정보를 추가적으로 측정치로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전달정렬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 정보를 측정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정 관

성항법장치와 유도무기 관성항법장치간의 자세가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선체의 뒤틀림 등에 의해 자세가 

변하는 경우 자세 변화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세오차가 유발되

는 특성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함정 관성항법장치와 유도무

기 관성항법장치간의 자세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달

정렬 자세오차 정확도를 분석한다. 전달정렬 필터 구성을 위한 

상태 및 측정 방정식을 유도하면 식 (1)과 같다. 속도/자세 정합 

전달정렬 기법에 대한 자세한 상태 및 측정 방정식의 유도는 참

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1~6,21,24]. 

       

 

              (1)

식 (1)에서 는 상태변수, 는 측정치,  는 상태천이 행

렬, 는 측정 행렬,   는 평균이 영이고 공분산이  인 

공정 잡음, 는 평균이 영이고 공분산이 인 측정 잡음이다. 

전달 정렬 오차분석의 해석 편의성을 위해 함정의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고 급격한 가속도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함정이 각속도 로 피치(pitch) 운동을 하고 있다

고 가정하여 속도 및 자세 측정 방정식을 유도하면 식 (2), (10)

과 같다. 식 (1)에서 상태변수 는 속도(3차) 및 자세오차(3차), 

자이로 및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6차), 비정렬 각(3차), 시간지

연 오차(1차)로 구성된 16차 상태변수 벡터이다. 식 (2)에서 위 

첨자 n은 항법 좌표계(n-frame)에서의 속도 벡터를 의미하며 

위 첨자에 포함된 (s), (m)은 각각 전달정렬 대상 관성항법장

치, 함정 관성항법장치에서 출력됨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식 

(10)에서 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좌표변환행렬과 동일한 

차수의 측정 방정식이다. 그리고 식 (3), (10)에서 아래첨자 s는 

전달정렬 대상 관성항법장치의 동체 좌표계(s-frame)를 의미하

며 m은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동체 좌표계(m-frame)를 의미한

다. 식 (2)를 가속도 항이 포함되도록 유도하면 식 (3)과 같다. 

식 (3)에서   및      

는 전달정렬 대상 관성항법

장치의 가속도 측정치 및 가속도계 오차 벡터를  는 자세오차 

벡터      

의 왜 대칭 행렬(skew-symmetric matrix), 



는 자세오차가 포함된 

  좌표변환행렬이다. 그리고 는 함

정 관성항법장치의 가속도 측정치, 


는 함정 관성항법장치에서 

출력되는 좌표변환행렬로 자세오차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

며 여기서 은 자세오차 벡터     

의 왜 대칭 행

렬이다. 

  
                                        (2)

 
















  





   






 

  












      (3)

식 (3)의 속도 측정치      

를 각 축별로 풀어 쓰

면 식 (4)~(6)과 같고 등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7)~(9)과 같이 속도 측정 방정식이 유

도된다. 여기서 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cos sin 
           (4)

    




   









     (5)

   




  











 sin cos 
          (6)

식 (4), (6)에서  




이다.

 




  cos sin           (7)

 




                           (8)

 




 sin cos                  (9)

자세 정합 전달정렬 필터의 자세 측정 방정식을 유도하면 식 

(10)과 같다. 식 (10)은 전달정렬 대상 관성항법장치 항법 좌표계

를 함정 관성항법장치 항법 좌표계로 비정렬 각을 이용하여 좌표

변환하면 단위행렬과 같으나 자세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단위행렬

을 빼주면 자세오차 성분만이 모델링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구

성된 측정 방정식이다. 식 (10)에서 


는 전달정렬 대상 관성항

법장치와 함정 관성항법장치 간의 비정렬을 나타내는 좌표변환행

렬로 비정렬 오차 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서 는 비

정렬 오차 벡터      

의 왜 대칭 행렬이다. 

 



 

                                 (10)

식 (10)에서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가 포함된 좌표변환 행렬 



, 


,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1)과 같다. 식 (11)에서 


는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      


에 의해 발생

하는 좌표변환행렬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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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식 (11)에서 오차의 제곱 항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

여 다시 정리하면 식 (12)가 유도된다.

 






                    (12)

식 (11), (12)에서 
을 섭동기법(perturb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유도하면 식 (13)과 같다.




                              (13)

식 (13)에서  , 을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를 대입하여 상

세하게 유도하면 식 (14), (15)와 같다.

 













   
  
  

                       (14)

 













  cos 

 cos  sin 
 sin 

  (15)

행렬 식 (12)는 왜 대칭 행렬 형태로 유도되므로 이를 벡터 

형태 측정치로 다시 쓰면 식 (16)과 같다. 식 (16)에서 는 

자세 측정 방정식 의 i행, j열의 요소를 의미한다.

     
       


    (16)

식 (16)을 각 축별로 풀어쓰면 식 (17)~(19)와 같은 자세 측정 

방정식이 유도된다.

      




coscossin  

       (17)

      




               (18)

      




sin 
sin cos

 (19)

속도/자제 정합 전달정렬 필터는 속도/자세 측정 방정식인 식 

(7)~(9)와 식 (17)~(19)가 영이 되도록 자세오차  및 비정렬 각 

를 추정한다. 전달정렬 필터의 동작원리에 의해 식 (7)~(9)의 

속도 측정 방정식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수평축 자세오차  , 

가 식 (20), (21)과 같이 추정되어야 하므로 수평축 자세오차  , 

은 속도 측정치를 이용하여 빠르게 구해진다. 수직축 자세오차

는 자세 측정치 식 (17)~(19)를 영으로 보내도록 필터가 자세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추정된다.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는 자세 측정

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관측성이 확보되어 추정되기 때문에 자세

오차에 대한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자세 

측정 방정식인 식 (17)~(19)가 영이 되기 위해서는 식 (18)에 의

해 가 식 (22)와 같이 추정되고 식 (23), (24)에 의해 피치 각 

가 변화되며  , 에 대한 가관측성이 확보되어 수평축 비정

렬 오차인  , 가 추정된다. 식 (23), (24)에서 수직축 자세오

차 는 속도 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매우 느리게 추정되므로 

전달정렬 초기에 거의 영으로 값을 유지하다가 수직축 비정렬 오

차 가 식 (23), (24)에 의해 추정되면 식 (24)에 의해 가 추

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속도/자세 정합 전달정렬에서 자

세오차  및 비정렬 오차 가 전체적으로 추정되게 된다.

식 (20)~(21)에서 알 수 있듯이 함상 전달정렬의 수평축 자세

오차는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수평축 자세오차와 가속도계 바이어

스 오차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축 자세오차에 의해 정확도가 결정

되며 수직축 자세오차는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수직축 자세오차와 

속도 측정치를 사용하여 전달정렬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자세오

차인 식 (25)에 의해 정확도가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식 (25)

는 자세정합 전달정렬에서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가 추정되면 자

이로 바이어스 오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세오차가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므로 n축 자세오차가 수직축 자세오차를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자세오차 발생 오차요소를 고려하여 전달정렬 자

세 정확도를 RSS(Root Sum Square)하여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6)~(28)과 같다.

 


                                     (20)

 

cos sin
                    (21)

                                       (22)

cossin                        (23)

sincos                       (24)

 cos


 tan                          (25)

식 (26)~(28)은 피치 운동에 의해 속도/자세 정합 전달정렬의 

가관측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의 전달정렬 자세오차이다. 식 

(26)~(28)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달정렬 필터의 자세오차 상태변수

의 가관측성이 확보되는 피치 운동과 같은 외부 운동이 함정에 

인가되는 경우 전달정렬 정확도는 수평축의 경우 함정 관성항법

장치의 수평축 자세오차와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에 의해 결정

되며 수직축의 경우는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수직축 자세오차와 

수평축 자세오차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

한 함정에서 운용되는 전달정렬 함상 발사 유도무기의 경우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자세 정확도에 의해 전달정렬 정확도가 결정되므

로 전달정렬정확도의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8~15].

전달정렬 자세오차의 가관측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달정렬 자세 정확도는 자체정렬 자세 정확도와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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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LG를 사용하는 경우 RLG의 랜덤워크 오차에 의해 추가적

으로 수직축 자세오차가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직축 자세

오차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9)와 같다[25]. 식 (29)에서 

는 랜덤워크 오차의 크기를 는 정렬시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

로 전달정렬 시간은 5분 미만에 완료되도록 설계되므로 실제 자

이로 바이어스 보다 랜덤워크 오차에 의해 방위각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식 (29)는 보여주고 있다[25].

  




 

                              (26)

  



cos sin
 

              (27)

  
tan  

                           (28)

  

cos


 cos


  tan 

 (29)

지금까지 분석한 피치 운동 전달정렬 외에 롤(roll) 혹은 요

(yaw) 운동시에는 시스템 모델은 변하지 않으나 속도/자세 측정

방정식인 식 (7)~(9), (17)~(19)에서 좌표변환되는 동체좌표계 성

분이 변경된다. 롤 운동인 경우에는 동체좌표계의 y/z축 성분이 

요 운동의 경우에는 x/y축 성분이 항법좌표계로 좌표변환 된다. 

따라서 롤 운동의 경우에는 피치 운동과 유사하게 방위각 오차 

성분이 좌표변환되는 성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위각 오차에 대

한 가관측성이 확보되며 피치 운동과 유사한 추정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요 운동의 경우에는 방위각 오차 성분이 좌표변환되지 않

아 가관측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방위각 오차는 주로 속도 측정

치를 통하여 추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경우 함상 전달정렬을 

대상으로 하며 가관측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하여 보정

필터가 설계되기 때문에 피치 운동 전달정렬에 대한 해석만으로 

함상 전달정렬의 성능을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2.2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 항법오차 해석

본 절에서는 전달정렬 완료 후 함상에서 발사되는 고속 유도

무기의 항법오차를 해석한다. 이를 위하여 관성항법장치의 오차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면 식 (30)~(34)와 같다[1,24~26].

 


   (30)

cos


   (31)

               (32)

 × 


 
 ×     (33)


 ×

 


    (34)

식 (30)~(32)에서 , , 는 위도, 경도, 고도 오차, 은 

지구 장반경, 는 지구 단반경, 은 위도이다. 식 (33)에서 

     

은 속도오차 벡터, 는 가속도계 오차 벡터, 

는 항법 좌표계에서의 가속도 벡터, 
은 동체 좌표계에서 항

법 좌표계로의 좌표변환행렬, 
 은 지구 회전 각속도 벡터, 



은 transport rate 벡터, 은 중력 가속도 오차 벡터이다. 식 

(34)에서      

는 자세오차 벡터, 

 는 자이로 오차 벡

터, 
 은 spatial rate 오차 벡터이다.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는 5분 미만의 비행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식 (30)~(34)의 관성항법장치 오차 미분 방정식에서 짧

은 비행시간 동안에 영향이 거의 없는 코리올리(Coriolis) 항 및 


 , 을 모두 무시하고 속도 및 자세 미분 방정식을 다시 

쓰면 식 (35), (36)과 같다. 식 (36)의 자세오차 미분방정식에서 

자세오차는 자이로 바이어스에 의해 단시간에 큰 자세오차를 발

생시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 (35)의 속도오차 미

분 방정식에서 가속도 과 곱해지는 자세오차 항은 대부분이 

전달정렬에서 발생된 초기 자세오차라 하겠다. 속도오차 미분 방

정식을 초기 자세오차 영향을 고려하여 축 별로 다시 쓰면 식 

(37), (38)과 같다. 식 (37), (38)에서  , 는 항법 좌표계에서

의 n, e축 가속도계 오차를 의미한다. 식 (37), (38)에서 가속도

계 오차  ,   및 자세오차를 랜덤상수로 가정하고 양변을 두 

번 적분하여 위치 오차로 변환하여 해석해 보면 수평축 가속도

를 두 번 적분하여 구해지는 수평축 이동거리와 곱해지는 방위

각 오차에 의해 가장 크게 항법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속도계 오차의 경우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큰 오차를 발

생하지 않으며 수평축 자세오차와 곱해지는 수직축 비행거리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항법오차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1nm/hr급 관성항법장치를 가정하여 가속도계 바

이어스 오차를 100ug, 수평축/수직축 초기 자세오차를 0.6/3 

arcmin라 가정하여 오차 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항법오차 해석

을 위한 궤적은 북쪽 방향으로 비행거리 200km, 고도 5km를 5

분 동안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는 약 

45m, 수평축 자세오차는 약 77m, 방위각 오차 약 175m 정도의 

항법오차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실로 확인할 때 고속 비행 유

도무기의 주요 오차요인은 방위각 오차임이 확인된다. 수평축 자

세오차가 가정한 것보다 크더라도 보정항법 수행시 수평축 자세

오차는 방위각 오차 대비 비교적 빠르게 추정되어 보상되므로 비

행 전 구간에서 항법오차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

겠다.

 × 
                               (35)

 


                                        (36)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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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식 (37), (38)의 속도오차 미분 방정식을 두 번 적분하여 방위

각 오차에 대해 정리하면 식 (39), (40)과 같다. 식 (39), (40)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짧은 비행시간 동안 고속으로 비행하는 유

도무기의 경우 방위각 오차는 이동거리 대한 이동거리 오차의 비

로 계산된다. 이동거리 오차는 식 (39), (40)의 분자 항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방위각 오차, 수평축 자세오차, 가속도계 오차, 초

기 위치오차, 초기 속도오차에 의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여러 오

차요소들이 이동거리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치 오차(, 

) 및 고도 오차()를 측정치를 사용하는 GPS/INS 보정필터는 

필터 상태변수에 오차요소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경우 이동거리 오

차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오차요소를 우선적으로 추정하게 된

다. 따라서 방위각 오차가 위치 오차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경

우 방위각 오차를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방위각 오차가 매우 작

은 경우 이동거리 오차는 방위각 오차를 제외한 오차요소(초기 

속도오차, 수평축 자세오차, 가속도계 오차, GPS 위치오차 등)에 

의해 발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정필터에서 방위각 오차를 추

정하면 방위각 오차를 제외한 오차요소에 의해 발생된 이동거리 

오차에 해당하는 방위각 오차를 잘못 추정하게 되며 잘못 추정된 

방위각 오차는 항법오차 발생의 주요 오차요인이 된다. 초기 위

치 및 속도오차는 위치 오차 측정치를 사용하는 보정항법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에 수렴하나 자세오차는 보정항법 초

기에 잘못 추정되면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정필

터 설계시 초기 방위각 오차의 추정성능이 개선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3. 보정필터 설계

본 장에서는 전달정렬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의 보정필터 

설계 결과를 제시한다. 보정필터는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

속 유도무기의 주요 오차요소인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전달정렬 함정 발사 유도무기는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되며 2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달정렬 대상 유도무기 관성항법장치

의 전달정렬 정확도는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자세 정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함정 관성항법장치의 성능규격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함정 관성항법장치는 다양한 성능을 가진다. 전략 급의 

경우 방위각 오차 1arcmin 미만, 속도오차 0.4~0.6kts, 위치오차 

약 1nm/24hr의 성능을 가지며 전술 급의 경우 방위각 오차 

3arcmin 미만, 속도오차 0.4~6kts, 위치오차 1nm/8hr 급의 성능

을 가진다. 고속 유도무기의 경우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되기 때

문에 함정 운용 환경에 따라 전달 정렬 정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달정렬의 정렬 정확도는 함정의 외부 운동에 의해 

전달정렬 필터 자세오차에 대한 가관측성이 확보되면 함정 관성

항법장치의 자세 정확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관측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체정렬 정확도와 동일한 성능이 되므로 방위각 오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2장에서 증명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전달

정렬 성능 조건에서 발사된 유도무기의 보정필터를 대표적인 한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설계하면 운용환경 변화에 의해 보정필터

의 추정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달정렬 완료 후 발사된 

고속 유도무기는 GPS가 가용한 환경이 될 때까지 순수항법으로 

비행을 하게 되며 GPS TTFF(Time To First Fix)가 경과하여 

GPS 항법 정보가 가용하게 되면 보정항법이 수행된다[6,2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정필터의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달정렬 성능 상황에도 대처 가

능하도록 적응 필터를 적용한 보정필터 설계결과를 제시한다.

적응 필터는 시스템 및 측정치 모델 불확실성에 대한 보정필

터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 잡음 및 측정 잡음 공분

산을 실시간으로 추정하여 보정필터의 성능을 개선하는 필터로 

다양한 적응 필터 방법이 존재한다[1,6,16~23,27~29]. 본 논문에

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적응 필터 중에 공정 잡음 및 측정 잡음 

공분산을 공분산 매칭 방법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방법

과 초기 공분산을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보정필터의 성

능을 분석한다[16~19,27~29].

보정필터 설계에 필요한 상태 방정식이 식 (1)과 같이 주어지

고 이를 이용하여 칼만 필터를 구성하면 식 (41)과 같다. 식 (41)

에서 는 상태변수 의 공분산, 는 상태변수 추정치,  은 

공정 잡음 공분산, 는 측정 잡음 공분산, 는 측정치 갱신 후

의 추정치, 는 측정치 갱신 전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식 (41)에

서 보정필터의 상태변수 는 위치(3차), 속도(3차), 자세오차(3

차) 및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3차),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3차)

로 구성된 15차 상태변수를 가지며 시스템 행렬   , 측정 행

렬 의 자세한 유도과정은 참고문헌에 잘 기술되어 있어 본 논

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생략한다[6,21]. 식 (41)의 보

정필터에서는 식 (1)의 전달정렬 필터와 다르게 상태변수에 시간

지연 오차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GPS와 관성항법장치는 시각

동기 신호를 이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시각동기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지연 오차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41)

식 (41)의 칼만 필터 수식에서 공정 및 측정 잡음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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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추정하여 추정 성능을 개선하는 적응 필터 방법으로 

공분산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과 스케일링하는 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16~19,22,23,27~29]. 먼저 공분산 매칭 

방법을 통하여 공정 잡음 공분산 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식으로 정리하면 식 (42)~(44)와 같다[16,18,27,28]. 식 (44), 

(45), (49), (52)에서 은 30으로 설정하였으며 1초 필터 수행주

기를 감안하면 30초간의 상태변수 추정오차에 대한 평균 공분산

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이 3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증가

되는 값에 따라 식 (44), (45), (49), (52)가 계산되도록 하였다. 

식 (42)의 공정 잡음 공분산 추정치 는 필터의 발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초기 설정 공분산  를 기준으로 100배 이상 커지

거나 0.01배 이하로 작아지지 않도록 제한치를 두었다.

          
               (42)

 
 

                               (43)

  


  



   
                           (44)

공정 잡음 공분산을 스케일링하여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식

으로 정리하면 식 (45), (46)과 같다[2]. 식 (45)의 스케일 값 

는 영보다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 필터가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 이상 커지거나 0.01배 이하로 작아지지 않도록 제한

치를 두었다.

 






  

  

  
  

                    (45)

  
                                    (46)

공분산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식으로 정리하면 식 (47)~(49)과 같다[3,13,14]. 

식 (47)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 (41)의 를 사용하지 않고 식 

(48)을 이용하여 식 (47)이 음의 값을 가지지 않도록 변형된 형

태의 적응 필터로 필터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 (47)에서 측정 잡음 공분산 추정치 는 

GPS 오차를 감안하여 (5m)2 이하, (100m)2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제한치를 설정하였다.

   
                              (47)

                                    (48)

  


  



  
                                (49)

측정 잡음 공분산을 스케일링하여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식

으로 정리하면 식 (50)~(52)와 같다[19]. 식 (51)의 스케일 값 

는 영보다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 필터가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 이상 커지거나 0.01배 이하로 작아지지 않도록 제한

치를 두었다. 그리고 식 (50)에서 측정 잡음 공분산   및 는 

초기 공분산  를 0.25배한 값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50)

 


 
 


               (51)

  


  



   
                                (52)

단일 모델 기반으로 공정 및 측정 잡음을 실시간 추정하여 

추정성능을 개선하는 적응 필터 외에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고 

추정치를 융합하여 필터를 구성하는 다중모델 적응 필터 기법이 

알려져 있다[16,18,22,23,29]. 이 기법은 기존 단일 모델 기반 적

응 필터 대비하여 모델 불확실성에 대한 강건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어 비선형이 강한 지형대조 항법 등에 사용된 사례

가 있다[29].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초기 전달정렬 성능을 가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초기 공분산을 가지는 모델을 설계하

고 각 모델에서 추정된 추정치를 융합하여 최종 추정치를 계산하

도록 하는 다중모델 적응 필터를 설계하였다. 다중모델 적응 필

터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다중모델 적응 

필터는 동일한 시스템 및 측정 모델을 가지며 초기 방위각 공분

산을 다르게 설정하여 3개의 필터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필

터의 초기 공분산은 초기 전달정렬의 정렬 정확도를 감안하여 설

정하였다.

그림 1 다중모델 적응 필터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multiple model adaptive estimation 

(MMAE)

4. 성능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전달정렬 성능 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Sim1~4는 전달정렬 상태변수에 대한 가관측성이 확보되도

록 외부 운동이 인가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Sim1은 전략급 함정

에서 함정용 관성항법장치가 EM-Log 보정을 수행하여 속도오차

가 작아진 경우를 Sim2는 순수항법을 통하여 속도오차가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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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정하였으며 Sim3~4는 전술급 함정에서 Sim1~2와 동일

하게 운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Sim5~6은 전략급 함정에서 

운용되나 전달정렬 기관측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달정렬 과정에서 

방위각 오차가 커진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Sim7~8은 전술급 함정

에서 Sim5~6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Sim1~8 

모두 위치오차를 매우 크게 설정한 것은 함정용 관성항법장치가 

GPS 보정 없이 EM-Log 보정 혹은 순수항법에 의해 위치오차가 

큰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보정필터 설계시 위치오차 초기 공분산

을 크게 설정하면 식 (41)의 위치 오차 관련된 칼만 필터 이득 

가 1에 가깝게 계산되므로 첫 번째 보정항법 수행시 위치가 

GPS 위치로 초기화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적

으로 초기 위치오차가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1의 전달정렬 성능 조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함정에서 수행한 6회 전달정렬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는 실제 함정에서 속도/자세 정합 전

달정렬을 수행하여 추정한 비정렬 각이며 수평축의 경우 빠르게 

수렴하여 변화폭이 최대 0.02도(약 1.1arcmin), 수직축의 경우 최

순서 오차 항목 Sim1 Sim2 Sim3 Sim4 Sim5 Sim6 Sim7 Sim8

1 위치 오차(m, 1)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2 속도 오차(kts, 1) 0.2 0.6 0.2 0.6 0.2 0.6 0.2 0.6

3 수평축 자세오차 (arcmin, 1) 0.6 0.6 1.0 1.0 0.6 0.6 1.0 1.0

4 수직축 자세오차 (arcmin, 1) 0.6 0.6 3 3 4.5 4.5 4.5 4.5

표    1 시뮬레이션 위한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 

Table 1 Accuracy Condition of Tranfer Alignment for Simulation

순서 제조사(제조국) 모델명 위치오차
속도오차

(kts)

수평축 자세오차

(arcmin)

수직축 자세오차

(arcmin)

1
Northtop Grumman

(미국)

MK39 Mod 4A 

Ring Laser

1nm/8hr

(TRMS)

0.4

(RMS)

1

(RMS)

3*Sec(Lat)

(RMS)

2 iXBLUE(프랑스) M3
1nm/12hr

(TRMS)

0.6

(RMS)

0.6

(RMS)

0.6*Sec(Lat)

(RMS)

3 iXBLUE(프랑스) M5
1nm/24hr

(TRMS)

0.6

(RMS)

0.6

(RMS)

0.6*Sec(Lat)

(RMS)

4 iXBLUE(프랑스) M7
1nm/72hr

(TRMS)

0.4

(RMS)

0.6

(RMS)

0.6*Sec(Lat)

(RMS)

5 Safran(프랑스)
SIGMA 

40XP-24

1nm/24hr

(TRMS)
-

0.6

(RMS)

0.6*Sec(Lat)

(RMS)

6 Safran(프랑스)
SIGMA 

40XP-96

1nm/96hr

(TRMS)
-

0.6

(RMS)

0.6*Sec(Lat)

(RMS)

7 Raytheon(독일) MINS 2
3nm/8hr

(TRMS)
-

1.7

(RMS)

4*Sec(Lat)

(RMS)

8 Kearfott(미국)
SEANAV 

KH-6054

1nm/8hr

(TRMS)
-

1.2

(RMS)
3(RMS)

9 Honeywell(미국) Laseref - -
0.6

(RMS)
3(RMS, GPS 보정)

표    2 해외 함정용 관성항법장치 정확도 

Table 2 Accuracy Specifications of Overseas Ship’s Inertial Navigation System

그림 2 X축 비정렬 각 추정치

Fig. 2 Estimation of X-Axis Misalignme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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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0.08도(약 4.8arcmin)를 넘지 않으나 수직축의 경우 가관측성

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인 TF#3, TF#5의 경우 300초 기준 최대 

0.22도(약 13arcmin)의 비정렬 각 변화폭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달정렬 후 성능평가에서 실제 추정된 수직축 비정

렬 각의 참 값은 TF#1에서 추정된 값으로 확인되어 실제 방위각 

오차가 외부 운동조건에 의해 성능이 크게 변화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2~4의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최대 비정렬 각 추정치의 최대 

변화폭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표 1의 자세오차 수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의 시험결과 외에 해외에서 개발된 함정용 관성항법

장치의 성능규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8~15]. 표 2에서 정리

된 바와 같이 해외 함정용 관성항법장치의 순수항법 위치오차의 

경우 (3nm/8h)~(1nm/96h)(TRMS)까지 다양하며 순수항법 속도

오차는 0.6kts(1)를 넘지 않고 수평축 자세오차는 0.6~1.7 

arcmin, 수직축 자세오차는 0.6~4arcmin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 1의 다양한 전

달정렬 정확도 조건을 가정하여 설정된 위치, 속도 및 자세오차 

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 될 비행조건은 함상에서 전달정렬 수행 기

간 동안 발사관에 장착되어 GPS 신호가 가용하지 않다가 발사 

후 발사관에서 이탈하여 고속으로 5분간 수평 비행한다고 가정하

였다. 보정항법은 GPS TTFF가 경과된 60초부터 수행되며 60초

까지의 이동거리 즉 비행거리는 약 30km 이며 5분간 총 비행거

리는 약 250km 이다. 고속 유도무기에 탑재된 관성항법장치는 

100ug(1)급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 0.01deg/hr (1)급 자이로 

바이어스 오차를 가지는 관성센서가 탑재된 1nm/hr(CEP)급 관

성항법장치를 가정하였다. 기존 칼만 필터 및 적응 필터의 공분

산은 표 1의 Sim4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중모델 필터의 공

분산은 표 3과 같이 초기 방위각 오차의 공분산이 다른 3가지 

필터로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300회 수행하였다. 성능분석은 표 1의 8가지 전달정렬 

성능 조건을 가정하여 표 4의 6가지 보정필터에 대하여 방위각 

오차 추정 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 하였다.

표 1의 함상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과 고속 유도무기의 방위각 

오차 계산 수식인 식 (39), (40)을 이용하여 비행 60초 경과되어 

보정필터에 의해 추정되는 방위각 오차의 대략적인 추정 성능의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Sim1의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과 식 

(40)을 이용하여 예측 가능하다. 식 (40)의 분자 항인 이동거리는 

시뮬레이션 조건에 의해 30km이고 분모 항인 이동거리 오차는 

0.1m/sec 속도오차에 의해 6m, 0.6arcmin 수평축 자세오차에 의

해 3m가 발생하며 이를 RSS(Root Sum Square)하여 계산하면 

이동거리 오차는 6.7m이다. 식 (40)에 이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0.76arcmin의 방위각 오차가 Sim1의 경우에 추가 추정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속도오차가 크게 설정된 Sim2의 경우는 

0.3m/sec 속도오차에 의해 18m, 0.6arcmin 수평축 자세오차에 

의해 3m의 이동거리 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RSS하여 계산하면 

이동거리 오차는 18.2m이다. 식 (40)에 이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그림 3 Y축 비정렬 각 추정치

Fig. 3 Estimation of Y-Axis Misalignment Angle

그림 4 Z축 비정렬 각 추정치

Fig. 4 Estimation of Z-Axis Misalignment Angle

표    3 3개의 다중모델 적응 필터 초기 공분산

Table 3 Initial Error Covariance of MMAE

순서 오차 항목 KF1 KF2 KF3

1
수직축 자세오차 

공분산(arcmin2)
0.62 32 6.02

표   4 성능분석 대상 보정필터 

Table 4 Correction Filter for Performance Analysis

구분 필터 종류 관련 수식

KF 칼만 필터 식 (1)

AKF_QC
공정 잡음    추정

(공분산 매칭)
식 (42)~(44)

AKF_QS
공정 잡음    추정

(스케일링)
식 (45), (46)

AKF_RC
측정 잡음   추정

(공분산 매칭)
식 (47)~(49)

AKF_RS
측정 잡음   추정

(스케일링)
식 (50)~(52)

MMAE 다중모델 적응 필터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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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arcmin의 방위각 오차가 추가 추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Sim1과 비교하여 3배 가량 큰 방위각 오차가 추가 추정될 것으

로 계산된다. 그러나 고속 유도무기의 초기 보정항법 수행시 추

정되는 방위각 오차는 필터 설계시 설정되는 초기 공분산 값에 

의해 추정성능이 결정되므로 앞에서 계산한 바와 동일하게 방위

각 오차의 추정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어느 정도 유사

한 추정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Sim1, Sim2 함상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에서 발사된 

고속 유도무기에 대하여 표 4의 6가지 보정필터에 대한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6과 같다. 속도오차

가 커서 식 (40)에 의해 방위각 오차의 추정 오차가 클 것으로 

예측된 Sim2의 경우 표 2의 6가지 보정필터의 방위각 오차의 추

정오차가 보정항법 수행 초기 모두 증가하는 것을 그림 6은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식 (40)을 이용하여 예측한 방위각 오차 결과

와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본 논문에서 해석한 방위각 

오차에 의한 항법오차 해석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Sim1, 2 경우에서는 MMAE 보정필터가 가장 우수한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

중모델 적응 필터에 Sim1, 2에 해당되는 초기 공분산 모델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AKF_RC 보정필터는 측정 잡음 

공분산을 변화시켜 직접 칼만 이득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추정 속

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속한 칼만 이득의 변화로 

인해 보정필터가 불안정해지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KF_RS 보정필터는 식 (5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

적으로 일정한 측정 잡음 공분산 값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측정 

잡음 공분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추정속도는 

느리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KF 보정필터는 고정된 공분산 값을 가지므로 모

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 우수한 추정성능을 보이나 그렇

지 않은 경우 추정성능이 저하되는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AKF_QC, AKF_QS 보정필터는 중간 정도의 추정 속도를 

보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응 필터의 특성에 의해 추정 성

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KF_QC, AKF_QS 보정

필터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지는 공정 잡음 공분산을 가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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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m1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 

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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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m2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 

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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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im3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 

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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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im4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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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 이득에 대한 영향이 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작아 추정속

도는 느리더라도 필터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속 유도무기의 추정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공분산  를 직접 가변시키므로 정상상태에 

도달 하는 상황에서의 추정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필터의 초기 공분산 대비 속도오차가 작은 Sim1과 초기 

공분산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Sim4에 대한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 8과 같다. 그림 8에

서 KF 보정필터가 Sim4 기준으로 초기 공분산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Sim4의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MAE 보정필터는 표 

3의 KF2 추정성능이 Sim3, 4 조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시뮬레이션 통한 성능분석 결과 표 3

의 KF3와 영향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KF_RC 보정필터

는 Sim1, 2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 추정 속도측면에서 매우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만 이득의 빠른 변화로 인한 필터 안

정성 문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KF_RS 보정필터는 추정 속도가 매우 느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AKF_QC, AKF_QS 보정필터는 초기 속도 공분산이 다른 경

우인 Sim3에서 우수한 추정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필터의 초기 공분산 대비 속도오차 및 수평축 자세오차는 

작고 방위각 오차는 큰 Sim5과 속도오차는 동일, 수평축 자세오

차는 작고 방위각 오차는 큰 Sim6에 대한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9, 10과 같다. 그림 9에서는 

MMAE 보정필터가 가장 우수한 추정 성능을 보였으며 AKF_RC 

보정필터는 초기 추정 속도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나 칼만 이득의 

빠른 변화로 인한 필터 안정성 문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

정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KF_RS 보정필터는 

추정 속도도 매우 느리고 추정성능도 개선되지 않아 가장 좋지 

않은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F, 

AKF_QC, AKF_QS 보정필터는 초기 추정속도는 중간정도의 특성

을 보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성능이 많이 향상되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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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im5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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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im6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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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im7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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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im8의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Fig. 12 Simulation result of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rection filter for Si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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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정필터의 초기 공분산 대비 속도오차는 작고 수평축 자세오

차는 동일하며 방위각 오차는 큰 Sim7과 속도오차 및 수평축 자

세오차는 동일하고 방위각 오차는 큰 Sim6에 대한 보정필터 방

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 12와 같다. 

그림 10에서는 MMAE 보정필터의 추정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그림 11에서는 중간 정도의 추정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1~6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MMAE 보정

필터는 속도오차가 큰 경우에 추정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Sim7, 8에서도 동

일하게 발생하였다. AKF_RC 보정필터는 초기 추정 속도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나 칼만 이득의 빠른 변화로 인한 필터 안정성 문제

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성능이 크게 흔들리거나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KF_RS 보정필터는 추정 속도는 매우 

느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KF_QC, AKF_QS 보정필터는 초기 추정속도 및 최

종 추정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의 8가지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에 대한 표 4의 6가지 보

정필터의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비교 분석한 그림 5~12의 결

과를 종합 분석해보면 기존 칼만 필터의 경우 보정필터 초기 공

분산과 전달정렬 정확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우수한 추정성능을 

보였으나 전달정렬 속도오차 및 자세오차가 초기 공분산과 다른 

경우 추정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

모델 적응 필터의 경우 전달정렬 속도오차가 작은 경우에는 우수

한 성능을 보였으나 속도오차가 큰 경우 급격하게 추정성능이 저

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속도오차로 

인해 발생되는 이동거리 오차가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저하시

키나 이러한 현상이 다중모델 필터 모델에 반영되지 않고 단지 

방위각 오차 공분산만이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다중모델 적응 필터의 경우 초기 공분산 설정 값 

및 모델 개수 변화시 추정성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고속 유도무기의 보정필터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며 표 1의 모든 경우를 만족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모델 

개수를 늘려야 하지만 모델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개선 효과가 감

소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속 유도무기의 보정필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분산 매칭방법 이용 측정 잡음 공분산을 추정하는 적응 필

터의 경우 초기 보정항법 수행시 급격한 측정 잡음 공분산 변화

로 인해 추정속도는 매우 빠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정필터 

안정도를 악화시켜 추정성능이 급격하게 저하 혹은 변화하는 특

성을 보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 변화에 제

한치를 설정하게 되면 추정속도 및 추정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

는 특징이 있어 고속 유도무기의 보정필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측정치 공분산을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기

존 측정치 공분산을 유지하는 항과 측정치 공분산을 추정하는 항

으로 나뉘어져 있는 특성으로 인해 측정치 공분산의 변화가 느려 

추정속도가 느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칼만 필터 대비 

추정성능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산 매칭 방법 이용 공정 잡음 공분산을 추정하는 적응 

필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는 공정 잡음 공분산의 

특성과 칼만 필터 공분산 전파식에 더해져 직접 공분산 계산에 

영향을 주는 특징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초기 추정속도 및 추

정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정필터의 안정도에도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잡음 공분산을 스

케일링하는 적응 필터도 공분산 매칭 방법 이용 공정 잡음 공분

산을 추정하는 적응 필터와 유사한 추정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기 공정 잡음 공분산 값의 변화에 의해 추정성능

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 보정필터 설계시 초기 공정 잡음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표 1의 전달정렬 정확도 조건에 따른 다양한 보정

필터의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속 유도무기

표   5 Sim1/2에 대한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 성능

Table 5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 

rection filter for Sim1/2

Case 필터 종류 75초 100초 200초 300초

Sim1

KF 0.52 0.63 0.52 0.48

AKF_QC 0.63 0.70 0.56 0.64

AKF_QS 0.61 0.69 0.55 0.54

AKF_RC 0.75 0.75 1.11 0.88

AKF_RS 0.59 0.73 0.61 0.60

MMAE 0.49 0.53 0.43 0.39

Sim2

KF 1.04 1.25 1.19 0.98

AKF_QC 1.03 1.13 1.04 0.85

AKF_QS 1.05 1.14 1.04 0.82

AKF_RC 1.22 1.21 1.17 0.92

AKF_RS 0.88 1.08 1.03 0.93

MMAE 0.90 1.05 0.99 0.80

표    6 Sim3/4에 대한 보정필터 방위각 오차 추정 성능

Table 6 Heading error estimation performance of cor- 

rection filter for Sim3/4

Case 필터 종류 75초 100초 200초 300초

Sim3

KF 1.52 1.34 1.02 0.68

AKF_QC 1.24 1.20 0.85 0.68

AKF_QS 1.32 1.27 0.87 0.67

AKF_RC 1.24 1.22 1.14 0.94

AKF_RS 1.71 1.33 0.92 0.73

MMAE 1.53 1.38 1.11 0.74

Sim4

KF 1.66 1.55 1.39 1.04

AKF_QC 1.64 1.59 1.29 0.90

AKF_QS 1.75 1.73 1.39 1.00

AKF_RC 1.70 1.60 1.29 1.02

AKF_RS 1.78 1.62 1.27 0.96

MMAE 1.73 1.71 1.4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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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정필터로는 공분산 매칭 방법 이용 공정 잡음 공분산 추정 

적응 필터가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추정속도 및 추정성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1~8에 대한 6가지 보정필터에 대한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비교를 위하여 보정항법 75초, 100초, 200초, 300초 시점에서의 

방위각 오차의 추정오차를 수치로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각각

의 보정필터 추정속도는 75초, 100초 시점의 방위각 오차를 최종 

추정성능은 300초 시점의 수치를 비교하여 확인 가능하다.

4. 결  론

함상 전달정렬은 다양한 성능을 가지는 함정 관성항법장치 항

법정보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전달정렬 성능은 함정 관성항법장치

의 성능과 전달정렬 필터 자세오차 상태변수의 가관측성에 의해 

결정된다. 전달정렬 완료 후 발사되는 고속 유도무기의 항법 오

차는 짧은 비행시간과 고속 비행이라는 비행궤적 특성에 의해 대

부분의 항법오차가 방위각 오차에 의해 발생된다. 그러므로 다양

한 전달정렬 성능조건에서 발사되는 상황에서 방위각 오차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정필터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

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달정렬 함상 발사 고속 유

도무기의 방위각 오차 추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정필터 설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달정렬 성능이 함

정 관성항법장치 성능과 전달정렬 필터의 자세오차 상태변수 가

관측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고속 유도무기의 대부분 항법오

차가 방위각 오차에 의해 발생됨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

고 보정필터의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 

잡음 공분산 및 공정 잡음 공분산을 가변시키는 적응 필터와 다

중모델 기반 적응 필터를 이용한 보정필터를 설계하고 기존 칼만 

필터와 8가지 다른 전달정렬 성능 조건에 대하여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공분산 매칭 

방법 이용 공정 잡음 공분산을 가변시키는 적응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가 제일 우수한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전달정렬 함상 발사 고속 유도무기의 

방위각 오차 추정성능 개선을 위한 보정필터 설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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