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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GPS 현대화와 Galileo의 출현, GLONASS의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사용자

는 많은 수의 가시위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GNSS 위성들은 기존의 위성들에 비해 향상된 신호 품질을 갖는다. 따라서 위

성항법시스템 사용자는 가시위성 수의 증가, 신호 품질의 향상 등으로 인해 향

상된 정확도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확도 성능 향상은 사용

자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무결성 감시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AIM) 기법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응용분야

보다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위성에 고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도

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오차 허용범위를 갖는 수평 유도(Lateral 

Guidance)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수직 유도 (Vertical Guidance) 등 좀 더 높

은 성능 (수직오차 허용범위 15~35m)을 요구하는 항행 단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기존의 수평 유도 항행 단계에서는 오차허용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장으로 

취급되지 않던 고장이 수직 유도 단계에서는 고장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고, 이

렇게 될 경우 더 이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무결성 감시를 활용한 수직 유도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항법위성의 다중 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는 가시 위성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다중 고장의 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

즘의 특성 및 한계를 비교, 분석하고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로운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단일 고장 가정 하에 측정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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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분포 오차를 고려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

하고, 두 번째로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 적합한, 다중 고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

결성 감시 기법은 GNSS 반송파 위상 측정치 잡음을 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모델링하여 기존의 반송파 위상 기반 무결성 감시기법보다 향상된 고

장 검출 성능과 가용성 성능을 갖는다. 두 번째로 제안된 다중 고장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순차적 기법을 활용하여 위성의 고장의 발생 형

태에 관계없이 에러 벡터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여 항법 위성의 고장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기법과 달리 고장 

검출 성능이 고장 위성의 조합,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중 고장 발생 시에도 단일 고장 발생 시와 동일한 수준의 검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고장 위성의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계

산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검출 성공률은 최대 50% 향상되었고, Cat-I 가

용성은 약 50% 정도 향상되었으며, 고장 검출 및 식별에 소요된 계산시간은 

1/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GNSS 항법 사용자가 고장 검출 

기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항법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

하기 위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위성항법시스템(GNSS), 무결성 감시(Integrity Monitoring), 다중 위

성항법시스템(Multiple Constellation), 다중 고장(Multiple Failures), 사용자 무

결성 감시(RAIM) 

 

학  번: 2006-20953 



 

３ 

 

목 차 
1장. 서 론 ............................................................................................ １０ 

1. 연구 동기 및 목적 .................................................................................................................. １０ 

2. 연구 동향 ................................................................................................................................... １２ 

3. 연구 내용 및 방법 .................................................................................................................. １４ 

1) 연구 내용 및 방법 .............................................................................................................. １４ 

2) 논문 구성 ............................................................................................................................... １６ 

4. 연구 결과의 기여도 ................................................................................................................ １８ 

1) 비정규 측정치 오차를 고려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 제

안 .............................................................................................................................................. １８ 

2) 램프 오차를 고려한 다중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 제안 ........................... １９ 

2장. 위성항법시스템 무결성 감시 ..................................................... ２１ 

1. 위성항법시스템 오차 요인 ................................................................................................... ２１ 

1) 위성 궤도 오차 .................................................................................................................... ２１ 

2) 위성 시계 오차 .................................................................................................................... ２２ 

3) 전리층 지연 (Ionospheric delay) ....................................................................................... ２２ 

4) 대류층 지연 (Tropospheric delay) ..................................................................................... ２３ 

5) 다중 경로 오차 (Multipath) .............................................................................................. ２３ 

6) 수신기 관련 오차 ................................................................................................................ ２４ 

7) 고의 잡음 (Selective Availability) ..................................................................................... ２４ 

8) 위성 배치에 의한 영향 ..................................................................................................... ２４ 

2. GNSS 위치해 결정 원리 ........................................................................................................ ２５ 

3. 위성항법시스템 무결성 감시 (GNSS Integrity Monitoring) ........................................ ２８ 

1) 항법 요구 성능 (RNP,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２８ 

2) 무결성 감시 (Integrity Monitoring) ................................................................................... ３１ 

3) 기준국 무결성 감시............................................................................................................ ３２ 

4) 사용자 무결성 감시 (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 ３４ 



 

４ 

 

3장. 단일 고장만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 ３７ 

1. 의사거리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 ３７ 

1)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 .................................................................................. ３７ 

2)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의 한계 ................................................................... ４８ 

3) Gaussian Sum Filter를 활용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 ５０ 

2.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 ６８ 

1) Absolute RAIM (ARAIM) ..................................................................................................... ６９ 

2) Relative RAIM (RRAIM) ....................................................................................................... ７０ 

3. 최적화된 Gaussian Sum Filter를 이용한 ARAIM Algorithm...................................... ７１ 

1) 반송파위상 잡음 특성 ....................................................................................................... ７１ 

2)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을 통한 Gaussian Mixture 모델링 ......................................... ７４ 

3) 개선된 GSF RAIM 알고리즘 성능 분석 ...................................................................... ７８ 

4장. 항법 위성의 다중 고장 고려의 필요성 및 기존의 다중 가설 

RAIM 알고리즘 .......................................................................................... ９７ 

1. 위성항법시스템 고장의 원인과 영향 ................................................................................ ９７ 

1) 우주/지상 부분 (Space/Ground Segment)의 고장 발생 원인 .................................... ９８ 

2) 사용자 장비의 고장 또는 신호 전달 오류 발생 원인 ............................................ ９９ 

3) 고장 발생 확률과 Time To Alert (TTA) .....................................................................１００ 

2. 위성항법 시스템 다중 고장 ............................................................................................ １００ 

1) 다중 고장 발생 사례 .....................................................................................................１０１ 

2) 다중고장 발생 원인........................................................................................................１０２ 

3)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 설정 ..............................................................................１０３ 

3. 다중 고장 발생 시 단일 가설 RAIM 기법의 문제점 ............................................ １０５ 

1) 기존 RAIM 알고리즘의 특성 및 한계 .....................................................................１０５ 

2) 벡터 공간에서 에러 벡터 v와 잔차 벡터 r과의 관계 ........................................１０７ 

4. 기존의 다중 가설 RAIM 알고리즘 및 한계 ............................................................. １１０ 

1) Multiple Hypothesis Solution Seperation (MHSS) ..........................................................１１０ 



 

５ 

 

2) Range Consensus (RANCO) ..............................................................................................１１３ 

3) Sequential Multiple Hypothesis RAIM (SMHR) .............................................................１１９ 

5장. 실제 항법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된 순차적 사용자 무결

성 감시 알고리즘 ................................................................................... １２８ 

1.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한 새로운 SMHR (Sequential Multiple Hypothesis 

Relative RAIM, SMHRR) 알고리즘 ............................................................................................. １２９ 

1) RRAIM 항법 알고리즘 ...................................................................................................１２９ 

2. 다중 램프 에러를 고려한 SMHRR 알고리즘 ........................................................... １３４ 

1) 2 차원 SMHRR 수식 전개 ............................................................................................１３５ 

2) N 차원 SMHRR 수식 전개 ...........................................................................................１３９ 

3) RRAIM 기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１４３ 

3. 제안된 알고리즘의 시스템 행렬 최적화 및 그 효과 ............................................. １４５ 

1) 시스템 행렬 구성에 따른 추정값 표준편차 ...........................................................１４５ 

2) 측정치 샘플링 간격 및 그에 따른 무결성 감시 성능 ........................................１４７ 

4.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 방법 ............................................................................................ １５０ 

1) 항법 요구 조건 및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설정 ..................................................１５０ 

2)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 ...................................................................................................１５９ 

5. 사용자 무결성 감시 시뮬레이션.................................................................................... １６３ 

1) 시뮬레이션 구성 ..............................................................................................................１６３ 

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１６５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１８４ 

참고 문헌 ............................................................................................. １８７ 

Abstract .............................................................................................. １９５ 



 

６ 

 

List of Figures 

 
Figure 2-1 무결성 감시 기능 .......................................................................................................... ３２ 

Figure 2-2 보호수준의 개념 ............................................................................................................ ３６ 

Figure 2-3 보호수준 계산 흐름도.................................................................................................. ３６ 

Figure 3-1 사용자 실제 위치와 의사거리 측정치 .................................................................... ４１ 

Figure 3-2 사용자 추정 위치와 잔차 ........................................................................................... ４２ 

Figure 3-3 WSSE의 분포와 고장 검출 기준값 .......................................................................... ４３ 

Figure 3-4 팽창 계수 설정 .............................................................................................................. ５４ 

Figure 3-5 Gaussian Core-Laplacian Tail 모델과 정규 오버바운드 모델 ............................... ５５ 

Figure 3-6 예상 측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확률 밀도 함수 (정상 상태) ........................... ６０ 

Figure 3-7 예상 측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확률 밀도 함수 (고장 상태) ........................... ６１ 

Figure 3-8 측정치 잔차의 확률 밀도 함수와 고장 검출 기준값 ........................................ ６３ 

Figure 3-9 GSF를 사용한 고장 검출 및 제거 알고리즘 흐름도 .......................................... ６８ 

Figure 3-10 반송파 위상 오차 분포 모델 ................................................................................... ７３ 

Figure 3-11 성능지수로 J1을 선택하였을 때 모델링 결과 .................................................... ７７ 

Figure 3-12 성능지수로 J2를 선택하였을 때 모델링 결과 .................................................... ７７ 

Figure 3-13 최종 결정된 가우시안 혼합 모델 .......................................................................... ７８ 

Figure 3-14 GPS 위성 배치 .............................................................................................................. ７９ 

Figure 3-15 SSX2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 ８５ 

Figure 3-16 KFX2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８６ 

Figure 3-17 KFIR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８７ 

Figure 3-18 GSFIR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 ８７ 

Figure 3-19 각 알고리즘의 최소 검출가능 바이어스 (Minimum Detectable Bias) ............ ８８ 

Figure 3-20 고장 제거 후 수평 위치 오차................................................................................. ８９ 

Figure 3-21 고장 제거 후 수직 위치 오차................................................................................. ９０ 



 

７ 

 

Figure 3-22 각 알고리즘의 평균 위치 오차 .............................................................................. ９０ 

Figure 3-23 각 알고리즘의 수평 보호 수준 .............................................................................. ９１ 

Figure 3-24 각 알고리즘의 수직 보호 수준 .............................................................................. ９２ 

Figure 3-25 각 알고리즘의 평균 보호 수준 .............................................................................. ９２ 

Figure 3-26 각 알고리즘의 계산 소요 시간 .............................................................................. ９４ 

Figure 3-27 오버바운드 표준편차의 영향 ................................................................................... ９５ 

Figure 4-1 RAIM을 이용한 수직 유도를 위한 Pr[HMI] 설정 ...........................................１０４ 

Figure 4-2 에러 벡터와 잔차 벡터와의 관계 ........................................................................１０９ 

Figure 4-3 MHSS 알고리즘 (1-D Example) ...............................................................................１１３ 

Figure 4-4 측정치 고장 발생 시 all in view solution .............................................................１１４ 

Figure 4-5 Minimum subset solution과 lnlier ...............................................................................１１５ 

Figure 4-6 Best subset solution과 최종 위치해 선정 ...............................................................１１６ 

Figure 4-7 RANCO 알고리즘 순서도 ........................................................................................１１７ 

Figure 4-8 SMHR 알고리즘 (2-D Example) ..............................................................................１２０ 

Figure 4-9 MHSR 알고리즘 (N-D Example) .............................................................................１２２ 

Figure 4-10 MHSR 알고리즘 (Navigation Case) .......................................................................１２５ 

Figure 4-11 단일 램프 오차에 대한 SMHR 알고리즘 결과 (1~8번 위성) ...................１２６ 

Figure 4-12 단일 램프 오차에 대한 SMHR 알고리즘 결과 (9~18번 위성) .................１２７ 

Figure 5-1 v, r, l 관의 상관 관계 (2차원 예시) ......................................................................１３６ 

Figure 5-2 SMHRR 알고리즘 개념 (N 차원) ..........................................................................１３９ 

Figure 5-3 제안된 SMHRR 알고리즘 순서도 ........................................................................１４１ 

Figure 5-4 의사거리 업데이트 시 발생하는 오경보 문제 .................................................１４４ 

Figure 5-5 의사거리 업데이트 시 발생하는 오경보 문제 해결 방안............................１４５ 

Figure 5-6 식 (5.20)을 사용하였을 때 정상 상태에서의 에러 벡터 추정 결과 .........１４６ 

Figure 5-7 식 (5.21)을 사용하였을 때 정상 상태에서의 에러 벡터 추정 결과 .........１４７ 

Figure 5-8 측정치 샘플링 간격에 따른 에러 벡터 추정 결과 ........................................１４８ 

Figure 5-9 무결성 고장 트리 ......................................................................................................１５６ 

Figure 5-10 갈릴레오 위성 배치 ................................................................................................１６４ 



 

８ 

 

Figure 5-11 GPS +Galileo 환경에서의 가시 위성 수 ............................................................１６４ 

Figure 5-12 3000 미터 고장 발생 시 SMHR 결과 ...............................................................１６６ 

Figure 5-13 30 미터 고장 발생 시 SMHRR 결과 .................................................................１６６ 

Figure 5-14 단일 위성에 constant bias 고장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１６７ 

Figure 5-15 단일 위성에 constant bias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１６７ 

Figure 5-16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10 m) ...........................１６８ 

Figure 5-17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13 m) ...........................１６９ 

Figure 5-18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15 m) ...........................１６９ 

Figure 5-19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20 m) ...........................１７０ 

Figure 5-20 다중 위성에 constant bias 고장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１７１ 

Figure 5-21 다중 위성에 constant bias 고장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１７１ 

Figure 5-22 고장의 개수가 변할 때 RANCO 알고리즘 결과 ..........................................１７２ 

Figure 5-23 고장의 개수가 변할 때 SMHRR 알고리즘 결과 ..........................................１７３ 

Figure 5-24 단일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１７３ 

Figure 5-25 단일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１７４ 

Figure 5-26 다중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１７４ 

Figure 5-27 다중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１７５ 

Figure 5-28 고장 발생 시 각 알고리즘의 판단변수 및 검출 임계값 확대 (上 : RANCO, 

下 : SMHRR, 左 : SVN 12, 右 : SVN 15) ...............................................................................１７６ 

Figure 5-29 Consistent Failures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１７７ 

Figure 5-30 Consistent Failures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１７８ 

Figure 5-31 고장 발생 크기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 ..................................１７９ 

Figure 5-32 고장 속도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고장 검출 소요 시간............................１８０ 

Figure 5-33 각 알고리즘 계산 시간 .........................................................................................１８０ 

Figure 5-34 각 알고리즘의 수직 보호 수준 및 수직 위치 오차 ....................................１８２ 

 

  



 

９ 

 

List of Tables 
Table 2-1 GPS 위치오차 (SA 제거 후)[44] ................................................................................. ２５ 

Table 2-2 공간 신호 성능 요구조건............................................................................................. ３０ 

Table 3-1 GBAS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에 사용되는 Multiplier ............................................ ４７ 

Table 3-2 SBAS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에 사용되는 Multiplier............................................. ４８ 

Table 3-3 최종적으로 결정된 GMM 계수 .................................................................................. ７８ 

Table 3-4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GPS 위성 파라미터 ............................................................. ８０ 

Table 3-5 가상 사용자 위치............................................................................................................ ８１ 

Table 3-6 각 알고리즘의 위치 오차 및 보호 수준 ................................................................. ９３ 

Table 5-1 위성앙각에 따른 대류층 변화 표준편차 상한값 ..............................................１３２ 

Table 5-2 가시 위성 수에 따른 추정 딜레이........................................................................１４２ 

Table 5-3 시스템 행렬 구성에 따른 추정값 표준편차.......................................................１４７ 

Table 5-4 샘플링 간격에 따른 추정 딜레이 ..........................................................................１４９ 

Table 5-5 본 연구에 사용된 항법 요구성능 ..........................................................................１５１ 

Table 5-6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고장의 크기 및 속도.......................................................１６５ 

Table 5-7 고장 발생 크기에 따른 두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 차이 ...........................１７９ 

Table 5-8 각 알고리즘 계산 시간 .............................................................................................１８１ 

Table 5-9 항법 요구 성능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가용성 ................................................１８３ 

 



 

１０ 

 

1장.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가장 대표

적인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은 애초에 미국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의 군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나 개발이 완료

된 이후 현재는 민간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

이 알려져 있는 사용 분야는 차량 항법 시스템이지만 이 이외에도 해상 선박의 

항행 시스템, 측지 분야에서의 위치 측량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

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활용 분야는 항공기 항법 시

스템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에서는 새로운 표준 항행 시스템으로 CNS/ATM(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Air Traffic Management)이라는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였

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GNSS이고 앞으로 항공 항법에 미칠 

영향을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GNSS를 항공 항법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항법 시스템의 무결성 감시(integrity 

monitoring) 기능이다. 무결성 감시란 사용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법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시스템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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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업이 아닌 오작동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사용자에

게 경보 함으로써 사용자가 잘못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안전이 매우 중요한 비행기, 배 등의 운송 수단에서 사용할 항법 장치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GNSS는 매우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지만 

시스템의 고장을 검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기에는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상 기반 보강 시스템(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 기반 보강 시스템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수신기 자체 무결성 감시(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을 들 수 있다. 지상 또는 위성 기

반 보강 시스템들은 사용자가 기준국에서 생성된 보정정보 및 무결성 정보를 전

달 받아 자신의 항법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수신기 자체 무결성 감

시 기법은 사용자가 보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항

법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자신의 오차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GPS 현대화 직업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의 GLONASS가 재개발되

어 사용될 수 있으며, 유럽의 Gailieo도 개발 중에 있어 가까운 미래에 기존보

다 성능이 향상된 다양한 항법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항법 성능의 향상은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응

용분야보다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순항 (en route) 단계

부터 수평 항행 (LNAV, Lateral Navigation)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1-3]. 

이 알고리즘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위성에 고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수평 항행 등 수직 방향의 

성능 요구조건이 없는 항행 응용 분야에서는 556m 이상의 수평 위치 오차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유효할 수 있지만 수직 유도 (Vertical 

Guidance) 등 좀 더 높은 성능 (수직오차 허용범위 15~35m)을 요구하는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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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기존의 수평 유도 항행 단계에서는 오차허용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장으로 취급되지 않던 고장이 수직 유도 단계에서는 고장으로 취

급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장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무결성 감시를 활용한 

수직 유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법위성의 다중 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는 가시 위성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다중 고장의 

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단일 가설(Single Hypothesis)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

즘 및 항법위성의 다중 고장을 고려한 다중 가설(Multiple Hypothesis)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특성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

로운 다중 가성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연구 동향 

GNSS 무결성 관련 연구는 수신기 자체 무결성 감시(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미국 항공 무선 기술 위원회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의 특별 위원회 

(Special Committee) 159는 항공기가 GP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시스템의 이상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는 수많은 항공기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위험을 가질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를 검출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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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신기 내부에서 여분의 측정치(redundant measurement)를 사용하여 사용

된 측정치들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RAIM이라 하고 대표적인 방

법으로 Y. Lee의 거리 및 위치 비교 기법[5], B.W. Parkinson과 P. Axelrad의 

거리 잔차를 이용한 최소 자승 잔차 기법[6], M. Sturza의 패리티(parity) 기법

[7]이 있다. 이 방법들은 한 epoch의 측정치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G. Brown

에 의해 수학적으로 동일함이 증명되었다[8]. 위성의 배치와 RAIM 알고리즘을 

통해 올바르게 고장을 검출하고 제거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하는 가용성에 대한 

연구가 A. Brown[9], Y. Chin et al.[10], K. Van Dyke[11]에 의해 연구되었다. 

R.G. Brown과 G.Y. Chin은 중요한 무결성 관련 파라미터의 하나인 수평 보호 

수준(horizontal protection level)의 개념을 사용하였다[12]. 이 방법들은 GPS

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의 무결성 감시 기법들이다. GPS와 다른 시스템간의 결

합을 통해 무결성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들도 계속되었다[13-17]. 

다중 시간의 측정치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칼만 필터(KF, Kalman filter)를 

이용한 방법[18-20], CUSUM(Cumulative Sum)을 이용한 방법[21] 등이 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이 방법들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측정치 오차를 고려

하였다. [22-26]에서는 GNSS의 오차 분포가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두꺼운 꼬리 분포를 고려하는 오차 분포 모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그에 맞는 정규 

분포 모델을 결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정규 분포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단, 

[26]에서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 수준을 계산하면 정규 분

포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보호 수준이 50%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였

다. [27-29]에서는 칼만 필터와 달리 측정치 잡음이 비정규 분포를 이룰 때에

도 활용 가능한 Gaussian Sum Filter (GSF), Particle Filter (PF) 등을 활용하여 

검출 성능과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들은 동시에 하나의 위성에서만 고장이 발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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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가설 하에 설계된 방법으로 동시에 두 개이상의 위성에서 고장이 발생한다

면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0]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수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31-42]에서는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다중 고장 발생시에

도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4절에서 하도록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크게 두 개의 연구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반송파 위상 측정

치의 비정규 오차 분포를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항법 위성의 다중 고장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으로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연구주제인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비정규 오차 분포를 고려한 사용

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27-29]에서 제안된 의사거리 기반 알고리즘을 반

송파 위상 측정치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반송파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CRAIM, Carrier Phase-based RAIM)에 대한 내용이다. GNSS 의

사거리 측정치 잡음과 마찬가지로 반송파 위상의 측정치의 잡음도 정규분포보다 

꼬리 쪽의 확률 분포가 두꺼운 heavy-tailed 분포를 갖는다[43]. 본 논문에서

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계수 최적화(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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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GMM의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기존의 반송파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측정치의 정규분포

를 가정하고 Weighted Least Squares (WLS) 기법이나 칼만 필터를 활용하여 

측정치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위치해의 보호수준을 추정한다. 이 경우 실제 

오차 양상과 기존 알고리즘에서 가정한 오차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무결성 성

능의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무결성 감시 분야는 꼬리쪽 확률분포의 추정

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반송파위상 기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이러한 상

황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법들은 아래와 같다. 

- 단일 에폭  기법 (SSX2, Snapshot  method) 

- 칼만 필터  기법 (KFX2, Snapshot  method) 

- 칼만 필터 개별 잔차 검사 기법 (KFIR, Kalman Filter Individual Residual 

Method) 

위의 세 가지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 총 4개의 알고리즘을 병렬로 처리

하여 주어진 상황에서의 오차 검출 성능과 위치정확도, 보호수준을 비교하고 각

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주제인 다중 고장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이 

논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 에폭의 측정치와 관측행렬의 변화율을 활용

하여 에러 벡터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여 사용자의 무결성 감시를 수행한다. 이러

한 방법은 [33, 3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나, 이웃한 에폭 간의 관측 행렬의 

변화가 매우 작기 때문에 ill-conditioned problem을 풀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수 km 정도 크기의 고장만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순차적 기법으로 에러 벡터

를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 사용된 여러 에폭의 측정치에 포함된 에러 벡

터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 위성의 고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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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한 크기를 갖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에

러벡터를 추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첫 번째로 위성의 고장 형태를 constant bias 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램프 

오차(Ramp error)로 가정하여 실제의 고장 형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또한 ill-conditione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 행렬의 구성 방법 

및 측정치 샘플링 간격에 따른 시스템 컨디션 넘버와 추정치 잡음 수준을 분석

하여 최적의 시스템 행렬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가 극히 

조금 변하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시스템 행렬을 구성하더라도 ill-

conditioned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Ill-conditioned 시스템에서 측

정치의 잡음이 크게 될 경우 추정치의 잡음은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에 따

라 대폭 증폭되어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추정치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알고

리즘 자체의 강건성도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측정치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Relative RAIM (RRAIM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치의 잡음 수준을 대폭 감소시켰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의 다중 가설 무결성 알고리즘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Range Consensus (RANCO)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모태가 된 

Multiple Hypothesis Sequential RAIM (MHSR)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

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중 GNSS 환경을 고려한 GPS와 Galielo 위성을 

활용하였다. 측정치에 다양한 형태의 오차를 임의의 위성에 삽입하여 각 알고리

즘의 반응 형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고장 검출 성능과 계산 시간을 

비교하였다. 또한 보호수준 도출을 통한 가용성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

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위성항법시스템 무결성 감시에 대한 소개, 단일 가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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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감시 (Single Hypothesis RAIM), 다중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Multiple Hypothesis RAI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램프 오차 검출이 가

능하도록 개선된 다중 가설 순차적 사용자 무결성 감시,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

과 및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 위성항법시스템 무결성 감시 부분에서는 무결성 감시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우선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차 요인과 위성항법 시스템 위치해 결정 원

리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GNSS 항법 요구성능, 기본적인 기준국 무결성 감

시 기법과 사용자 무결성 감시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단일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수많은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WLS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CRAIM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와 기존 CRAI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GSF를 활용한 CRAIM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다루도록 한

다. 

 4장에서는 기존의 다중 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들의 장단

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Multiple Hypothesis Solution 

Separation (MHSS) 기법, RANCO, MHSR 기법을 다루도록 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알고리즘

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

차원 문제에 대한 예시와 이를 항법시스템에 맞도록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ill-conditioned 문제를 풀기위한 기법, RRAIM 적용 

기법, 보호 수준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１８ 

 

 

 

4. 연구 결과의 기여도 

 

1) 비정규 측정치 오차를 고려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

법 제안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비정

규 오차 분포를 고려한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비정규 

측정치 오차를 다루기 위해 측정치 오차 분포를 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모델링하여 고장 검출 및 보호수준 추정을 위한 Gaussian Sum Filter 

(GSF)를 구성하였다. GSF는 그 동안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의 장점들만

이 부각되어 왔지만 본 논문에서 비정규 측정치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GSF의 활용 범위를 넓혔고 이는 많은 연구자들

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어진 임의의 오차 분포에 대한 GMM의 모델링을 위한 새로운 계수 

설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GMM 계수 결정에는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maximum-likelyhood estimation을 구하는 Expectation Maximization (EM) 기

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해당 기법은 꼬리 부분의 확률 분포를 좀 더 정밀하

게 추정하여야 하는 무결성 감시 분야에서는 활용되기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

서는 꼬리 부분 확률 분포에 가중치를 둔 성능 지수를 설정하고 계수 최적화 기

법을 통해 최적의 GMM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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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알고리즘들을 병행 구현하여 제안된 방법의 결과와 비

교함으로써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에폭의 측정치만을 이용했을 때와 필터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 차이, 잔차를 통

합한 판단 변수를 이용했을 때와 잔차 각각을 개별적으로 검사했을 때의 차이, 

오버바운드 된 정규 분포를 사용했을 때와 실제 오차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차

이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무결성을 해지지 않으면서도 정확

성 및 가용성 성능을 기존 방법들에 비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2) 램프 오차를 고려한 다중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 제안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 대비하여 다중 고장을 고려한 새로운 무결성 감

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에 앞서 기존의 단일 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과 다중 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특성 및 한계점을 비교,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한계를 수학적, 기하학적으

로 분석 함으로써 위성항법시스템에서의 고장과 이에 대한 검출 및 식별에 대한 

이해 범위를 넓혔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측정치 잔차 정보만을 활용하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달리 

여러 에폭의 측정치 잔차와 관측 행렬의 변화를 활용하여 고장의 크기 자체를 

검출하기 때문에 검출 성능이 고장의 형태, 고장 위성의 조합,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다중 고장 발생 시에도 단일 고장 발생 시와 

동일한 수준의 검출 성능을 유지 할 수 있으며, 고장 위성의 식별이 용이하여 

계산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고장 검출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행렬 최적화 및

RRAIM 측정치의 적용, 측정치 샘플링 간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제안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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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순차적 다중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에 비해 약 1/300 수준의 고장을 검출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

를 통해 처음으로 실제 상황에서 에러 벡터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으로 무결성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에러 

벡터 자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무결성 감시 분야뿐만 아니라 

고장의 발생 형태 분석 및 통계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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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위성항법시스템 무결성 감시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되는 GNSS의 무결성 감시 기능에 대한 소

개를 한다. GNSS가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오차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의 무결성 감시 기능이 이러한 오차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봄으로

써 다음 장부터 전개해 나갈 내용에 배경을 제시한다. 

 

 

 

1. 위성항법시스템 오차 요인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차 요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나열된 오차 요인들은 GPS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차 요인들이며 다른 

개발 중인 시스템들도 유사한 오차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운용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1) 위성 궤도 오차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법 

위성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위치는 위성에서 방송하는 신호에 항법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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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navigation message)에 실려 궤도 정보 파라미터(ephemeris parameter)

를 통하여 전달된다. GPS의 경우 5개의 지상 감시국(monitor station)에서 위성 

신호를 수집하여 운용 제어 센터(Operational Control Center)에서 위성 궤도 

정보 및 시계 오차 파라미터들을 추정한다[44]. 따라서 이에 따른 관측 오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사용자가 위성 신호를 통해 받은 궤도 정보를 가지고 위성

의 위치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와는 다른, 오차를 포함한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이 오차가 위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에도 그만큼의 오차가 포

함된다. 

2) 위성 시계 오차 

위성 시계 오차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위성에는 정확

한 시간 계산을 위한 원자 시계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 오차의 크기는 2 m 미만

이다. GPS의 경우 고의 잡음(SA, selective availability)이 섞여 있을 때는 이 

오차가 모든 오차 중에 주요한 오차 요인이었으나 2000년에 고의 잡음이 제거

됨으로써 이 오차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위성 궤도 및 시계 오차는 DGPS를 통

해 보정이 가능하다. 

3) 전리층 지연 (Ionospheric delay) 

전리층은 지상 50km에서 1,000km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자와 이온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성에서 발사된 신호가 전리층을 통과하면 그 속의 자유 전자

에 의해 신호의 특성이 달라진다. 의사 거리의 경우에는 지연 효과가 반송파 위

상의 경우에는 앞섬 효과가 오차로 작용한다. 전리층에 의한 오차는 일반적으로 

낮에는 20～30 m, 밤에는 2～3 m 정도다. SA가 제거된 이후 가장 큰 오차 요

인으로 비중이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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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파수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1,L2 주파수의 반송파 도착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오차 보정이 가능하다. 단일 주파수 수신기의 경우에

도 위성의 항법 메시지로 전송되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Klobuchar model에 

적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약 60%정도의 오차만 제거가 가능하다. 기준

국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100km 이내)에서는 DGPS를 통해 보정이 가능하다. 

전리층의 영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모델이나 보정 정보를 

이용하여 완화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존재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전리층 폭풍(ionospheric storm)과 전리층 섬광

(scintillation) 등이 있는데 이 현상들은DGPS의 성능이나 수신기의 위성 신호 

수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

행 중이다. 

4) 대류층 지연 (Tropospheric delay) 

이 오차는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 발생한다. 대류층의 기압, 온도, 습도 등의 

상태에 따라 전파의 속도가 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오차이다. 대류층 지

연의 크기는 낮은 앙각에 대해서 30여 m까지 커질 수 있지만, 측정된 온도, 습

도, 기압 등의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모델을 적용하면, 0.1 m 이내로 오차를 제

거할 수 있다. DGPS를 통해서도 보정이 가능하다.  

 

5) 다중 경로 오차 (Multipath) 

전파가 주변 장애물로 인한 반사와 회절을 통해 여러 경로로 수신기에 도달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오차이다. 사용자의 주변 환경에 따른 오차로, 외부의 정

보를 통해서 보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반송파 위상의 경우 수 cm정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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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치의 경우 수 m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의 경우는 적절

한 장소 선정과 하드웨어(수신기/안테나) 설계로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DGPS 

등의 보정 항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6) 수신기 관련 오차 

각 채널의 하드웨어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채널 간 바이어스 (interchannel 

bias), 모델링이 되지 않은 열 잡음(thermal noise), 소프트웨어 상의 오차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오차들은 오차 조정(calibration)이나 필터(filter) 등을 사

용함으로써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사용자에 따라 다른 오차 요인으

로 DGPS 등으로 보정이 불가능하다.  

7) 고의 잡음 (Selective Availability) 

보안을 이유로 미 국방성에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오차다. 이로 인해 민간 

사용자가 GP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치 정확도는 오차가 100m 수준이었으며, 

제거되기 이전에는 가장 큰 오차 요인이었다. 이러한 고의 잡음은 2000년 5월 

1일, 백악관 발표와 함께 제거되었으며 2001년 10월에 발표된 SPS 성능에 관

한 표준에 따르면, SA제거 이후 수평 오차는 13 m 이하(95%), 수직 오차는 22 

m 이하(9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8) 위성 배치에 의한 영향  

GPS에서는 위성의 위치와 위성과 사용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이 때 위성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회

전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위성의 개수와 배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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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되고 이는 최종적인 위치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위성의 배치에 

의한 영향을 DOP(dilution of precision)이라고 하고 앞에서 제시된 거리 영역에

서의 거리 오차 성분에 DOP를 곱함으로써 대략적인 사용자의 위치 오차를 예

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수식은 2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Table 2-1 GPS 위치오차 (SA 제거 후)[44] 

 1 σ 오차 (m) 

오차 요인 바이어스  랜덤 총 

위성 궤도 오차 2.1 0.0 2.1 

위성 시계 오차 2.0 0.7 2.1 

전리층 지연 4.0 0.5 4.0 

대류층 지연 0.5 0.5 0.7 

다중 경로 오차 1.0 1.0 1.4 

수신기 잡음 0.5 0.2 0.5 

사용자 거리 오차 5.1 1.4 5.3 

필터링 된 오차 5.1 0.4 5.1 

수직 1 σ 오차 VDOP=2.5 12.8 

수평 1 σ 오차 HDOP=2.5 10.2 

 

 

 

2. GNSS 위치해 결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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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를 사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본 원리는 사용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 GNSS 위성의 위치와 각 위성으로부터 사용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삼각 측량법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GNSS의 측정치는 의사 거리고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u

i
u

i
uu

iii
uu

iii
u vTIBbb +++++-×-+= )d(])d[( eRRRr   (2.1) 

r : 의사 거리 

R : 항법 메시지에서 제공하는 위치 벡터 T)( zyx=  

Rd : 위치 오차 벡터 

e : 방향 벡터 

b : 항법 메시지에서 제공하는 위성 시계 오차 

bd : 제거되지 않은 위성 시계 오차 

 

B : 수신기 시계 오차 

I : 전리층 지연 

T : 대류충 지연 

v : 기타 오차 및 잡음 

i)( : i 번 째 위성 

u)( :사용자 

 

측정치들을 좌변으로 미지수와 오차 성분들을 우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고 

오차 성분들을 식 (2.3)과 같이 하나의 항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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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시 위성에 대한 측정치들을 모아서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식 (2.4)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 +z Hx v  (2.4) 

이 때 각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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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때 MN 은 측정치의 개수를 의미한다. 미지수는 식 (2.6)를 가중 최소 자

승법(weighted least square method)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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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HWHHx T1T )(ˆ -=  (2.6) 

이 때 행렬 W는 측정치 오차의 분산 행렬의 역행렬이다. 

T 1(E[ ])-=W vv  (2.7) 

 

 

 

3. 위성항법시스템 무결성 감시 (GNSS Integrity Monitoring) 

1) 항법 요구 성능 (RNP,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위성 항법 시스템의 성능 판단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 정확성(Accuracy), 무결성(Integrity), 연속성(Continuity), 가용성

(Availability) 

① 정확성 

정상 상태에서 실제 사용자 위치와 항법 시스템으로부터 구해진 위치 사이에 

존재하는 오차로서, 네 가지 성능 요소 중에서 가장 간단히 계산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능 지표이다. 정확성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

확하게 알고 있는 위치에서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치해를 구하고 이를 실제 

위치와 비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위치 오차의 95%를 포함하는 

크기를 가지고 정확성 성능을 나타낸다. 정확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위치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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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세 가지 성능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② 무결성 

시스템이 항법 장치로서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일정한 시

간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alarm)해 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

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오동작을 발견하고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

에 실패한 경우를 무결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고장의 정의 안에는 시스템 자체의 고장이 일어난 경우와 시스템이 

정상 상태라 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큰 위치 오차가 포함된다. 

③ 연속성 

항법 장치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단 없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연속성의 상실은 시작 단계에서 항법 장치가 원하는 성능을 발

휘하여 주어진 임무의 수행 단계에 돌입한 이후 주어진 임무를 끝마치기 이전에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무결성 검증 

결과 시스템의 이상이 선언된 경우, 항법 장치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 등을 포함

한다. 

④ 가용성 

항법 시스템을 주어진 임무에 따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며 이용할 수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가용성의 상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이 가능하다. 

연속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법 장치의 작동이 중단된 경우나, 가시 위성 부

족으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무결성 검증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고장을 검출하였지만, 이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가용성이 상실되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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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GNSS 항공 사용자 요구 성능 

정의된 각 성능 파라미터들은 각 응용 분야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항공 사용자들에 대한 공간 신호 요구 성능이다[45]. 

 

Table 2-2 공간 신호 성능 요구조건 

작업 

95% 

수평 

정확도 

95% 수직 

정확도 
무결성 

경보 

시간 
연속성 가용성 

항로 3.7km N/A 1-10-7/h 5min 

1-10-4/h 

 ~1-10-8/h 

0.99 

~0.99999 

항로 

터미널 

0.74km N/A 1-10-7/h 15s 

1-10-4/h  

~1-10-8/h 

0.999 

~0.99999 

초기/중간/비정밀 

접근 

출발 

220m N/A 1-10-7/h 10s 

1-10-4/h  

~ 1-10-8/h 

0.99 

~0.99999 

APV-I 220m 20m 1-2×10-7/ 10s 1-8×10-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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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6/15s ~0.99999 

APV-II 16.0m 8.0m 
1-2×10-7/ 

approach 
6s 

1-8×10-

6/15s 

0.99 

~0.99999 

CAT-I 16.0m 

6.0m 

~4.0m 

1-2×10-7/ 

approach 
6s 

1-8×10-

6/15s 

0.99 

~0.99999 

 

 

2) 무결성 감시 (Integrity Monitoring)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항법해를 얻기 위해서 위성 항법 시스템은 무결성 감

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성 항법 시스템의 무결성 감시 기능은 크게, 

이상 검출(anomaly detection)과 오차 추정(error estimation)의 두 가지 기능으

로 나눌 수 있다. 이상 검출이란 항법에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을 검출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Figure 

2-1은 GBAS, SBAS 등의 보강 시스템의 기준국 그리고 이 시스템들의 사용자 

또는 단독(standalone) 사용자 내에서 수행되는 무결성 감시 기능에 대해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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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무결성 감시 기능 

 

3) 기준국 무결성 감시  

① 이상 검출 및 제거 

항법 시스템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판단 변수(decision variable)를 계산

하고 이를 특정한 작업(정밀 접근, 비정밀 접근, 항로 등)에 대해 주어진 무결성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된 기준값(threshold)와 비교한다. 판단 변수가 기

준값보다 클 때, 시스템은 해당 측정치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출된 고장

을 제거한다. 만약 고장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항법 시스템은 현재 계산된 위

치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독립적인 항법해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준국 및 사

용자에서 사용되는 여러 감시 기능들이 하는 작업들은 다음과 같고 본 논문과 

관련된 감시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3장과 0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i. 신호 품질 감시 (SQM, Signal Quality Monitoring) 

위성 신호 자체의 품질을 감시한다. 이 감시에서는 다중 상관기(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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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or)를 이용하여 신호 왜곡 (signal deformation) 여부를 감시하고 의사 

거리와 반송파 측정치 간의 발산(divergence)를 감시한다. 

ii. 데이터 품질 감시 (DQM, Data Quality Monitoring) 

수신기에서 수신한 항법 데이터(navigation data)가 올바르게 전송되고 디코딩

(decoding) 되었는지 검사한다.  

iii. 측정치 품질 감시 (MQM, Measurement Quality Monitoring) 

위치해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의사 거리 및 반송파 측정치에 이상이 있는지

를 검사한다. 측정치 신호의 세기, 측정치 오차의 절대적인 크기나 변화율 등이 

평소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검사함으로써 측정치의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iv. 다중 수신기 일관성 검사 (MRCC, Multiple Receiver Consistency Check) 

보강 시스템의 기준국에서는 수신기 고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수

신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한 기준국에 설치된 수신기들이 일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하는지 검사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수신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v. 수행 감시 (EXM, Excutive Monitoring) 

i~iv에서 수행된 결과를 이용하여 계속 보정 정보 계산에 사용될 데이터 또는 

측정치를 선택하고 이상이 검출된 측정치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② 오차수준 추정 

시스템은 계산된 위치해의 실제 오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의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위치해 계산에 사용되는 측정치와 보정치의 오차 수준을 결정해

야 한다.  



 

３４ 

 

i. pr_gnds
 

지역 보정 시스템에서는 의사 거리의 보정치와 함께 보정치 오차의 표준 편

차를 제공한다.  

 

ii. 사용자 보정 거리 오차 (UDRE, User Differential Range Error) 

광역 보정 시스템에서는 위성의 궤도 및 시계 오차의 보정치를 벡터 형식으

로 추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방송하는데 이 보정치들의 오차를 거리 영역으로 

정사영했을 때의 오차 수준을 계산하여 같이 방송한다. 

iii. 격자 전리층 수직 오차(GIVE, Grid Ionospheric Vertical Error) 

광역 보정 시스템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보정 정보는 전리층 지연 효과에 대

한 보정치와 오차 수준이다. 넓은 지역의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의 격자점을 정의하고 각 격자점에 맞는 보정 정보를 

제공한다. GIVE는 각 격자점에서의 수직 전리층 지연 보정치에 대한 오차 수준

이다. 

 

4) 사용자 무결성 감시 (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① 수신기 자체 무결성 감시(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사용자 수신기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위치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분의 측정

치를 이용하여 현재 계산에 사용된 측정치들이 정상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지 판

단하는 과정이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측정치를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위치해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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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해를 사용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맞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 

  

② 보호수준 (Protection Level) 

기준국에서 제공한 보정치와 수신기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구한 위치해의 실제 오차

를 알 수 없다. 사용자는 위치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준국에서 제공한 

보정치의 오차 수준과 측정치의 오차 수준을 이용하여 위치 오차의 오차 수준을 

추정하고 이 값을 보호 수준(protection level)이라고 한다. 계산된 보호 수준은 

특정 작업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경보 한계(alert limit)와 비교하여 계산된 위치

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오차 수준들을 정확하게 추

정하는 것은 항법 시스템의 가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2 에서는 보호 수준의 개념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된 각 위성에 대

한 측정치의 거리 영역에서의 오차 수준들과 위성의 배치를 통해서 사용자의 위

치 영역에서의 오차 수준을 계산하면 이 값이 보호 수준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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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보호수준의 개념 

 

Figure 2-3 보호수준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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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단일 고장만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항법위성의 단일 고장만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에 대해 설명한다. 1절에서는 기존의 의사거리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

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기존 알고

리즘의 한계 중 일부를 개선한 GSF를 이용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절에서는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1절에서 설명된 GSF를 이용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에 적용하기 위하

여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의사거리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1)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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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c  분포를 이용한 RAIM, 즉 

사용자의 고장 검출 및 제거 (Fault Detection and Exclusion, FDE) 기법과 보

호 수준 추정 방법을 설명한다. 

①  고장 검출 및 제거 

i. 판단 변수 

일반적으로 RAIM에서는 2c  분포를 따르는 판단 변수를 이용한다. 이 기법들

은 오차 가중 제곱합(WSSE, weighted squared sum of error)이라 불리는 잔차

들의 제곱합을 판단 변수로 사용하고 이 판단 변수는 측정치의 개수로부터 결정

되는 자유도를 가지는 2c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잔차는 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측정치가 가져야 하는 값과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의미한다. Figure 3-1은 각 

위성에 대한 측정치와 사용자 위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왼쪽 그림은 이상

적인 상황에서의 측정치를 보여준다. 오차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측정치는 실

제 위성과 사용자 간의 거리와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확한 거리에 일정한 오차가 더하거나 빼어진 측정치를 가질 것이

다. 이 때는 Figure 3-2의 왼쪽 그림과 같이 실제 위치와는 차이가 있는 위치

해가 계산되고 계산된 위치해로부터 위성간의 거리와 이 때 측정치의 차이를 잔

차의 추정값으로 생각한다. 측정치의 오차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오차라면 추정 잔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여 오차가 큰 측정치를 가지게 

되면 위치해는 실제 위치와 큰 차이를 가지게 되고 추정 잔차들도 일반적인 상

황에 비해 큰 값들을 가지게 된다.  

이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잔차 벡터는 2장 2절의 수식을 이용하면 다

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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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잔차들의 가중 제곱합을 구하고 이를 판단 변수로 사용한다. 이 때 판단 

변수는 WSSE(Weighted Squared Sum of Error)으로 표시한다. 이 때 하첨자 

SS는 snapshot을 뜻하는 것으로 칼만 필터를 이용했을 때의 WSSE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SS

WW

WSSE=
--= ++ zHIWHIzWrr ][][ TTT

 
(3.2) 

이 때 WSSE는 자유도가 측정치의 개수 빼기 4인 2c  분포를 따르게 된다. 

)4(~ 2 -MSS NWSSE c   (3.3) 

이 방법의 수식 유도와 증명은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6, 46].  

 

한편 칼만 필터를 이용한 방법도 위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칼만 필터는 

식 (3.5)의 시간 전파(time propagation)과 식 (3.6)의 측정치 업데이트

(measurement update)과정을 통해 정확한 상태 변수와 그의 공분산을 계산해 

가는 과정이다. 

이 때 시스템의 시간 전파 모델이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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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k k k k- -= +x F x n  (3.4) 

x : 상태 변수 벡터 

F  : time propagation 함수 

n : process noise 

k)( : k 번째 기(epoch) 

1ˆ~
-= kkk xFx , 1

T
1

ˆ~
-- += kkkkk QFPFP  (3.5) 

P : 상태 변수의 공분산 

Q : process noise 의 공분산 

)~( : 시간 전파에 의한 추정값 

)̂( : 측정치 업데이트에 의한 추정값 

 

)~()(ˆ~ˆ 1T
kkkkkkkk xHzRHPxx -+= -

, 
11T1 ])()~[(ˆ --- += kkkkk HRHPP  

(3.6

) 

R : 측정치 오차의 공분산 

 

이 때 잔차는 이전 에폭의 상태 변수를 통해 추정된 현재 에폭 측정치의 예

상값과 실제 측정치와의 차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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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 xHzr ~-=  (3.7) 

이 잔차를 이용했을 때의 판단 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Fkkkkkk WSSE=+ - rHPHRr 1TT )~(  
(3.8) 

 계산된 판단 변수는 역시 2c  분포를 따르지만 이 때의 자유도는 측정치의 

개수와 같다. 

)(~ 2
MKF NWSSE c   (3.9) 

 

 

Figure 3-1 사용자 실제 위치와 의사거리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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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사용자 추정 위치와 잔차 

 

ii. 검출 기준값 설정 

2c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특정한 오경보율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준값

( 2c
T )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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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x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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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WSSE의 분포와 고장 검출 기준값 

 

② 보호수준 추정 

GBAS, SBAS 등의 보강 시스템의 사용자 시스템은 무결점 보호 수준 0XPL

과 고장 포함 보호 수준 1XPL 을 계산해야 한다. 고장 포함 보호 수준은 하나

의 측정치에 고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보호 수준을 의미한다. 

GBAS 관련 표준 문서에는 기준국 수신기에서 유발된 고장만을 가정하고 있지

만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위치해 추정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치들에 포함될 수 

있는 고장을 고려한다. 정규 분포를 가정한 단일 에폭 기법에 대한 보호 수준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GNSS에서 측정치 방정식은 식 (2.4)에서 선형 함수로 

표현하였다. 상태 변수 벡터는 식 (2.6)과 같이 가중 최소 자승법에 의해 추정

되고 추정 오차는 식 (3.11)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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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x += Wˆd , 
T1T WHWH)(HH -+ =W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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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x̂d : 추정 오차 

W : 가중치 행렬 

 

고장에 의한 바이어스 T가 측정치 j에 포함되었을 때 위치해의 추정 오차는 

다음 식과 같이 바이어스에 의한 항(deterministic)과 잡음에 의한 항(statistic)

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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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오차의 기대값은 식 (3.14)와 같이 바이어스 T의 함수이고, 측정치 잡음

의 표준 편차로부터 공분산 행렬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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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식으로부터 보호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 먼저 고장이 없다는 가정을 했을 

때의 보호수준 0HPL 와 0VPL 는 식 (3.16), (3.17)을 통해 계산한다. H와 V는 

각각 수평(horizontal)과 수직(vertical)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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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이 때 사용된 표준 편차 값들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1
2,2

1
1,1

2 )()( -- += WHHWHH TT
hs  

(3.18) 

1
3,3

2 )( -= WHHT
vs  

(3.19) 

고장에 의한 바이어스 T가 측정치 j에 포함되었을 때의 보호 수준은 식 

(3.20), (3.21)로 계산한다[47]. jXPL1 는 j번 째 측정치에 고장에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보호 수준이다. 이 보호 수준은 한 번에 하나의 위성에서만 고장이 발생

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 고장 검출 기능이 검출하지 못한 고장이 포함된 위치해

가 계산되었을 때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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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 표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보호 수준을 ,n0XPL , ,n1XPL , 

j
bXPL 로 나타내었다. 이 때 하첨자 n은 잡음에 의한 성분, b는 고장으로 발생

한 바이어스에 의한 성분을 의미한다.  

한 편, 이 때 계산에 포함된 계수들은 GBAS와 SBAS에 대해 각각 Table 

3-1과 Table 3-2에 나타내었다. SBAS에 대한 계수들은 정밀 접근에 사용되는 

값들이다.  

 

Table 3-1 GBAS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에 사용되는 Multiplier 

기준국 수신기 개수 2 3 4 

ffmdk  5.762 5.81 5.847 

mdk  2.935 2.898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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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BAS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에 사용되는 Multiplier 

 수평 수직 

ffmdk  6.0 5.33 

mdk  3.29 

 

칼만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hs 과 vs 만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하고 나머지는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2,2(ˆ)1,1(ˆ2 PP +=hs  
(3.22) 

)3,3(ˆ2 P=vs  
(3.23) 

 

2)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의 한계 

위에서 설명한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은 항법해와 측정치 간의 일

관성을 검사하여 항법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

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문제를 모델링하는 푸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①  단일 고장 가정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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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에 정의된 항행 단계에서 항로 단계에서부터 비정밀 접근 단계까지 

사용되고 있다[1-3]. 따라서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들은 동시에 하나

의 위성에서만 고장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사용자 무결성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항법위성의 단일 고장 가정으로 인해 기존의 방법들은 

비정밀 접근과 같은 수평 위치오차의 허용한계, 즉 수평 보호 한계(Horizontal 

Alert Limit) 가 556m 이상되는 항행 단계에서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

밀 접근과 같은 수직 유도를 필요로하는 항행 단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수직 유도를 위한 오차한계, 즉 수직 보호 한계(Vertical Alert Limt)은 

15~35m로 수평 유도를 위한 보호 한계보다 훨씬 작은 값이고, 따라서 수평 유

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크기의 고장도 수직 유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GNSS를 이용한 수직 유도를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위성에서 고장이 발

생할 확률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0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②  측정치 잡음을 정규분포로 가정 

위성 기반 보강 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과 지

상 기반 보강 시스템(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GNSS 기반 시스템들에서 의사 거리 측정치의 오차는 정규 분포로 가

정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오차 분포의 중심(core) 부분은 정

규 분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지만 꼬리(tail) 부분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비해 

두꺼운 분포(heavy-tailed)를 가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두꺼운 꼬리부분은 

주로 지면에 반사된 다중 경로(multipath), 혹은 수신기 및 안테나의 시스템 상

의 오차에서 비롯된다[22]. 이러한 측정치의 비정규 분포 잡음 특성은 결과적으

로 사용자의 무결성 및 가용성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3)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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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거리 측정치만을 활용 

대부분의 위성항법시스템 사용자는 항법해 계산을 위해 의사거리 측정치를 

거리 측정치로 사용한다. 의사거리 측정치는 수 미터 정도의 잡음 수준을 갖기 

때문에 GBAS나 SBAS 등을 이용하여 오차를 제거하더라도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에 따라 수 m의 위치 오차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의사거리를 기반으로 한 

항법해는 고정확도,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응용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응용분야에서는 정밀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하게 된다. 반송파 위

상 측정치는 주로 측지 및 측량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항법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

다[48-58]. 

3) Gaussian Sum Filter를 활용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앞서 설명하였듯이 의사거리 측정치의 잡음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로 가정되

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정규분포를 따르지는 않는다. [23, 26-29]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측정치 오차 분포를 비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이를 

Gaussian Mixture 모델을 이용하거나 Monte-Carlo 기법을 활용하여 무결성 

감시를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측정치 오차분포에 대한 분석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본다. 

① 두꺼운 꼬리 분포 

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오차 분포의 중심(core) 부분은 정규 분포와 비슷한 특

성을 가지지만 꼬리(tail) 부분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비해 두꺼운 분포(heavy-

tailed)를 가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3, 

25]은 중심 부분은 정규 분포로 꼬리 부분은 라플라시안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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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GL, Gaussian Core-Laplacian Tail Model)을 사용하여 LAAS의 측정치 

오차를 표현하였다. 또한 [26]에서는 WAAS 사용자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보정 오차가 꼬리 부분에서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였고 이를 

위해 두 개의 정규 분포의 합으로 측정치의 오차 분포를 나타내는 가우시안 혼

합 모델 (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하였다. [24]에서는 Normal Inverse 

Gaussian 모델을 사용하였다. 

② 시그마 오버바운딩 (Sigma Overbounding) 

2장에서 설명한 대로 무결성 감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측정치 오차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차 수준을 실제보다 작게 알고 있

을 경우에는 실제 위치 오차가 보호 수준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결성 위험

(integrity risk)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보다 크게 알고 있을 경우에는 무결성에

는 문제가 없지만 보호 수준이 커지게 되어서 시스템의 가용성이 떨어질 수 있

다[59]. 하지만 이 중에도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결성이기 때문에 일

단 무결성은 만족하도록 오차 수준이 커야 하고 그 상태에서 보다 높은 가용성

을 가지게 하기 위해 실제 오차 수준과 근접하도록 오차 수준을 최대한 좁게 추

정해가야 한다. 무결성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들은 구현을 간단하

게 할 수 있는 시그마 오버바운딩 기법을 사용한다[25, 60, 61]. 오버바운딩이

란 팽창 계수(INF, inflation factor)를 찾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고 이 때 팽창 

계수란 오버바운드된 표준 편차( overs )와 측정 표준 편차(s ) 간의 비율을 의미

한다.  

ss ×= INFover  (3.22) 

오버바운딩의 필요성은 매우 엄격한 GNSS 무결성 요구 조건으로부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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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장에서 보인 것처럼 오경보율( faP ), 고장 검출 실패율( mdP ) 등의 요구 조건

이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 표본의 개수나 두꺼운 꼬리 분포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가 일반적인 통계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보다 클 수 있다. 

i. 표본 개수의 부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렇게 작은 확률을 나타낼 만큼의 표본의 개수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GNSS의 오차 분포는 위성의 앙각 

(elevation), 방향각 (azimuth), 지역 시간 (local time), 계절 변화 (seasonal 

vari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변할 수 있다[22].  

따라서 각 요소가 같은 순간의 데이터들을 모아 이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910-  수준의 값까지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개

수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오차 분포를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

을 보상하기 위해 팽창 계수가 필요하다. 

ii.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 GNSS 측정치 오차 

만약 오차 분포가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표본 개수에 의한 문

제는 감소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정규 분포가 아닌 두꺼운 꼬리 분포

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GBAS에서의 팽창 계수는 식 (3.23)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M

은 식 (3.24)을 통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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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rue x : 관측된 실제 오차분포 

),;(PN cmx : 평균 m, 분산 C인 정규 분포 

 

이 때, ffmdP 또는 ffmdk 는 시스템이 수행할 작업, 사용할 보정 시스템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ffmdk 는 GBAS 또는 SBAS 사용자가 무결점 보호 수준

(fault-free protection level)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승수이다[3, 47]. 이 승수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보호 수준을 계산하게 되면, 이 때의 보호 수준은 실제 

위치 오차를 ffmdP-1 의 확률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정규 분포가 아닌 실제 

분포를 사용했을 때와 정규 분포를 사용했을 때 이 확률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꼬리 부분의 누적 확률 분포가 2/ffmdP 가 되도록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를 증

가시켜 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 사용된 승수는Table 3-1, Table 3-2 

에서 제시하였다. Figure 3-4는 이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일

반적인 정규 분포와 그와 같은 표준 편차를 가지는 GL 분포의 한쪽 꼬리 확률

(one-side tail probability)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3-5는 [25]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실제 오차 모델인 GL와 

오버바운드 된 정규 분포(OG, overbound Gaussian)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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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제안된 모델에 대한 식은 식 (3.25)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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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n : 의사 거리 오차 

s : 의사 거리 오차의 표준편차  

s58.2=trn : 정규분포에서 라플라시안 분포로의 전이점(transition point) 

 

OG 모델은 더 넓은 분포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꼬리 부분이 두꺼운 꼬

리 분포를 가지는 GL 모델을 충분히 포함할 정도로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4 팽창 계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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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Gaussian Core-Laplacian Tail 모델과 정규 오버바운드 모델 

본 논문에서는 측정치 오차의 비정규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표본 개수의 영

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팽창 계수는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 분포를 보상하기 위한 팽창 계수로 인한 성능 변화

를 살펴보도록 한다. 

③ Gaussian Sum Filter (GSF) 

정규 분포가 아닌 임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칼만 필터를 구성하면 이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 변수 추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임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여러 개의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는 

정규 분포들의 합으로 근사하여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이라고 한다. 측정치의 오차 분포가 

이 모델을 따를 때에는 모델의 구성하는 각각의 정규 분포를 다루는 여러 개의 

칼만 필터를 구성하여, 정확한 오차 분포를 반영하는 상태 변수를 추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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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구성된 필터를 Gaussian Sum Filter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2].  

먼저 각 측정치 j의 오차 분포를 compN 개의 정규 분포의 합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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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p CmxN 는 평균 m , 공분산 C 를 갖는 x 에서의 정규 확률 밀도

를 의미한다. 

측정치들이 모두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측정치 MN 개를 가진 측정치 

벡터의 오차 분포는 다음 식과 같이 각 측정치 분포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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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과 같이 다변량 정규 분포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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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선형 시스템을 다루고 측정치 오차의 평균값은 0으로 가정한

다. 이 때 GSF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 (3.29)과 같이 이전 기의 상태 변수와 공분산 행렬을 시간 전파함으

로써 현재 기의 상태 변수와 공분산을 계산하고 이 값들을 사용하여 사전 확률 

분포를 식(3.30)을 통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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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의 오차 분포 식 (3.28)에서부터 현재 기의 측정치 분포는 식 (3.31)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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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그리고 식 (3.32)를 통해 각 정규 분포의 가중치를 갱신하고 식 (3.33), (3.34)

를 통해 상태 변수와 공분산 행렬을 각각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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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가중치, 상태 변수, 공분산을 가지고 다음 식과 같이 현재까지의 측정

치를 이용한 현재 기의 상태 변수를 추정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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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다음 기에는 다시 식 (3.29)와 같은 형태로 시간 전파를 하고, 이와 같은 과

정이 반복된다. 

식 (3.30)과 (3.35)를 비교해 보면 사후 확률 분포를 구성하고 있는 정규 분

포의 개수가 postN 와 modepostNN 로 서로 다르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정규 분포 요소들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계산량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일정한 수( postN )의 큰 가중치를 가지는 

요소들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법이 있다. 가중치들이 일정하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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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추정된 확률 분포가 실제와 다를 수

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Kullback-Leiber 거리를 가지는 요소들을 밀집 

시키는 방법 (Clustering) [63]이 있는데, 이 방법은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요소

들을 하나의 확률 분포로 결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maximum clustering [64]과 Potts 

glass clustering [65]등의 기법이 있다.  

④ 측정치 잔차 개별 검사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각 측정치의 잔차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기존의 2c  기법들은 모든 측정치의 잔차를 통합하여 하나의 판단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검사하기 때문에 몇 개의 잔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고장은 예민하

게 검출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각각의 잔차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해

결 될 수 있다. 개별 검사는 다중 고장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고 시스템 동적 

특성의 변화 또는 예기치 않은 외란 등도 검출할 수가 있다. 칼만 필터 또는 파

티클 필터 등의 필터링 기법들은 이전에 추정되었던 위치해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잔차들을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 중, 칼만 필터

를 이용한 방법은 측정치 잔차를 잔차 표준 편차의 배수와 비교한다. 파티클 필

터와 가우시안 합 필터는 비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잔차의 분포를 추정하여 잔차가 정상 지역(normal region)에 있는지를 

보고 고장 유무를 판단한다. 개별 잔차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잔차의 분포

와 각 잔차에 대한 개별 검출 기준값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호 

수준을 추정하는 것으로 무결성 감시 기능을 완성하게 된다. 

i. 잔차 분포 추정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잔차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예상 측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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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의 상태 변수 벡터를 식(3.36)에 따라 전파시킨 현재의 상태 변수를 위

치 영역에서 측정치 영역으로 투영함을 통해 구할 수 있다. 

),ˆ(f)],ˆ([f~
111 0xvxx --- == kkkkkk E  (3.36)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예상 측정치와 실제 측정치가 가깝게 배치되지만, 고장 

측정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두 값이 떨어져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이 차이를 

잔차라고 정의하고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낸다. 

kkkk zxr -= )0,~(h  (3.37) 

 

 

Figure 3-6 예상 측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확률 밀도 함수 (정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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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예상 측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확률 밀도 함수 (고장 상태) 

(ㄱ)  칼만 필터 

칼만 필터를 사용했을 때의 잔차는 식 (3.7)에서 보인바 있다. 이 때 잔차의 

공분산은 다음 식과 같고 각 개별 잔차의 표준 편차는 공분산의 대각 행렬에서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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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잔차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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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Gaussian Sum Filter 

GSF를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잔차 벡터 요소를 나타낼 수 있고 



 

６２ 

 

><><>< -= j
k

i
kk

ji
k zxHr ~,

 (3.40) 

이 때 가중치는 다음 식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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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잔차 요소에 대한 공분산은 다음 식 (3.4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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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잔차의 확률 분포는 각 요소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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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ii. 판단 변수 계산 

실제 구현에서는 확률 분포의 기대값이 0이 아닌, 계산된 잔차를 중심으로 위

치한다. 따라서 식(3.44)를 사용하여 0 이하 혹은 이상의 잔차가 가지는 누적 

확률을 판단 변수로 정의하고 이것을 각 측정치에 따라 정의된 개별 오경보율과 

비교한다. 이 때 판단 변수가 개별 오경보율보다 작을 때는 측정치의 고장을 선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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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또는, 계산된 각 측정치의 잔차를 직접 판단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칼만 

필터의 경우에는 이 잔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우시안 합 필터

의 경우에는 개별 오경보율을 이용하여 각 측정치에 따라 잔차 영역에서의 검출 

기준값을 계산한 후 잔차와 비교하여 고장을 판단한다. 

iii.  검출 기준값 설정 

일반 상태에서의 잔차의 분포는 Figure 3-8과 같다. 잔차의 기대값은 0에 가

깝고 큰 잔차들은 매우 작은 확률을 가진다. 계산된 잔차가 정상 영역이라고 불

리는, 양쪽 기준값들 사이에 있을 때 시스템은 측정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다. 그렇지 않을 때는 측정치에 고장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연속적은 항법 

작업 수행을 위해 해당 측정치를 제거한다. 

 

Figure 3-8 측정치 잔차의 확률 밀도 함수와 고장 검출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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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 필터의 개별 잔차 기법은 정규 분포 측정치 오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

률 밀도 함수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잔차의 분포도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간

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출 기준값도 표준 편차의 배수로 표현된다. 

하지만 개별 검사 기법들은 각 잔차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값이 필요하고 이 값

들을 통해 개별 오경보율 faP 이 계산된다. 이를 위해 다변량 정규 분포 식과 칼

만 필터에서 추정된 잔차의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였다. 모든 잔차에 대한 개별 

오경보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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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iiri C=s 로 각 측정치 잔차에 대한 표준 편차이다. 

K가 이 식에서 유일한 미지수이고 이 값은 반복 계산(iteration)에 의해 구해

질 수 있다. 계산된 K로부터 개별 오경보율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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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이 반복 계산을 위한 시작점은 모든 잔차들이 독립일 때를 가정했을 때의 개

별 오경보율로 정한다. j 번 째 측정치에 대한 검출 기준값 사이 영역의 누적 확

률을 jnormalP , 라고 하고 나머지 양 꼬리 끝 부분의 확률을 jfaP , 라고 하면 두 확

률 값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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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ormaljfa PP ,, 1-=
 (3.47) 

이 때 모든 잔차가 독립이라고 가정했으므로 각 측정치에 대한 이 확률 값들

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normalNnormalnormalnormal PPPP
M
==== ,2,1, L

 (3.48) 

normalfaNfafafa PPPPP
M

-===== 1,2,1, L
 (3.49) 

MN 을 측정치의 개수 혹은 잔차의 개수라고 하면 모든 잔차들이 정상 영역

에 있을 확률은 개별 확률들의 곱으로 나타난다. 

M

M

N
normalNnormalnormalnormalNORMAL PPPPP =×= ,2,1, L

 
(3.50) 

이 때 총 오경보율은 개별 오경보율과 잔차 개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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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오경보율은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개별 오경보율은 총 오경보율을 

잔차의 개수로 나눈 것과 같다고 근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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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측정치 오차의 분포를 좌우 대칭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파티클 필

터와 가우시안 합 필터는 식 (3.44)에서 계산한 판단 변수 j
kpr 가 faP /2를 넘

으면 고장을 선언한다. 

잔차를 판단 변수로 했을 때 칼만 필터의 경우에는 식 (3.46)에서의 iKs 를 

검출 기준값으로 하고 GSF의 경우에는 다음 식 (3.53)에서와 같이 계산된 개별 

오경보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iT 를 검출 기준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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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⑤ 보호수준 추정 

필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보호 수준은 ４３페이지에 설명된 내용과 유사하게 

계산된다. 하지만 nXPL 과 j
bXPL 내의 jT 값은 각 필터에서 계산된 상태 변수 

및 잔차의 확률 분포에 따라 구해진다. 

nXPL 은 다음 식과 같이 추정된 상태 변수 확률 분포의 꼬리 부분의 누적 

확률이 고장 검출 실패율이 되도록 계산한다.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

는 반복 계산을 통해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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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 는 잔차의 확률 분포와 개별 오경보율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

다. 

ò
¥

=
j

j
kT

j
k

j
kRfa drrP )(p2

 
(3.55) 

이 작업을 통하여 계산한 nXPL 과 jT 을 식 (3.16), (3.17), (3.20), (3.21)에 

대입하면 각 필터 기법에 대한 보호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⑥ 흐름도  

GSF를 이용한 무결성 감시 기능은 앞 절에서 설명된 수식들을 사용하여 구

현된다.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은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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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GSF를 사용한 고장 검출 및 제거 알고리즘 흐름도 

 

 

 

2.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1절에서는 의사거리 기반 사용자 무결성감시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절에서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 사용자를 위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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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감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반송파 위상을 활용한 위치해 결정 

기법은 주로 측지/측량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반송파 위상 기반 무결

성 감시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의사거리 기반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진

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항법 시스템에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하는 응

용분야가 늘어나면서 무결성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49-58].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알고리즘은 크게 미지정수를 풀고 반송파 위상

을 활용하여 절대적인 거리를 얻고 이를 이용한 무결성 감시를 수행하는 

Absolute RAIM(RAIM) 기법과 미지정수를 풀지 않고 상대적인 항법해의 무결

성을 감시하는 Relative RAIM(RRAIM)으로 나눌 수 있다. ARAIM은 다시 미지

정수의 결정 및 검증에 대한 연구[50, 51]와 미지정수가 정확하게 풀렸다는 가

정하에 측정치의 고장을 판별하는 연구로 나뉠 수 있다[52, 53, 55, 56]. 미지정

수의 결정 및 검증은 반송파 위상 측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지정수와  사이클 슬립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그 이외의 반

송파 위상 측정치 이상 현상에 대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기법에 대하여 다루도록 

한다. 

1) Absolute RAIM (ARAIM) 

기존에 개발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대부분 의

사거리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방법을 그대로 반송파 위상 측정치 영역으로 

확장시켜 적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반송파 위상 측정치로부터 미지정

수를 제거하여 의사거리 측정치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거리를 얻어야 하기 때

문에 Absolute RAIM (ARAIM)이라고 불린다. [55]에서는 기존의 의사거리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방법 중 패리티 방법(Parity Method)를 그대로 확장시켜 

적용하였고, [56]에서는 높은 정확도의 시스템을 위하여 칼만필터 기법을 적용

하여 무결성 감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의사거리 기반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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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

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미지정수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지정수의 해결을 위해

서는 지상의 기준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야 하고, 미지정수를 푸는 데에도 일

정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는 

없고 특정 응용분야의 사용자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의사거리

기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그대로 확장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송파 위상측정

치의 비정규분포 오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

해서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한다. 

2) Relative RAIM (RRAIM) 

RRAIM 기법은 ARAI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사용자

는 반송파위상 측정치의 미지정수를 풀지않고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기반으로 

한 항법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송파 위상의 시간 또는 공간에 따른 차이를 활

용하여 항법해를 계산하게 된다. [49, 58]에서는 사용자가 기준국의 측정치 정

보를 수신하여 자신의 측정치 정보와 비교하여 상대적 항법 및 무결성 감시를 

수행한다. [57, 66, 67] 에서는 초기 거리 측정치는 무결성이 확보된 의사거리 

측정치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의사거리 기반 거리측정치에 반송파 위상의 차

이만큼을 더하여 거리 측정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항법해를 구하고 무결성을 감

시하게 된다. 이 방법은 다른 반송파 위상 기반 알고리즘에 비하여 기준국에 대

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추면서 정밀한 거리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5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측정치 품질 향상을 위해

서 RRAIM 기법을 차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제안된 기법에의 적용 

방법은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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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화된 Gaussian Sum Filter 를 이용한 ARAIM Algorithm 

본 연구에서는 반송파 위상 기반 항법 사용자를 위한 무결성 감시 기법으로  

GSF를 이용한 ARAIM 기법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ARAIM 및 RRAIM 기법들은 

반송파 위상의 측정치 잡음을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사용자의 무결성을 감시하였

다. 하지만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잡음은 의사거리 측정치 잡음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규분포를 따르지는 않는다. [68]에서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기존 무결성 감시 기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였다. 이 절에서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 특성을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Gaussian Mixture Model (GMM)을 수립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GSF 기반 무

결성 감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안된 알고리즘 성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ARAIM 기법과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1) 반송파위상 잡음 특성 

의사거리 측정치 잡음과 마찬가지로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잡음도 오차 확률

분포의 중심 부분은 정규분포로 잘 표현되지만, 분포의 바깥 쪽, 즉 꼬리부분은 

정규분포보다 높은 확률을 같은 두꺼운 꼬리 분포 (heavy-tailed distribution)

을 갖는다. 반송파 위상 측정치는 말 그대로 반송파의 위상을 측정한 값이기 때

문에 원형 확률 변수(Circular Random Variable)의 특성을 갖게되고 따라서 오

차 분포도 일반적인 정규분포보다는 von Mises(VM) 분포라고도 불리는 원형 

정규 분포(Circular Normal Distribution)에 더욱 가깞다[68]. 아래 식은 원형 

정규 분포의 PDF를 식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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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0 ( )I k : Modified Bessel function 

0m  : Mean direction  

k : Concentration parameter 

여기서 k 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 )1ˆ A Rk -=
 

(3.57) 

( ) ( ) ( )1 0A I Ik k k=
 

(3.58) 

그리고 원형 분산(circular variance) V0는 다은과 같이 계산된다. 

0 1V R= -  (3.59) 

원형 정규분포 모델은 단봉형(unimodal) 모델이며 mean direction을 중심으

로 좌우 대칭인 형태로써 전체적인 개형은 정규분포와 매우 흡사하지만 정규분

포에 비해 꼬리쪽 분포가 두껍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가 원형 정규분포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기존의 정규분

포를 가정한 무결성 감시기법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기존의 무결성 감시 기법은 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측정치 오차의 두

꺼운 꼬리 분포에 의한 무결성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그마 오버바운딩 

( )0 0
0

1( ; , ) exp cos( ) ,   
2 ( )

p
I

q m k k q m p q p
p k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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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무결성 위협 방지를 위하여 오버바운드 된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보호수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오차 수준보

다 큰 보호수준을 갖게 된다. Figure 3-10은 실제 오차분포를 포함하기 위한 시

그마 오버바운딩 결과와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모델을 나타낸 그림이다. 오버바

운드 가우시안(Overbound Gaussian, OG) 모델은 정규분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무결성 보장하기 위하여, 즉 꼬리 쪽 분포의 확률을 맞추기 위하여 실

제 오차 분포보다 지나치게 큰 표준편차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큰 

표준편차 값으로 인하여 보호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용성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Figure 3-10 반송파 위상 오차 분포 모델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모델은 ５２페이지에 설명된 의사거리 오차의 모델링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델링 되었다. 원형 정규분포 모델은 확률 변수의 

특성상 −π ≤ x ≤ π의 범위에서만 표현될 수 있으므로, 확률분포의 중심에서 

5~6σ이상 떨어진 곳의 분포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무결성 관련 시뮬레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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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원형 정규분포를 따르

는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모델을 참 모델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을 통한 Gaussian Mixture 모델링 

앞서 설명한대로 반송파 위상 측정치 잡음은 비정규 오차 분포를 따르기 때

문에 오버바운드 가우시안 모델을 사용하는 WLS RAIM 알고리즘이나 칼만필터

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RAIM 알고리즘은 가용성 성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7-29]에서 사용된 의사거

리 기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반송파 위상 기반 무결성 감시에 활

용하였다. 임의의 확률밀도함수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  

GMM)이라 불리는 정규분포의 가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을 사용하였을 경우 j번째 측정치의 오차 분포는 아래와 같이 compN 개의 정규

분포의 가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3.60) 

여기서 ig < > 은 i 번째 가우시안 혼합 모델 요소의 가중치로서 
1

1
compN

i

i
g < >

=

=å 이

다. ( ), ,Np x m C 은 평균이 m, 분산이 C인 확률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이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PGM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 요소의 개수 

compN 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각 요소의 분산 값이 작아질수록 임의의 확률 밀

도 함수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모델링을 위하여 요소

의 개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에 따른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p)(p ,,
N

1

comp
><><

=

><å= ijijj
N

i

ij
GM vmn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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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가우시안 혼합모델 요소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유

지하면서 실제 확률분포와 모델이 잘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GMM의 계수 compN , 
ig < >

, 
,j im < >

, 
,j in < >

는 반복적인 계산으로 maximum-

likelyhood estimation을 구하는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된다[69-71].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확률분포의 전체적인 형상을 맞

추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작은 확률밀도 값을 가지는 꼬리부분의 분포의 형상을 

맞추는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꼬리부분의 확률분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

결성 감시 분야에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감시 분야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GMM의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

였다. 제안된 방법은 주어진 확률분포를 GMM으로 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

인 형상은 물론 꼬리부분의 확률분포도 정확히 따르는 계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방법은 아래의 식과 같이 성능 지수 J를 정하고 최적화 기법을 통

해서 J를 최소화하는 계수를 결정하게 된다. 

( )
15

1 0
J f x dx

s
= ò  

(3.61) 

[ ]2( ) ( ) ( )GM GLf x p x p x= -
 

(3.62) 

여기서 ( )f x 는 주어진 확률밀도함수와 GMM의 확률밀도함수의 차이를 의미

한다.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는 평균이 0이고 확률분포의 형태가 정규분포와 유사

하므로 GMM의 계수 중에서 정규분포의 개수를 의미하는 compN 는 3개로 고정

하였고, 각각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0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위의 방법으로 정하

게 될 계수는 각 정규분포의 분산 값과 가중치인 
,j in < >

와 ig < > 가 된다. 성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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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주어진 확률밀도함수와 GMM의 확률밀도함수의 차이인 ( )f x 를 주어진 

확률분포의 평균인 0부터 15σ까지 적분하게 된다. 이러한 성능지수를 바탕으

로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 (SQP) 기법을 통해 최적의 GMM 계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확률밀도함수의 전체적인 분포는 맞출 수 있으나 꼬리쪽 확

률은 워낙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계수의 최적화 과정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따라서 꼬리쪽 확률값에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로

그 스케일을 적용하여 성능지수를 설정한다. 

( )( )15

2 0
logx xJ e f e dx

s
= ò  

(3.63) 

이렇게 하면 성능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은 값을 가지는 꼬리쪽 확률 

값에 가중치가 적용되게 되어 꼬리쪽 확률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Figure 3-11과 Figure 3-12는 각각 J1과 J2를 성능지수로 선택하였

을 때 GMM의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래 그림에서 붉은 색 점선은 

참 값으로 가정한 GL 모델이고 파란색 실선이 계수 최적화 기법을 통해 모델링

된 GMM이다. J1을 성능지수로 선택하였을 때에는 모델링 된 확률 밀도함수가 

5σ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맞지만 그 이후부터는 워낙 작은 확률값을 가지기 때

문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J2를 성능지수로 선택하였을 

때에는 꼬리쪽 확률분포에 가중치가 생기게되어 중심쪽의 확률밀도는 이전의 경

우보다 약간 부정확하게 모델링되지만 꼬리쪽의 확률분포가 좀더 정확하게 모델

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J2를 성능지수로 하여 모델링

된 GMM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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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성능지수로 J1을 선택하였을 때 모델링 결과 

 

Figure 3-12 성능지수로 J2를 선택하였을 때 모델링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GMM의 계수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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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최종적으로 결정된 GMM 계수 

 
compN  ,j im < >

 
ig < >  ,j in < >

 

i = 1  

3 

 

0 

0.9260 0.8384 

i = 2 0.001 1.4507 

i = 3 0.073 1.9017 

 

Figure 3-13는 위의 계수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GMM의 요소와 

가중합을 나타낸 그림이다. 모델링된 결과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true model을 

정확히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3 최종 결정된 가우시안 혼합 모델 

3) 개선된 GSF RAIM 알고리즘 성능 분석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두꺼운 꼬리 분포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안된 GS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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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비정규 분포 측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규분포로 가정한 기존의 방법들도 독립적

으로 구현되었다. 

① 시뮬레이션 구성 

i. 위성 궤도 생성 

시뮬레이션에서는 24개의 GPS 위성 분포를 사용하였다. 위성들의 이심률

(eccentricity)은 모두 0이고 경사도는 55°이다.  GPS는 6개의 궤도면을 가지

고 있고 각 궤도면에는 4개씩의 위성이 배치되어 있다.  

 

Figure 3-14 GPS 위성 배치 

각 위성의 ECEF(Earth-Centered Earth-Fixed) 좌표계에서의 위치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되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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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os()sin(()cos()[cos()( 00 tItMttMRtx GPSGPS W-Q+-W-Q+×= ww   
(3.

64) 

)]cos()cos()sin(()sin()[cos()( 00 tItMttMRty GPSGPS W-Q++W-Q+×= ww   
(3.65

) 

)sin()sin()( 0 ItMRtz GPSGPS w+×=   (3.66) 

GPSR : GPS 위성의 궤도 반지름(=26561.75km) 

w : GPS 위성의 궤도면상에서의 각속도(=0.008333°/sec) 

W : 지구 자전 각속도 (=7.2921151467e-5 rad/sec) 

I : 경사도 (=55°) 

0M : Mean Anomaly 

Q : GPS 위성이 속한 궤도면의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 

t : 시간  

Table 3-4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GPS 위성 파라미터 

 

EMB
325.73 25.73 85.73 

145.7

3 

205.7

3 

265.7

3 

0M

(°) 

190.96 
249.9

0 

286.2

0 

312.3

0 
11.90 52.42 

220.48 352.1 48.94 340.9 1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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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3 

330.17 25.25 
155.0

8 
87.06 

143.8

8 

275.5

2 

83.58 
124.1

0 

183.7

1 

209.8

1 

246.1

1 

305.0

4 

 

ii. 측정치 생성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정된 사용자를 가정한다. 사용자의 위치는 Table 2-1

로 가정하였고 이 사용자 위치와 생성된 위성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가시 위성을 찾아낸다. 이 때의 차폐각(mask angle)은 5°

로 설정하였다. 즉 지상에서 5°이상 올라와 있는 위성만을 가시 위성으로 선택

하였다. 

Table 3-5 가상 사용자 위치 

위도(latitude

) 
경도(longitude) 고도(height) 

N 37° E 127° 0m 

 

선택된 가시 위성들의 위치와 사용자의 위치로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에 앞서 설명한 반송파 위상 오차 모델을 사용하여 추출된 잡음을 더함

으로써 의사 거리를 생성한다. 이 때 반송파 위상의 미지정수는 정확하게 추정

되어 제거되고, 다른 GPS의 오차 요인은 모두 보정을 통해 제거되었다고 가정

하였고 수신기 시계 오차는 고려하지 않았다. 전체 시뮬레이션은 100초 동안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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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용자 시스템 모델 

비선형성(nonlinearity)에 의한 영향이 아닌, 비정규 분포에 의한 영향만을 살

펴보기 위하여 사용자의 전파 모델과 측정 방정식은 식 (3.67), (3.68)과 같이 

선형 함수를 사용하도록 정의되었다. 상태 변수들은 ENU(East North Up) 좌표

계 상에서의 사용자 위치와 수신기 시계 오차이다.  

 

1 1 1 1f ( , )k k k k k k- - - -= = +x x v Fx n  (3.67) 

h ( , )k k k k k k k= = +z x n H x v  (3.68)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정 사용자를 가정하고 수신기 시계 오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전파 행렬은 다음과 같이 단위 행렬로 정의하였다. 

44´= IF  (3.69) 

I: 단위 행렬  

i
ue : 사용자에서 i번째 위성까지의 시선벡터 

iR : i번째 위성의 위치 

i
ur : i번째 위성의 사용자에서의 의사 거리 측정치 

 

이 때 process noise는 정규 분포로 가정되고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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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4 4E[ ] 0.02k k k ´= = ´Q n n I  (3.70) 

측정치 잡음 kv 은 앞서 설명한 반송파위상 오차 모델을 따른다. 

 

② 무결성 감시 시뮬레이션 

제안된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고의로 고장을 첨가하여 각 방법

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알고리즘의 고장 검출 및 제거 성

능을 살펴보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나의 위성 의사 거리에 다음과 같은 바이어스

를 첨가하였다. 첨가된 바이어스의 크기는 각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를 잘 반영

할 수 있는 크기로 설정되었다. 

k

0.3 m,         k = 20 ~ 40s
b 0.25 m,         k = 60 ~ 80s

0 m,            otherwise

ì
ï= í
ï
î  

(3.71) 

고장을 검출하고 보호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 단일 에폭 2c  기법 (SSX2, snapshot 2c  method) 

- 칼만 필터 2c  기법 (KFX2, Kalman filter 2c  method) 

- 칼만 필터 개별 잔차 검사 기법 (KFIR, Kalman filter individual residu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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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시안 합 필터 개별 잔차 검사 기법 (GSFIR, Gaussian sum filter 

individual residual method)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단일 에폭의 측정치만을 사용했을 때와 필터를 사용

했을 때의 차이 (SSX2 vs. KFX2), 2c  분포를 사용했을 때와 개별 잔차를 검사

했을 때의 차이 (KFX2 vs. KFIR), 오버바운드 된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측정치를 가정했을 때와 실제 오차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 

(KFIR vs. GSFIR)을 볼 수 있다. 각 방법에 대해 측정치의 확률 분포 외에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주어졌다. SSX2, KFX2, KFIR은 주어진 표준 편차에 팽창 계수 

2.07을 곱한, 오버바운드 된 표준 편차를 사용한 정규 모델을 측정치 오차 모델

로 사용하였고, GSFIR은 Table 3-4에서 정한 세 개의 정규 분포의 합으로 근

사하여 사용하였다. 이후로는 편의를 위해서 각 방법에 대한 약자(SSX2, KFX2, 

KFIR, GSFIR)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리즘 내부에서 처리하는 변수들에서 나타난 결과, 즉

측정치 영역의 결과와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결과, 즉 위치 영역 

결과로 나누어 설명한다 

iv. 측정치 영역 결과 

Figure 3-15와 Figure 3-16은 각각 SSX2 기법과 KFX2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판단변수가 검출 임계값을 초과하는 값을 갖게 

될 경우 측정치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SSX2 기법은 필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KFX2에 비해 높은 측정치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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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판단변수의 높은 잡음 수준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기간동안 아무런 고장도 검출할 수 없었다. 반면 KFX2 기법은 30 cm의 바이어

스는 모두 검출에 성공하였지만 25 cm의 바이어스는 초기 몇 에폭에서만 검출

하고 그 후에는 검출하지 못하였다. 칼만 필터 등의 필터를 이용하는 무결성 감

시 알고리즘은 측정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

장 측정치에 포함된 오차가 필터링 과정에서 다른 측정칭에도 영향을 미쳐 다음 

에폭에서부터는 고장 측정치의 검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Figure 3-15 SSX2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0 20 40 60 80 100 120
0

5

10

15

20

25

30

time (sec)

W
S

S
E

snapshot x2 decision variable and threshold

 

 
WSSE
Threshold



 

８６ 

 

 

Figure 3-16 KFX2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Figure 3-17과 Figure 3-18는 각각 KFIR 기법과 GSFIR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KFIR 기법은 KFX2 기법과 같은 필터링 방법 

및 항법해 계산 방법을 사용하지만 고장 검출의 판단변수로 WSSE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치 개별 잔차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측정치의 잡음 수

준이 같다 하더라도 판단 변수의 잡음 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고장에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KFIR 기법에서 25 cm의 고장을 좀 더 오랜 시

간동안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장 발생 후 일정시간이 지났을 때 KFX2와 

마찬가지로 고장 검출에 실패하면서부터 필터링 과정에 잔여오차가 투입되면서 

고장 검출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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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KFIR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Figure 3-18 GSFIR 기법의 판단변수와 검출 임계값 

앞선 기존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과 달리 GSF를 이용한 RAIM 기법은 시뮬

레이션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고장을 완벽하게 검출하였다. 이는 실제 잡음 모

델과 매우 유사한 GMM을 모델링하여 필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정밀한 고장 검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오차 모델링이 뒷받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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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19 각 알고리즘의 최소 검출가능 바이어스 (Minimum Detectable Bias) 

Figure 3-19는 각 알고리즘의 최소 검출가능 바이어스 (Minimum 

Detectable Bias, MDB)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이다. 한 에폭만의 측정치를 사용

하여 고장을 검출하는 snapshot 방법보다 여러 에폭의 측정치 정보를 종합해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필터링 방법이 더욱 더 작은 크기의 고장을 검출할 수 있

고, 측정치 잔차의 가중합을 사용하는 χ  방법보다 측정치 개별 잔차를 사용하

는 Individual Residual (IR) 방법이 측정치 고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규분포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버바운드 

가우시안 모델을 사용하는 기존의 무결성 감시 기법들은 팽창된 표준편차로 인

해 고장 검출 성능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위치 영역 결과 

- 위치 오차 

Figure 3-20과 Figure 3-21은 각 알고리즘의 고장 제거 후 수평 및 수직 위

치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SSX2 기법은 고장을 전혀 검출하지 못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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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장 발생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위치 오차를 나타내었다. 칼만필터를 사용

하는 KFX2 및 KFIR 기법은 30 cm의 고장 발생 시에는 고장 검출에 완벽히 

성공하여 GSFIR과 같은 수준의 위치오차를 보였지만 25 cm의 고장에 대해서는 

고장 발생 후 몇 초간은 고장 검출에 성공하다가 중반 부터는 고장 검출에 실패

하여 위치 오차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일단 한번 고장 검출에 실패하게 되면 다

음 에폭의 위치해 결정에 고장 측정치의 영향으로 잘못된 위치해가 계산되고 그 

영향으로 고장 검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지속적으로 고장 측정치가 위치해 

결정에 영향을 미쳐 위치해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GSFIR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모든 고장을 검출하여 제거하였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나 발생

하지 않았을 때 모두 낮은 수준의 위치오차를 보였다. 

 

Figure 3-20 고장 제거 후 수평 위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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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고장 제거 후 수직 위치 오차 

Figure 3-22는 각 알고리즘의 평균 위치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3-22 각 알고리즘의 평균 위치 오차 

위 그림을 통해서 측정치 잡음 모델링 및 필터링 기법 차이에 의한 고장 검

출 성능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위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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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보호 수준 

Figure 3-23와 Figure 3-24는 각 알고리즘의 수평 및 수직 보호수준을 나타

낸 그림이고 Figure 3-25는 이들의 평균을 정리한 그림이다. 고장 발생 구간에 

보호수준이 약간 증가하는 이유는 고장 측정치의 제거로 인해 항법해 계산에 사

용 가능한 측정치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측정치 영역의 결과에서 검출 가능

한 바이어스의 최소 크기가 작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항법해의 

오차 수준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장 작은 값의 

보호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 필터링 방법에서 초기에 큰 보호수준 값을 갖는 이

유는 필터가 아직 수렴하지 않아서이고, 측정치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바로 정상

적인 보호수준 값을 갖게 된다. 

 

Figure 3-23 각 알고리즘의 수평 보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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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4 각 알고리즘의 수직 보호 수준 

 

Figure 3-25 각 알고리즘의 평균 보호 수준 

아래 표는 위치 영역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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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각 알고리즘의 위치 오차 및 보호 수준 

 
SSX2 KFX2 KFIR GSFIR 

Horizontal Position 

Error (cm) 

8.69 3.77 3.19 1.05 

Vertical Position 

Error (cm) 

8.97 3.32 2.70 0.62 

HPL1 (cm) 37.4 26.6 23.6 19.1 

VPL1 (cm) 64.8 44.3 37.8 30.2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장 KFIR에 비해 수평 영역에서 약 20% 감소된 보호 수

준을 제공하고 이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각 알고리즘의 계산 소요 시간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각 알고리즘의 계산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 에폭

마다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계산 소요 시간은 

Figure 3-26과 같다. GSF의 경우에는 측정치 모델을 적용할 때 여러 개의 정규 

분포를 고려해야 하므로 반복 계산이 많아서 다른 방법들 보다 긴 시간이 걸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에폭의 측정치를 처리하는데 평균 143.2 ms가 소요

되었고 최고 145 ms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최대 5Hz까지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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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각 알고리즘의 계산 소요 시간 

- 결과 분석 

GSFIR 이 다른 방법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SSX2는 필터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잡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KFX2와 

KFIR는 같은 필터링 과정을 사용하지만 판단 변수가 WSSE와 개별 잔차로 각

각 다르다. 고정된 오경보율에 대해서 2c  분포를 사용한 방법은 WSSE를 계산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고장 잔차들의 잡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에 하나의 잔차만을 고려하는 개별 검사 방법보다 큰 기준값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가 KFIR 방법이 더 우수한 고장 검출 성능 및 가용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 

KFIR과 GSFIR은 같은 고장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각각 오버바운드 된 

정규 분포와 비정규분포 오차 모델을 사용한다. 다른 오차 모델을 사용함에 따

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식 (3.20)과 (3.21)에서 보호 수준을 계

산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들은 검출 기준값 T와 위치 오차의 잡음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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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PL , nVPL 이다. T가 작을 때 시스템은 그 만큼 더 작은 바이어스를 검출할 

수 있고, 작은 T와 nVPL 를 가지는 항법 시스템은 작은 보호 수준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높은 가용성 성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Figure 3-27은 KFIR과 

GSFIR에서 계산된, 잔차의 꼬리 누적 확률 분포이다. 고장 검출 기준값은 꼬리 

누적 확률이 Pfa/2인 지점에서 정해진다. 그림에서 KFIR과 GSFIR의 기준값은 

오버바운딩 효과에 기인하여 D1만큼의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nVPL 은 꼬리 

누적 확률이 Pmd인 잔차로부터 정해진다. 이 지점의 차이인 D2에 의한 위치 영

역에서의 값이 보호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Figure 3-27 오버바운드 표준편차의 영향 

식 (3.72)와 (3.73)은  GSFIR이 KFIR보다 더 작은 검출 기준값과 보호 수준

을 가진다는 것을 수식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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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항법 위성의 다중 고장 고려의 필요성 및 

기존의 다중 가설 RAIM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1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항법시스템 다중 고장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위성항법 시스템의 고장의 원인과 

그 영향, 특히 다중 고장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또한 기존의 

단일 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다중 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한

다. 

 

 

 

1. 위성항법시스템 고장의 원인과 영향 

위성항법 시스템의 고장은 그 원인과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LPV-200 항행 요구조건에서는 95% 위치 오차가 4 m를 초과하도록 하거나 위

치오차가 보호수준을 넘도록 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고장으로 정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고장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우주/지상 부분의 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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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장비의 고장 또는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 등으로 나눌 수 있

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고장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위치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용자는 고장의 현상만 가지고는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고장의 원인이 다르더라도 그에 의한 영향은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이

중주파수 측정치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전리층 지연값이 제거된 L1/L2 

측정치의 잔차는 수신기에서 측정한 거리 측정치와 위성의 항법메시지에 포함된 

위성 시계 및 궤도 정보, 그룹 딜레이 등을 통해 계산된 위성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의 차이로 계산된 거리의 차이로 구해진다. 또한 사용자는 수신기 잡음과 

다중경로 오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하여 의사거

리를 스무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중주파수 측정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측정장비의 문제, 의사거리 및 반송파 위상

의 신호 품질 문제, 시각 및 궤도 정보 등의 항법 데이터 문제 등 다양하게 존

재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용자 무결성 감시를 위해서는 각 고장 요인에 

따른 일반적인 고장의 크기는 물론 고장이 발생할 사전 확률(a-priori 

probability)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우주/지상 부분 (Space/Ground Segment)의 고장 발생 원인 

우주/지상 부분에서의 고장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다. 

l 항법 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 결함, 메모리 문제, 예상

치 못한 하드웨어 오류로 인한 고장.  

l 위성 시계 위상(phase) 그리고/또는 주파수의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

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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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료의 누출 등에 의한 항법위성의 의도하지 않은 기동으로 인한 위

성 궤도 정보 오류 

l 항법위성의 회로 이상으로 인한 신호 변조 오류 

l 지상 부분 근무자의 운용 오류 (예를 들어, 위성 기동 전에 항법메시

지의 위성상태를 ‘unhealthy’로 바꾸지 않고 진행 하는 행위 등) 

l Master Control Station (MCS) 또는 Monitor Stations(MSs)의 하드

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오류 및 설계 결함 

l MSs의 거리측정치에 고장을 야기하는 대기적/환경적 요인들 (예를 

들어, 우주 날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모델링 되지 않은 전리층 지

연) 

l 통신 중 발생 가능한 항법 메시지 비트 전송 오류 

2) 사용자 장비의 고장 또는 신호 전달 오류 발생 원인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우주/지상 부분의 고장뿐만 아니라 사용자 장

비의 오류 또는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용자의 장비 고장 또는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아래와 같은 다양

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l 검출되지 않은 사이클 슬립 또는 하프 사이클 슬립 

l 재밍 및 스푸핑 

l 의도하지 않은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Rfi) 

l 비정상적인 대류층 지연 

l 사용자 수신기 주변의 환경에 의한 다중 경로 오차 

l 사죵자 장비의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오류 및 설계 결함 

l 사용자 안테나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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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 발생 확률과 Time To Alert (TTA) 

과거 GPS 신호의 고장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위성에 걸쳐 1년에 약 

3번씩 발생하였다[73]. 이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의 위성 당 한 시간 안에 고장

이 발생할 확률이 10-5가 된다. 이와 맞게 GPS S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성능 표준 [74]에서도 주요 서비스가 고장날 확률을 10-

5/hour/satellite로 이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GPS SPS는는 주요 서비스의 

고장을 ‘위성의 상태가 ‘healthy’로 되어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경보 없이 사

용자 거리 오차(User Range Error, URE)가 방송된 URA (User Range Accuacy) 

값보다 4.42배 이상 큰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시스템의 제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 단일 주파수 사용자의 전리층 오차 등은 제

외하고 있다. GPS-SPS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경보는 8~10초 이내에 발생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TTA 요구조건은 항로 및 비정밀 접근 

단계의 TTA 요구조건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지만 LPV 또는 LPV-200 등 

수직 유도를 위한 TTA 요구조건 6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위성항법시

스템을 이용한 수직 유도를 위해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시스템은 별로의 고장 

검출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 고장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6초이내에 사용자

에게 경보를 해주어야 한다. 

 

 

 

2. 위성항법 시스템 다중 고장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순항 (en route) 단계부터 수평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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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V, Lateral Navigation)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1-3]. 이 알고리즘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위성에 고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수평 항행 등 수직 방향의 성능 요구조건이 

없는 항행 응용 분야에서는 556m 이상의 수평 위치 오차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유효할 수 있지만 수직 유도 (Vertical Guidance) 등 좀 더 높은 

성능 (수직오차 허용범위 15~35m)을 요구하는 항행 단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

다. 기존의 수평 유도 항행 단계에서는 오차허용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장으로 

취급되지 않던 고장이 수직 유도 단계에서는 고장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고, 이

렇게 될 경우 더 이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무결성 감시를 활용한 수직 유도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항법위성의 다중 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는 가시 위성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다중 고장의 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1) 다중 고장 발생 사례 

여태까지 관측된 다중고장은 두 차례 발생하였다. 첫 번째 발생한 다중 고장

은 1993년 5월, 지상 제어국의 위성 시계를 제어하는 운용 소프트웨어의 고장

으로 인하여 동시에 다수의 위성의 거리오차가 2주에 걸쳐 약 40 m까지 증가하

였다[75]. 하지만 다행히 이 때에는 SA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민간 사용자에게

는 큰 영향이 없었다. 고장 발생 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

졌다. 두 번째 다중 고장은 2002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발생하였다[76]. 

이 고장은 단일 주파수 사용자가 측정치의 전리층 지연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

는 항법 메시지 내의 전리층 지연 모델 계수가 잘못 계산되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L1 단일 주파수 사용자의 거리오차는 다수의 위성에 걸쳐 최대 16m 까지 

발생하였다. 이 고장은 고장 발생 기간동안 항법메시지의 전리층 보정정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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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리층 관련 계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값이 들어

가 있어서 발생하고 문제 파악 후 수정된 상태이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다중 고장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작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결성 감시 분야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매

우 작은 확률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더욱 높은 요구조건의 항행 단계에 위성항

법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앞으로는 다중 고장 발생 확률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중고장 발생 원인 

다중 고장 발생에 대한 사전확률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무결성 확률 요구조

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중 고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위성

항법시스템의 다중고장의 잠재적인 원인은 아래에 열거된 바와 같다. 

l Earth Orientation Parameter (EOP) 또는 Earth Orientation 

Parameter Prediction (EOPP)는 MCS에서 관성좌표계와 Earth-

Centered-Earth-Fixed (ECEF)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MCS에서 잘못된 EOP 값을 사용

하였을 경우 모든 항법 위성에 일관된(consistent)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모든 항법 메시지가 잘못된 Earth Orientation에 대해 

계산되고 사용자의 거리 잔차는 모든 위성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

므로 증가하지 않게 되지만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오차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으로는 검출

할 수 없다. 

l 하나 또는 그 이상의 MS 안테나의 phase center가 잘못 추정되었을 

경우 여러 위성의 측정치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l MCS에서 위성의 궤도와 시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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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주율 π, 빛의 속도 c, 지구 중력 상수 μ 등)를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 다중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이러한 상수들

의 정확한 값이 MCS에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수로 인한 이

론적이 오차 요인이 존재하고 메모리 비트의 에러 등으로 고장이 발

생할 수 있다. 

l MS의 하드웨어의 문제로 측정치를 잘못 측정할 경우 MCS 에서 위

성의 궤도 및 시계를 추정하는데 다수의 위성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l MCS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결함이나 장비의 고장으로인

해 발생하는 고장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중 고장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고장 발생 사전 확률, 고장의 크기, 고장 크기의 증가율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주제이다. 

3)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 설정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모든 가시위성에 대해 무결성 위협 

확률 (Probability of Hazardous Misleading Information, Pr[HMI]) 요구조건

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다중 고장의 발생 확률을 무시한다. 여기서 Pr[HMI]

는 무결성 감시기능의 경보 없이 위치 오차가 보호수준을 초과할 확률을 의

미하고 수직 유도를 위한 Pr[HMI]는 10-7의 값을 갖는다. 즉 무결성 감시 기

능이 위치오차가 보호수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6초 이내에 경보를 

하지 못할 확률이 10-7 보다 작아야 한다. 또한 정해진 사용자의 모든 가시위

성의 사전 고장 확률은 10-4/hr 이고, 이에 따른 고장 검출 실패 조건부 확률

(Pmd) 는 0.001이 된다.  Figure 4-1은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을 수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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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활용하기 위한 Pr[HMI]의 설정을 나타낸 그림이다[77].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진 확률 요구조건에 상응하도록 

Fault tree를 구성하여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Figure 4-1 RAIM을 이용한 수직 유도를 위한 Pr[HMI] 설정 

① The fault-free case 

이 경우는 시스템이 정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은 확률로 크기가 큰 

랜덤 에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HMI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

신기 잡음, 다중 경로 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② The individual satellite fault 

이 경우는 위성이 하나만 고장나고 무결성 감시 기능이 고장을 검출하지 못

하여 사용자의 무결성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③ Multiple satellite faults 

이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위성에 이상이 발생하여 사용자 무결성 위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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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이 확률을 0으로 설정

하고 다른 확률들을 조금씩 크게 설정하여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는 더 이

상 이 확률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다중 고장의 검출이 가능한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3. 다중 고장 발생 시 단일 가설 RAIM 기법의 문제점 

2절에서는 다중고장의 발생 원인과 그 확률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절에

서는 실제로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단일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식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사용자 항법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

여 식 (2.4)에 나와있는 에러 벡터 v를 모니터링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

적인 상황에서는 v는 측정치의 바이어스 성분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측정치 잡

음 수준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v의 하나 이상의 성

분에 바이어스가 추가되어 전체적인 벡터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v의 성

분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힐 수 있다면 고장 위성의 검출 및 식별이 매우 간단

해질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

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Weighted Least Squares (WLS) 방법[46]은 어떠한 

방식으로 에러 벡터 v를 모니터링하고 그 방식의 특성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1) 기존 RAIM 알고리즘의 특성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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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 알고리즘은 식 (3.1), (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치 잔차 벡터의 

크기를 검사하여 측정치의 고장 유무를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 변수로 사용되는 

WSSE의 크기가 오경보율(PFA) 요구 조건으로부터 계산된 검출 임계값을 초과

할 경우 경보를 발생한다. 

이 방법은 에러 벡터 v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잔차 벡터 r의 크기가 ‘높은 확

률’로 커진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가정은 단일 고장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항상 맞게 된다. 하지만 v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r의 크기가 커지는 

정도는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와 어느 위성의 측정치에 바이어스가 추가되었는지

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판단 변수 WSSE는 하나의 스칼라 변수이므로 N개의 측정치에 단일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WSSE만 가지고는 

어느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WL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바이어스의 크

기가 사용자의 위치해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

을 때의 위치오차 수준을 보호 수준으로 추정한다. 또한 기존의 WLS 알고리즘

은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

견되었다[30]. 이 경우는 다중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v의 크기는 커지지만 그

에 따라 r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지 않아 발생한다. 이는 WLS 방법이 가정한 v

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r의 크기가 커진다는 가정에 위배되어 기존의 방법으로

는 고장의 발생을 탐지할 수 없게 된다. WLS 알고리즘의 특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l 단일 고장의 경우에만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다중 고

장의 경우 고장의 발생을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l 무결성 감시를 위하여 에러 벡터 v의 개별 성분을 모니터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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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v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높은 확률’로 커지게 되는 잔차 

벡터 r의 크기를 모니터링하여 고장 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판단변

수 자체 만으로는 어느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다. 

고장 위성의 식별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l 고장 검출 알고리즘이 v와 r의 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접근을 통해 설계되어 위성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고

장 검출 성능과 보호수준이 결정된다. 

2) 벡터 공간에서 에러 벡터 v와 잔차 벡터 r과의 관계 

기존의 WLS의 한계점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 공간에서의 에러

벡터와 잔차벡터, 그리고 WLS 알고리즘의 특성을 수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 (3.1)을 v와 r에 대한 식으로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k k k k= - ×r I H K v
 

(4.1) 

여기서 하첨자 k는 k번째 에폭을 의미하고 H는 위성 관측 행렬, K 는 아래

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 ) 11 1T T
k k k k k k

-- -=K H R H H R
 

(4.2) 

여기서 R은 측정치의 공분산 행렬이다. 

식 (4.1)은 잔차 벡터 r은 에러 벡터 v를 ( ) : N N
k k- ´I H K R R 라는 변환 행

렬로 선형 변환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선형 변환을 통해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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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보가 손실되게 된다. 선형 변환 행렬 k k-I H K 는 NR  벡터 공간에 있

는 임의의 벡터를 H의 left null space로 투영하는 행렬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

실은 아래의 간단한 수학적 과정을 통해 증명된다. 아래 식을 만족하는 N차원 

공간의 임의의 두 벡터 x와 y를 가정하자. 

NÎx R , NÎy R  (4.3) 

( )k k= - ×x I H K y  (4.4) 

벡터 NÎx R 는 선형 변환 행렬 k k-I H K 에 의해 NÎy R 가 변환된 벡터이

다. 이 때 임의의 N차원 공간 벡터 NÎy R 에 대해 아래의 관계가 성립한다. 

( )( )1T T T T
k k k k k k N N

-

´× = × - × =H x H I H H H H y O
 

(4.5) 

( )TknullÎx H
 

(4.6) 

여기서 ( )null A 는 A의 null space를 의미한다. 위의 결과로부터 k k-I H K 는 

임의의 N 차원 공간 벡터를 H의 left null space로 투영시키는 변환 행렬이 

된다. 따라서 에러 벡터 v는 위의 변환에 따라 투영되게 되고 다른 투영 변환

과 마찬가지로 변환 과정에서 원래 벡터에 포함되어 있던 정부의 일부가 손

실되게 된다. 이것은 v와 H의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v의 크기가 아무리 크

더라도 투영된 벡터의 r의 크기가 0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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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무결성 감시 알

고리즘으로는 고장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4-2는 N차원 벡터 공간 상에서 v와 r의 관계를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대로 기존의 단일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v가 H의 left null 

space로 투영된 r의 크기를 모니터링하여 고장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v의 투영 과정에서 손실되는 정보(벡터 l)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경

우에 따라 고장 검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v의 방향이 H의 left null space와 orthogonal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r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고

장 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Figure 4-2 에러 벡터와 잔차 벡터와의 관계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v의 투영 과정에서 손실되는 정

보를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온전한 v벡터를 추정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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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무결성을 감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설명

에 앞서 기존의 다중 고장 검출을 고려한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살펴봄으로써 

각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의 다중 가설 RAIM 알고리즘 및 한계 

기존의 단일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조

건과 TTA 요구조건이 비교적 낮은 수평 유도 항법에만 응용이 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기 때문에 수직 유도를 위해서는 SBAS나 GBAS 등의 지상 무결성 채

널 (Ground Integrity Channel, GIC)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중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

[31-42]. 이 절에서는 대표적인 다중 가설 RAIM 알고리즘의 무결성 감시 방법

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Multiple Hypothesis Solution Seperation (MHSS) 

① MHSS 무결성 감시 이론 

MHSS 알고리즘은 최초의 다중 가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으로 

LAAS 사용자의 수직 유도 및 착륙을 위한 무결성 감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40]. 이 방법은 기존의 무결성 감시 기법 중 위치 영역에서 사용자의 무결성을 

감시하는 단일 가설 Single Hypothesis Solution Seperation (SHSS) 알고리즘

을 개선하여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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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SHSS 알고리즘은 모든 가시위성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구한 위치해 

(total solution)와 하나의 위성 측정치를 제외하고 구한 위치해 (subset 

solution)과의 차이를 구하고 그 모든 차이의 제곱합을 판단변수로 하는 χ방법

을 사용한다. 따라서 단일 고장 발생 시에는 고장 발견 후 모든 가시 위성에 대

해서 한 번의 반복 계산 만으로 고장 위성을 식별할 수 있지만 다중 고장 발생 

시에는 고장 위성의 식별 및 보호수준 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MHSS는 다중 

고장 발생 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고장 검출 및 보호수준의 계산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MHSS는 고장 검출의 판단 변수로 모든 각각의 가시위성에 대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무결성 위협 확률을 계산하여 각 위성에 대

한 무결성 위협 확률이 주어진 확률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가시 위성 조합 

및 위치해와 보호수준을 도출하게 된다. MHSS의 판단변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주어진 측정치에 대한 수직위치오차가 수직 보호 수준을 넘어설 확률로 정의된

다. 

( )ˆv v vI P VALº - >z x x z
 

(4.7) 

여기서 vx 는 실제 사용자의 수직 위치, ˆ vx 는 계산된 사용자의 수직 위치, 

VAL은 수직 보호 한계(Vertical Alert Limit), vI 는 수직 위치의 무결성 위협 

확률이다. 위 식은 MHSS 알고리즘이 수직 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수직에 대한 성분만 고려가 되어있는데 수평 위치에 대한 식도 같은 방식으로 

유도 될 수 있다. 사용자는 당연히 자신의 실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위의 식

을 통해서 판단변수를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가시위성에 대한 subset 

solution과 total solution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각각 차이가 수직 보호 한계를 

초과할 확률의 합이 주어진 무결성 요구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고장이 발생하였

다고 판단하게 된다. 식 (4.7)을 추정한 위치해와 각 위성의 고장 확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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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ˆ2 2

ˆ
0

ˆ ˆ, ,v

v i i v i i
v

N VAL

v i v v v v v vVAL
i

I P H N d N d
¥ -

+ ¥
=

é ù= +ê úë ûå ò ò
x

x xx
z x σ x x σ x% %

 

(4.8) 

여기서 ( )iP H 는 i 번째 위성이 고장날 사전 확률이고 ˆ
iv

x 는 i 번째 위성을 

제외한 위성으로 계산한 위치해, 2
iv

σ 는 i 번째 위성을 제외한 측정치의 분산이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0]을 참조하도록 한다. MHSS는 식 (4.8)과 같

은 방식으로 계산된 판단변수가 식 (4.9)와 같이 주어진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

조건을 넘어설 경우 경보를 발생한다. 

req
v vI I>z

 
(4.9) 

지금까지 설명한 MHSS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１１３ 

 

 

Figure 4-3 MHSS 알고리즘 (1-D Example) 

② MHSS 한계점 

MHSS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subset solution을 조합하여 주어진 무결성 요

구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최소의 보호수준을 갖는 위성 조합을 도출하여 위치

해와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계산된 보호수준

이 보호한계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위치해 계산에 사용된 위성의 고장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크기가 비교적 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위치

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MHSS 알고리즘은 이를 고장이라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다중 고장 발생 시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의 위치해의 무결성 보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위치

해 결정을 위해 해치 필터나 칼만 필터 등의 필터링 기법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게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2) Range Consensus (R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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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ANCO 무결성 감시 이론 

RANCO 알고리즘은 MHSS는 고장 위성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하여 고장 위성을 직접 검출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위성만으로 위치해와 보호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31, 37, 42]. 

이 방법을 2차원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최대의 

가용성 및 정확성을 얻기 위하여 모든 가시위성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least 

squares 방식으로 위치해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측정치에 고장이 

포함되어 있을 때 모든 측정치를 사용하여 위치해를 구하면 Figure 4-4의 보라

색 선처럼 추정한 결과가 실제 값과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RANCO 알

고리즘은 위치해 계산에 고장 측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산 필요한 

최소 개수의 측정치만 사용하여 subset solution을 구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2차원 예제에서는 2개의 측정치만을 사용하게 된다.  

 

Figure 4-4 측정치 고장 발생 시 all in view solution 

Figure 4-5와 같이 2개의 측정치을 활용하여 위치해를 구하고 나머지 위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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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거리측정치의 잔차를 구하게 된다. 주어진 subset solution에 대하여 측

정치의 잔차가 확률 요구조건을 넘어서지 않는 위성을 정상(inlier)으로 선언하

고 그 개수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Figure 4-5의 경우에는 5개의 잔여 측정치 

중 inlier의 개수가 2개가 된다. 그림에서 6번째 측정치의 경우 정상적인 측정치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subset solution을 통해 계산된 잔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

서게 되어 outlier로 판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위의 그림에서subset solution 

계산에 사용된 두 개의 sample point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주 발생하게 되므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치가 좋은 subset을 선별하여야 한다. 

 

Figure 4-5 Minimum subset solution과 lnlier 

 

그 다음에는 다른 2개의 측정치 조합을 선택하여 다시 subset solution을 계

산하고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반복 계산을 통해 얻어진 subset solution 

중에서 정상(inlier)로 선언된 측정치의 개수가 가장 많고 잔차 수준이 가장 낮

은 subset을 최적의 subset으로 결정하고 그 subset의 outlier를 최종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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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성으로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 위치해는 최적의 subset에 사용된 측

정치와 그 inlier 측정치들을 활용하여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Figure 4-6과 

같이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바이어스를 갖는 측정치만 고장으롤 판별되게 되

고 결과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실제 값과 유사한 값을 갖게 되어 사용자의 무결

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Figure 4-6 Best subset solution과 최종 위치해 선정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도로 표현하면 Figure 4-7과 같다. 우선 

모든 위성의 subseet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나 subset 위성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등을 기준으로 좋은 

조건의 subset을 추려내게 된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계산량 감소를 위해 

너무 적은 수의 subset만 선별하게 되면 선별된 subset 내에 모든 가시위성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고장 검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subset 선별 시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가시위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Subset의 선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각 subset의 inlier 개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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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WSSE를 계산한다. 이때 만약 inlier의 개수가 N – 4개 이면 모든 측정치

가 정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고장이 없다고 선언되고 N -4개 보다 작으면 

다음 subset에 대하여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모든 subset에 대한 inlier 개수와 

WSSE가 계산되면 그 가장 많은 수의 inlier를 포함한 subset 중에서 가장 작은 

WSSE 값을 갖는 subset을 최종 subset으로 선택하고 최종 위치해를 계산하게 

된다. 

 

Figure 4-7 RANCO 알고리즘 순서도 

② RANCO의 한계점 

RACNO 알고리즘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계산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RANCO 알고리즘은 다중 가설에 의한 

무결성 감시를 수행하지만 기본적인 측정치 검사 방식은 단일 가설의 Range 

Comparison 방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고장 위성의 검출을 위해 다양한 sub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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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단일 GNSS 환경만 고

려하여 사용자의 가시위성이 10개라면 subset의 조합은 10 4 210C = 개가 되고 

각각의 subset에 대하여 나머지 측정치 6개의 잔차를 구하여 테스트하여야 한

다. 결과적으로 한 에폭의 측정치의 고장을 검출하는데 1260번의 반복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중 가설 알고리즘은 미래의 다중 GNSS 상황에 더욱 효과

를 발휘할 것이므로 다중 GNSS 환경을 가정하면 평균 가시 위성은 40개가 되

고, 가능한 subset의 조합은 40 4 17290C = 개가 되고 이에 따라 매 에폭마다 

622440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모든 subset을 고려

하지 않고 위성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subset을 선별하여 계산량을 줄

이므로써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subset의 개수를 

줄이면 선별된 subset에 포함되지 않는 측정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량의 

획기적인 감소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subset 선별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한 RANCO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다[37, 42]. 

두 번째 문제는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또는 최종 subset의 선택에 따라 같은 

크기의 고장에 대해서 검출에 성공할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RANCO 알고리즘이 MHSS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위치 영역에서 

잔차를 활용하여 측정치의 고장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

서 Figure 4-2에서 kl  성분이 큰 고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RANCO 알고리즘은 inlier의 개수가 가장 많은 subset을 최종 subset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고장 검출 임계값 근처의 크기를 바이어스가 존재할 때에는 위

성의 배치 상태가 좋지 않은 조합을 최종 subset으로 선택하여 고장 측정치를 

inlier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좋지 않은 배치의 위성들을 

최종 위치해 결정에 사용하게 되고 바이어스가 포함된 측정치도 함께 사용하게 

되므로 위치해 및 보호수준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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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quential Multiple Hypothesis RAIM (SMHR) 

① SMHR 무결성 감시 이론 

기존의 단일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나 앞에서 살펴본 MHSS, RANCO와 

같은 다중 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들은 모두 해당 에폭의 측정치 잔차 또는 

위치영역에서의 subset solution과 total solution과의 차이를 사용하여 측정치의 

에러벡터에 바이어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N개의 

에러 벡터의 성분을 모니터링 하는데에 위치해 결정에 사용된 4개의 측정치 정

보를 제외한 N-4개의 정보만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Figure 4-2에서 kl  성

분이 큰 고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장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다중 고장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kl 의 크기가 에러벡터와 거의 같아질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SMHR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측정치의 에러벡터를 이웃한 에폭 간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해당 에폭

의 측정치뿐만 아니라 이전 에폭의 측정치와 위성 관측 행렬의 변화를 조합하여 

에러 벡터 자체의 크기를 추정하여 고장 여부를 판단한다[33]. 이를 2차원에 

표현하면 Figure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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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SMHR 알고리즘 (2-D Example) 

2차원 공간에서 에러 벡터 v는 2개의 정보를 갖고 사용자는 거리 측정치로부

터 에러벡터가 x 축에 투영된 r 값만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자. 앞에서 설명한 

모든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들은 이 r값의 크기를 감시하여 에러 벡터가 사용자

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커졌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반면 

SMHR은 그 다음 에폭의 측정치와 좌표계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측정치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는 l을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r과 l의 조합인 v를 추정하

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위의 예시에서 측정치 잔차 r1

과 r2, 그리고 좌표계의 변화량 α는 알고 있는 값이고 v를 추정하기 위해서 l1 

또는 l2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에폭의 측정치 잔차 r2와 미지수 l2는 기하학적

인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에폭의 측정치 및 미지수, 그리고 좌표계 

변화량 α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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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sin cos

r r l
l r l

a a
a a

= × + ×ì
í = - × + ×î  

(4.10) 

식 (4.9)의 두 식을 연립하여 미지수 l1에 대하여 풀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4.11)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두 에폭의 측정치와 좌표계 변화량을 이용하여 에러 벡

터의 투영 과정에서 손실된 정보를 복원하여 에러벡터의 절대적인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방식은 에러 벡터가 두 에폭 동

안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측정치의 잡음 수준이 커지게 되

면 신뢰도 높은 추정값을 얻기 힘들고, 두 에폭의 좌표계는 서로 선형적으로 독

립(linearly independen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좌표계가 독립이 아니면, 즉 

식 (4.10)에서 α값이 0이면 식은 singular가 되어 문제를 풀 수 없게 된다. 또

한 α값이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수를 갖더라도 시스템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추정값을 얻기 힘들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2차원 문제를 위성항법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N차원 문제

로 확장시키면 Figure 4-9와 같다.  

1 1 2
cos 1
sin sin

l r ra
a 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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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MHSR 알고리즘 (N-D Example) 

에러벡터 v는 가시위성 수와 같은 N 차원의 벡터가 되고 측정치와 항법해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잔차 벡터 r은 에러벡터가 관측행렬 H의 left null space에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N–4 차원의 벡터가 된다. 따라서 v를 추정하기에는 정

보의 양이 부족하므로 v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위성의 개수 N에 따라 그 다음 

1~3 에폭의 잔차를 누적하여 측정치 벡터를 형성한다. 이를 3에폭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각 에폭의 잔차와 벡터의 투영과정에서 손실된 성분 l의 관계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식 (4.12)와 같고, 이것을 미지수와 측정치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4.1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K는 식 (4.2)에 정의된 대로 H

의 pseudo inverse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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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4.13) 

식 (4.13)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14) 

 
(4.15) 

 
(4.16) 

 

(4.17) 

식 (4.14)에서 시스템 행렬 C는 N이 6 이상이면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

므로 벡터 a를 식 (4.18)과 같이 least squares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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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실 벡터 l과 에러 벡터 v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된다. 

 (4.19) 

 (4.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러벡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차원 문제를 풀 때와 마

찬가지로 에러벡터가 일정해야 하고, 세 에폭의 좌표계가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

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에폭의 좌표공간을 구성하는 위성 관측 행렬이 

선형적으로 종속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Hk와 Hk-1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열

은 각 위성의 시선벡터로 구성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열은 시계오차와 관련된 

항으로 모든 위성에 대하여 -1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Figure 4-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에러벡터는 각 에폭마다 서로 다른 벡터공간에 투영되어야 하는데 시계

오차 관련 항 때문에 일부 정보는 같은 벡터공간에 투영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는 시계오차를 따로 추정하여 측정치 잔차와 위치해 계산, 시스템 행렬의 구성 

등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수신기 시계오차 항은 사용자의 위치해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사용자의 무결성은 보장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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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MHSR 알고리즘 (Navigation Case) 

② SMHR의 한계점 

SMHR의 한계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i. Ill-conditioned system 

식 (4.16)에서 정의된 시스템 행력 C는 결과적으로 연속된 에폭의 벡터공간

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성항법시스템에서는 수신기와 항법위성간의 거리

가 매우 멀기 때문에 위성이 빨리 움직이더라도 사용자 시선벡터의 변화가 10-

4 수준으로 매우 작게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행렬 C는 서로 비슷한 성분을 갖

게 되어 컨디션 넘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여 

미지수를 얻는 과정에서 측정치의 잡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과적

으로 추정된 에러벡터의 잡음 수준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36]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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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R 알고리즘은 ill-conditioned 시스템 행렬로 인하여 5 km 정도 크기의 에

러벡터를 검출할 수 있게된다. 이는 일반적인 무결성 요구조건이 수~수백 m의 

보호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응용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

로 큰 크기이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개발된 무결성 알고리즘과는 

전혀 다르게 에러 벡터를 직접 추정한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기여도

를 찾을 수 있다. 

ii. Constant bias assumption 

SMHR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제대로 된 에러 벡터의 추정을 위해서는 발생한 

고장의 크기가 일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알고리즘의 시작이 되는 식 (4.12)

가 이러한 가정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램프 에러와 같이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식 (4.12)의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에러 벡터 

추정값의 모든 성분이 매우 큰 값을 갖게 된다. 에러 벡터가 큰 크기를 같는다

는 사실만으로 고장의 발생을 탐지할 수는 있지만 에러 벡터의 모든 성분이 매

우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느 위성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게 된다. Figure 4-11과 Figure 4-12는 1번 위성에 0.02 m/s의 크기로 증가

하는 램프 에러에 대한 SMHR의 측정치 오차 추정 결과이다. 

 

Figure 4-11 단일 램프 오차에 대한 SMHR 알고리즘 결과 (1~8번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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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단일 램프 오차에 대한 SMHR 알고리즘 결과 (9~18번 위성) 

1번 위성의 측정치에만 작은 크기의 오차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

성의 오차 추정값이 비정상적인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식 (4.10)

또는 (4.13)을 구성하는데 v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가정에 맞지 않는 값이 포함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성항법시스템의 고장 형태는 [73, 7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램프 

에러 형태를 띄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MHSR 알고리즘으로

는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하기는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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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실제 항법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된 

순차적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SMHR 알고리즘은 에러 벡터가 특정 벡터 공간에 투영된 정보만을 사용하여 

FDE를 수행하는 기존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과 달리 연속된 에폭의 측정치와 

관측행령 정보를 활용하여 에러 벡터 자체를 추정하여 FDE를 수행한다. 따라서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에서는 검출할 수 없는 

조합의 고장도 검출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장.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MHR 알고리즘은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이 매우 나쁘고, 고장의 크

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유도되어 실제 항법 시스템에 응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장에서는 SMHR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 보고 이로 인한 성능 향상 정도를 시뮬

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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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한 새로운 SMHR (Sequential 

Multiple Hypothesis Relative RAIM, SMHRR)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SMHR 알고리즘의 ill-conditioned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측정치로 의사거리 측정치 뿐만 아니라 반송파 위상 측정치도 함께 활용하

였다. 반송파 위상 측정치는 의사거리 측정치에 비해 측정치 잡음 수준이 매우 

작기 때문에 ill-conditioned problem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거리 측정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송파 위상에 포함된 

미지정수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송파 위상의 미지정수 추정은 일반

적으로 수신기 독립적으로는 하기 힘들고 지상 기준국의 보정정보를 전달받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미지정수를 해결하지 않고 정밀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하기 위

하여 SMHR 알고리즘에 Relative RAIM의 항법해 계산 방식 및 오차 모델을 적

용하였다. 이제부터는 RRAIM 개념을 적용한 SMHR 알고리즘을 Sequential 

Multiple Hypothesis Relative RAIM (SMHRR)로 부르기로 한다. 

1) RRAIM 항법 알고리즘 

RRAIM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어느 정도 오차가 제거되

고 무결성이 보장된 의사거리와 반송파위상 측정치를 수신하게 된다. 그 다음 

에폭에는 사용자는 이전 에폭의 거리 측정치에 반송파 위상의 변화량만을 더하

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coasting time’이라고 불리는 주

어진 시간동안 초기의 의사거리에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변화량만을 가지고 항

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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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t t T t t Tr r f- -= + D
 (5.1) 

여기서 ,t t Tf -D 는 t초의 반송파 위상 측정치와 t-T초의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차이, 즉 t t Tf f -- 이다. 여기서 반송파 위상은 각도가 아닌 거리로 표현된 단

위를 가진다. T초 전의 의사거리 측정치 t Tr - 로부터 시간전파된 현재의 거리 

측정치 ˆtr 를 실제 거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ˆt t t t T t t Tr Br dr d f- -= + + + D
 (5.2) 

여기서 tB 은 수신기 시계 오차, t Tdr - 는 t Tr - 에 포함된 측정치 오차 

,t t Td f -D 는 ,t t Tf -D 에 포함된 오차를 의미한다. 

① RRAIM 오차 모델 

오차 항 t Tdr - 의 분산은 아래의 식과 같이 일반적인 의사거리 오차 모델을 

따른다. 

2 2 2 2
, , _ , _ ,j j clk eph j DF air j tropors s s s= + +

 
(5.3) 

2
, _j clk ephs , 2

, _j DF airs , 2
,j tropos 는 각각 위성시계 및 궤도, 전리층 및 수신기 노

이즈/멀티패스, 대류층으로 인한 오차의 분산을 의미한다. 

식 (5.2)에서 오차 항 ,t t Td f -D  역시 t Tdr - 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세 개

의 오차 성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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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asting Time (T) 동안 반송파위상 측정치 잡음 및 멀티패스의 변화 

반송파 위상 측정치 잡음 및 멀티패스의 변화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 )n mps D +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수신기 잡음은 백색 

잡음(white noise)으로 잘 모델링되기 때문에 ( )n mps D + 은 coasting time T에 대

한 함수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 )n mps D + 는 T에 상관없이 보수적

으로 6cm로 설정하였다. 

ii. Coasting Time (T) 동안 대류층 지연의 변화 

Coasting time 동안 대류층 지연의 변화는 사용자의 위치 변화로 인하여 생

기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79, 80]에서 분석될 결과에 따라 식 (5.4)와 같은 

표준 편차를 갖고 0을 평균으로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90deg1.22 0.41 0.092
85degtropo

cm cm E km Tskm km
s D

é ù-
= + ´ ´ ´ê ú
ë û

 

(5.4) 

여기서 E는 도 (degree) 단위로 표현된 위성의 앙각이다. 식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ropos D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T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

는 것을 알수 있다. 위성 앙각에 따른 tropos D 에 대한 상한값은 Table 5-1에 정

리되어 있다. 

 



 

１３２ 

 

Table 5-1 위성앙각에 따른 대류층 변화 표준편차 상한값 

El (deg) 
5-10 10-20 20-30 30-40 40-90 

tropos D  (cm) 40 20 14 10 8 

 

iii. Coasting Time (T) 동안 위성 시계 오차의 변화 

위성 시계 오차의 변화는 위성 시계오차가 drift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오

차항 역시 0이 평균이고 식 (5.5)와 같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표준 편차를 갖

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79]. 

0.085clk
cm T
s

s D = ´
 

(5.5) 

위의 세 오차 항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t t Td f -D 에 대한 분

산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2 2 2 2

tropo clkn mpfs s s sD D DD += + +
 

(5.6) 

N개의 가시위성이 있을 때, t Tdr - 와 ,t t Td f -D  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각각 

식 (5.7), (5.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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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 , NR diagdr r r rs s s,1 , ,= L

 
(5.7) 

( )2 2 2
2, , , NR diagd f f f fs s sD D ,1 D , D ,= L

 
(5.8) 

결과적으로 식 (5.2)의 ˆtr 에 대한 오차는 식 (5.9)와 같이 표현되게 된다. 

ˆR R Rdr d fdr D= +
 (5.9) 

 

② RRAIM 항법해 계산 

RRAIM 측정치를 활용하여 항법해 측정 방적식을 구성하면 식 (5.10) 또는 

(5.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k k k k= × +z H x v  (5.10) 

,1 ,1

, ,

ˆ ˆ

ˆ ˆ

k k

k k

k N k N

r dr

r dr

é ù é ù
ê ú ê ú= × + +ê ú ê ú
ê ú ê úë û ë û

H x βM M  (5.11) 

여기서 β 는 측정치에 포함된 미지의 바이어스 벡터이다. 따라서 측정치 에러

벡터 kv 는 측정치 잡음 및 coasting time 동안의 오차 누적으로 인한 잡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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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1 ,ˆ ˆ T
t t Ndr dré ùë ûL 와 정상 상태에서의 바이어스 (nominal bias) 또는 고장

으로 인한 바이어스 β 의 합으로 표현되게 된다. 즉 ( )2
ˆ~
kk kN r,v β σ 이다. 정상 

상태에서는 바이어스 벡터 β 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만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의 크기에 따라 β 의 성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kv 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이러한 바이어스 성분과 

잡음 성분으로 구성된 측정치의 에러 벡터의 크기, 즉 kv 의 크기를 모니터링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SMHR 알고리즘은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식 (2.1)과 같

이 일반적인 의사거리 측정치를 활용하여 약 5km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고장

만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치 잡음 수준이 낮은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같이 활용하여 식 (5.11)과 같이 항법 방정식을 구성함으로써 측

정치의 잡음 수준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검출 가능한 고장의 크기를 감소시

키고 알고리즘의 강건성을 향상시켰다. 

 

 

 

2. 다중 램프 에러를 고려한 SMHRR 알고리즘 

1절에서는 SMHR 알고리즘의 ill-conditioned 시스템 행렬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한 RRAIM 기법 적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SMHR 알고리즘의 문제점 중 두 번째로 제기된 constant bias assumption에 대

한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SMHR 알고리즘은 위성의 

고장 형태를 2~3 에폭 동안 같은 크기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순차적 기법으로 



 

１３５ 

 

에러 벡터를 추정하기 때문에 고장의 형태가 가정과 다를 때에는 Figure 4-12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에러 벡터의 성분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constant bias 

term)과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값 (ramp error term)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에폭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한다. 

1) 2 차원 SMHRR 수식 전개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고장의 형태는 식 (5.12)와 같이 constant bias term과 

ramp error term 으로 구성된다. 

1 2

1 2 2
k k

k k k

- -

- -

= +

= + = +

v v α
v v α v α  

(5.12) 

여기서 α는 v의 각 성분의 변화율로 이루어진 벡터, 즉 에러의 속도 벡터를 

의미한다. 이 가정에 따라 2차원 공간에서 에러 벡터와 측정치 잔차, 잔차를 구

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러 성분의 관계를 표현하면 Figure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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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v, r, l 관의 상관 관계 (2차원 예시) 

Figure 5-1에서 r1과 r2 는 매 에폭 측정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다. 

정상 상태에서 v의 bias component는 0에 가깝고 잡음 성분만 존재하기 때문

에 α ≈ 0, E(v)=0 이다. 측정치에 렘프 고장이 발생하면 이웃한 두 에폭 간의 에

러 벡터의 차이를 의미하는 α가 고장 위성에 대해서는 0이 아닌 값을 갖는 상

수 벡터가 된다. 이를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각 벡터의 관계식을 구성하

면 다음과 같다. 

1
1

1

1 0
0 1

r
l
é ù é ù

=ê ú ê ú
ë ûë û

v
 

(5.13) 

( )2
2 1

2

cos sin cos sin
sin cos sin cos

r
l

q q q q
q q q q

é ù é ù é ù
= = +ê ú ê ú ê ú- -ë û ë ûë û

v v α
 

(5.14) 

식 (5.13)과 (5.14)를 연립하여 행렬 형태로 측정 방정식을 구성하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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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와 같다. 

1
1

2 2
2

0 sin 1 cos
1 cos 0 sin

l
r

l
r

q q
q q

é ù
- - é ùé ù é ùê ú- = ê úê ú ê úê ú- -ë û ë û ë ûê úë û

I
α

 

(5.15) 

식 (5.15)에서 좌변의 시스템 행렬은 2x4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

재하지 않게 된다. 기존의 SMHR 알고리즘은 α를 0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2

차원 미지수 벡터 v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개의 측정 정보가 필요하고 각 측정

치에서 하나의 측정 정보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식 (4.10)과 같이 두 에폭의 

측정치와 좌표계의 변화를 측정하여 v를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측정치 에러벡터의 성분에 램프 에러 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2개의 미지수 항이 

추가되게 된다. 따라서 2 에폭의 측정치를 더 추가하여 식을 구성하면 식 (5.16)

과 같고 시스템 행렬이 6x6 차원을 갖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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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2 1

1,2
2

1,3
2 2 3

1,3
4

1,4
2 2

1,4

1,2

1,2

1,2

1,2

1,2

1,2

0 sin 0 0
1 cos 0 0

0 0 sin 0
2

1 0 cos 0
0 0 0 sin

3
1 0 0 cos

1 cos 0 0
0 sin 0 0
1 0 cos 0
0 0 sin 0
1 0 0 cos
0 0 0 sin

l
l
l
l

q
q

q
q

q
q

q
q

q
q

q
q

´

´

´

-é ù
- é ùê ú- ê úê ú

ê úê ú-
ê ú-ê ú- ê úê ú
ê úê ú- ê úê ú- ë û-ê úë û

-é
ê -ê
ê -

=
-

-
-ë

I

I

I α

1

2

3

4

r
r
r
r

ù
ú é ùú ê úú ê úê ú ê úê ú ê úê ú ë ûê ú

ê úû  

(5.16) 

이 때, 에러 벡터 v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의 

식에서 구한 lk와 rk를 더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관적이고 비교적 

손 쉽게 vk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의 식의 시스템 행렬에서 

lk를 구하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1열부터 4열까지 인데, 여기서 1,2q , 

1,3q , 1,4q 가 모두0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 서로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위 행렬의 역행렬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lk의 추정 결과

는 측정치의 잡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에러벡터를 구한 결과는 신뢰성이 낮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추정된 

α 를 이용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앞선 경우와 달리 α 는 항등 행

렬(I)로 이루어진 5, 6열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lk에 비해 측정치 잡음에 

강건한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 α 는 에러 벡터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를 적분

하여 각 에폭의 에러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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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차원 SMHRR 수식 전개 

앞선 절에서 유도한 2차원에서의 SMHRR 알고리즘을 항법 시스템의 경우에 

적용하면 Figure 5-2과 같다. 여기서 시계 오차 항에 의한 공통 성분은 4장.4.3)

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시계오차의 독립적인 추정과 제거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수식을 전개한다. 

 

Figure 5-2 SMHRR 알고리즘 개념 (N 차원) 

N 차원 미지수 벡터 vk는 식 (5.17)과 같이 각 에폭의 측정치 잔차 벡터 rk와 

lk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식 (5.12)과 같이 이전 에폭의 미지수 벡터 

에 vk-1과 그 변화율 α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１４０ 

 

( )k k k k k k k k k= + = - +v r l I H K v H K v
 

(5.17) 

식 (5.12)와 식 (5.17)을 이용하여 k, k-1, k-2 번째 에폭의 에러 벡터를 각 

에폭의 측정치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에 대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2 2 2 2 2

1 2 1 1 1 1 2

2 22 2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r H K v
v v α r H K v v α

v v α r H K v α
 

(5.18) 

식 (5.18)에서 각 에폭의 측정치 잔차 벡터 r의 차이를 Δr로 정의하고 Δr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 (5.19)와 같이 된다. 

( )
( )

1, 2 2 2 2 1 1 2 1 1

, 2 2 2 2 2 2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 - - - - - - - - -

- - - - -

D = - + - ×

D = - + - ×

r H K v H K v I H K α

r H K v H K v I H K α
 

(5.19) 

식 (5.18)을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5.20) 또는 (5.21)과 같은 형태로 정리

할 수 있다. 

1, 2 2 2 1 1 1 1 2

, 2 2 2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 - - - - - - - -

- - -

D - -é ù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D - - ë ûë ûë û

r H K H K I H K v
r H K H K I H K α

 
(5.20) 

( )
( )

2 2

1, 2 2 1 1 2

, 2 2 22 2

k k

k k k k k k

k k k k k k

- -

- - - - - -

- - -

é ù
ê úD - +é ù é ù ê ú=ê ú ê úD ê ú- +ë ûë û
ê ú
ë û

K v
r H H O I K v α
r H O H I K v α

α

 

(5.21) 

 

식 (5.20)은 m개의 에폭의 측정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미지수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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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N- × 개이고 측정치의 개수도 ( )1m N- × 개 이기 때문에 항상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 (5.21)과 달리 vk-2를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과정도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식 (5.20)의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

는 약 1013 정도의 매우 큰 값을 갖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는 유효한 추정값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식 (5.21)은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가 109 정도이고, 

α의 추정에 주로 관여하는 부분은 항등 행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5.21)을 사용하여 정

밀한 α 추정값을 구하고 이를 적분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추정 결과 비교는 3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Figure 5-3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Figure 5-3 제안된 SMHRR 알고리즘 순서도 

시스템을 시작하고 3초가 되는 시점부터 식 (5.21)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측정

치가 채워지므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법의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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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 간에 같은 벡터 공간으로 투영되게 되는 시계오차 항에 의한 공통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수신기의 시계오차를 추정한다. 공통 성분의 제거 후에는 측정치 

잔차 벡터와 관측행렬의 변화를 활용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한다. 이 때 추정된 

에러 벡터가 검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된다. 그런데 고

장 발생 직후에는 식 (5.21)에서 가정한 α가 일정하다는 가정에 맞지 않게 되

어 추정된 값이 실제 값과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판단 

변수가 매우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 고장의 발생을 탐지할 수는 

있으나 어느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

장 발생 탐지 후 2초 동안은 시계오차를 추정하는 칼만필터의 측정치 업데이트

를 수행하지 않고 시간 업데이트만 수행한다. 고장 발생 후 2초가 지나면 누적

된 측정치에 같은 α가 포함되므로 이 때부터는 고장 위성의 식별까지 가능하

게 된다. 고장 위성의 식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해당 위성을 제거하고 항

법 및 시계 오차 칼만필터의 측정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만약 고장을 검출하

였으나 고장 위성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경보를 발생한다. 식 (5.21)에서 미지수의 개수는 3 m N× + 개이고 측정치의 개

수는 ( )1m N- × 개이기 때문에 측정치의 개수 N에 따라 누적하여야 하는 측정

치의 개수 m이 달라지게 된다. 아래 표는 가시 위성 수에 따른 필요한 최소 측

정치의 개수와 추정 지연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5-2 가시 위성 수에 따른 추정 딜레이 

가시 위성 수 (N) 
최소 측정치 수 (m) Estimation Delay 

(단위 : 초) 

5개 5 4 

6~8개 4 3 

9개 이상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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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중 GNSS 상황에서 다중 고장을 검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의 가시위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자는 1초 간격으로 측정치를 누적할 경우 다중 

고장의 검출 및 식별에 2초의 지연을 가지게 되고 이는 TTA 요구 조건 6초를 

만족하는 결과이다. 

3) RRAIM 기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된 SMHRR 알고리즘은 식 (5.21)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α가 

일정하다고 가정 되었다. 또한 측정치 1, 2k kr - -D 와 , 2k kr -D 의 잡음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식 (5.1)과 같이 정밀한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변화를 이용하였다. 따라

서 측정치 1, 2k kr - -D 와 , 2k kr -D 은 coating time 기간 동안은 초기 의사 거리에 포

함된 오차에 추가적으로 시간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초기 의사 거리의 잡음 수준이 아무리 크더라도 식 (5.12)의 측정

치에는 연속된 세 에폭 동안 바이어스의 형태로 포함되게 되기 때문에 추정 값

의 분산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속된 세 에폭을 누적하는 도중에 의

사거리의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측정치에 포함된 의사거리 잡음이 바뀌게 되고 

반송파 위상의 잡음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의사거리 오차가 문제를 일으키

게 된다. 만약 식 (5.21)의 측정치 1, 2k kr - -D 와 , 2k kr -D 를 누적하는 과정에서 k-

1 또는 k-2. 번째 에폭에서 의사거리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두 측정치에 포함

된 의사거리 잡음이 변화게 되고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측정치의 불일치 현상이 추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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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의사거리 업데이트 시 발생하는 오경보 문제 

정상 상태에서는 식 (5.21)의 vk-2와 α가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추정된 에러 벡터도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 녹색 화

살표로 표시된 시간에서 의사거리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에는 측정치 누적 시에 

반송파 위상의 잡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갖는 의사거리 잡음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추정된 vk-2와 α가 모두 0에 가까운 값이 아닌 잘못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ill-conditioned 시스템 행렬의 영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출 임계값을 초과하는 큰 값을 가지게 되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

자에게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경보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거리 업데이트 후 2에

폭이 지나면 다시 모든 측정치에 포함된 의사거리 잡음이 같아지게 되므로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측정치를 병렬로 활용하여 의사거리 업데이트에 의한 오경

보 발생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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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의사거리 업데이트 시 발생하는 오경보 문제 해결 방안 

Figure 5-5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판단 변수를 두고 의사거리 업데이트를 번

갈아가면서 수행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판단 변수는 누적된 측정치 내에 의사

거리 잡음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의사거리 업데이트로 인한 

오경보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제안된 알고리즘의 시스템 행렬 최적화 및 그 효과 

1) 시스템 행렬 구성에 따른 추정값 표준편차 

1절에서는 시스템 행렬의 ill-conditione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RAIM 기법

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식은 시스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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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적으로 수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아닌 단순히 측정치의 정밀도를 높임으

로써 얻어진 결과로써 ill-conditioned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는 여태까지 제안된 방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한다. 제안된 SMHRR 알고리즘의 시스템 행렬은 식 (5.20) 또는 (5.21)과 같

이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5.20)의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는 약 1013 정도의 매우 큰 값을 갖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는 유효한 

추정값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식 (5.21)은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가 109 

정도이고, α의 추정에 주로 관여하는 부분은 항등 행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비교적 정밀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5.21)을 사

용하여 정밀한 α 추정값을 구하고 이를 적분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하도록 한

다. 시스템 행렬의 구성에 따른 고장이 없는 상태에서 에러 벡터 추정 결과는 

Figure 5-6, Figure 5-7과 같다. 

 

Figure 5-6 식 (5.20)을 사용하였을 때 정상 상태에서의 에러 벡터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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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식 (5.21)을 사용하였을 때 정상 상태에서의 에러 벡터 추정 결과 

다음은 이에 대한 수치를 정리한 표이다. 

Table 5-3 시스템 행렬 구성에 따른 추정값 표준편차 

 
식 (5.20) 사용 시 식 (5.21) 사용 시 

Condition Number 1.5e13 3.2e9 

추정값 표준편차 (m) 2.28e4 2.75 

 

식 (5.21)의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는 식 (5.20)의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에 비해 약 1/10000 정도의 값을 가지고 이에 따른 추정값의 표준 편차도 

약 1/10000 정도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식 

(5.21)을 사용하여 에러 벡터를 추정하였다. 

2) 측정치 샘플링 간격 및 그에 따른 무결성 감시 성능 

식 (5.21)은 측정치의 샘플링 간격을 1초로 하여 식을 구성한 결과이다. 하지

만 1초 간격으로는 관측 위성의 기하학적 변화, 즉 kH 와 1k-H 의 변화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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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되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가 

3.2e9와 같은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측정치 샘플링 간격을 늘릴수록 좀 

더 좋은 상태의 시스템 행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아

래 그림은 측정치 샘플링 간격을 각각 1초, 2초, 3초로 하였을 때 추정된 에러

벡터를 표시한 그림이다. 

 

Figure 5-8 측정치 샘플링 간격에 따른 에러 벡터 추정 결과 

 측정치의 샘플링 간격을 길게 가져갈수록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의 변화가 

크게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추

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측정치 샘플링 간격을 늘릴수록 식 (5.21)을 

구성하는 측정치 및 시스템 행렬의 누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식 

(5.21)을 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초를 초과하게 되면 TTA 요구조건을 만

족할 수 없게 된다. 다음 표는 Table 5-2의 각 상황에서 샘플링 간격에 따른 

추정 딜레이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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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샘플링 간격에 따른 추정 딜레이 

가시 위성 수 

(N) 

최소 측정치 수 

(m) 

샘플링 간격 

(단위 : 초) 

Estimation Delay 

(단위 : 초) 

5개 5 1 4 

2 8 

3 12 

6~8개 4 1 3 

2 6 

3 9 

9개 이상 3 1 2 

2 4 

3 6 

 

제안된 알고리즘은 샘플링 간격을 1초로 하였을 때에는 가시위성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항상 사용될 수 있고, 2초로 하였을 때에는 6개 이상인 경우에 항상 사용

될 수 있으며, 3초로 하였을 때에는 9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다중 GNSS 환경에서 가시위성의 개수는 9개 이상이므로 샘플링 간격을 3

초까지 늘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6초의 추정 지연이 생기게 되고 다른 프

로세스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TTA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초의 추정 지연이 발생하는 2초의 샘플링 간격을 활용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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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 방법 

이 절에서는 제안된 무결성 감시 방법에 의한 보호 수준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에 앞서 보호수준 계산 방법 도출을 위한 항법 요구성능과 이에 따

른 무결성 및 연속성 관련 계수들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직 유도에 활용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수직 유

도에 활용되는 항법 요구성능인 LPV-200 과 APV-I, APV-II, CAT-I 등에 대

한 조건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항법 요구 조건 및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설정 

다음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항법 요구 성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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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본 연구에 사용된 항법 요구성능 

Operation 
Accurcy 

(95%, 

Vertical) 

Integrity Continuity 

(1-Risk) 

Avaiabi

lity (%) 
Integrity  

(1-Risk) 

Alert 

Limit 

(Ver

tical) 

Time 

to 

Alert  

APV-I 20 1—10-7/approach 50 m 6 sec 1-8x10-6 

/15sec 

99 – 

99.999 

APV-II 8 1—10-7/approach 20 m  6 sec 1-8x10-6 

/15sec 

99 – 

99.999 

LPV-200 4 – 6 1—10-7/approach 35 m 6 sec 1-8x10-6 

/15sec 

99 – 

99.999 

CAT-I 4 - 6 1—10-7/approach 10-

15 m 

6 sec 1-8x10-6 

/15sec 

99 – 

99.999 

 

①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 

Pr[HMI] ≤ 10-7/approach 

무결성 위협 (Integrity Risk)이란 사용자의 실제 위치가 무결성 감시 시스템

으로부터 계산된 보호 수준 내에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잘못된 항법 정보 (Hazardous Misleading Information, HMI)로 인해 무결성 위

협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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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r vHMI P e VPL D Té ù= > Ç <ë û  (5.22) 

여기서 ev는 사용자의 수직 위치 오차이고 VPL은 Vertical Protection Level, 

즉 수직 보호수준이다. D와 T는 각각 고장 검출에 사용된 판단 변수와 검출 임

계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은 정상 상태, 단일 고장, 

다중 고장 상태에서 검출되지 않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위치 오차가 보호 

수준을 초과하게 될 확률을 포함한다. 이에 관련한 값들의 설정은 뒤에서 다루

기로 한다. 

②  연속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 

Pr[FA] ≤ 8x10-6/15sec 

연속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은 15초 동안 수신기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의 어떤 원인에서든 문제가 발생하여 항법해를 정상적으로 도출할 수 없게될 확

률에 대한 요구조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항법시스템 자체의 연속성 요구조

건은 [38]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오경보(False Alert, FA)가 가시 위성 전체에 

대해 발생할 확률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따라 아래와 같이 오경

보율 요구조건을 설정하였다. 

[ ] 64 10Pr FA sample
-´£  (5.23) 

설정된 오경보율은 고장 검출 임계값과 최소 검출 가능 바이어스 (Minimum 

Detectable Bias, MDB)의 계산에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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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직 보호 한계 요구조건 

사용자는 주어진 자신의 수직 보호 수준이 항법 요구조건에 명시된 수직 보

호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무결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항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법 사용자의 위치오차 수준은 항법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의 영향으로 수평 위치오차가 수직 위치오차보다 작게 나타난다. 반면 항법 

요구조건은 수직 방향의 정확도가 수평 방향의 정확도에 비해 중요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요구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방향

에 대한 요구조건 및 성능을 다루기로 한다. 

④  정확성 요구조건 

정확성 요구조건은 사용자의 실제 오차가 계산된 항법해로부터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정확성 요구조건도 수직 보호한계 요구조건과 마

찬가지로 수직방향성분에 대한 분석만 수행하도록 한다. 

⑤  가용성 요구조건 

가용성 요구조건은 앞에 설명한 모든 정확성, 무결성, 연속성 요구조건을 만

족하면서 항법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⑥  주어진 항법 요구조건에 따른 계수 설정 

아래에 설명된 대부분의 값들은 LPV-200 달성을 위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가정에 따라 설정되었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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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용자 거리측정치 정확도 (User Range Accuracy, URA) 

URA는 각 항법 위성의 거리 측정치 오차에 포함된 궤도 및 시계오차의 표준 

편차 값이다. 이 값은 1-10-5의 확률로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

버바운드된 값을 가지게 된다. 이 값은 각 항법 위성의 성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 항법 위성의 신호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URA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URA 값은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위성에 대해 0.7 m URA 값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고 보호 수준 등을 도출하였

다. 

ii. 사용자 거리측정치 오차 (User Range Error, URE) 

URE는 URA와 달리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리 측정 오차의 표준 편차 값

이다. URE 값은 사용자의 위치 정확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본 연구에서

는 0.25 m의 값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iii. 거리측정치 바이어스 

기존의 RAIM 알고리즘에서는 거리 측정치의 오차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이어스는 존재하지 않고 정규분포로 표현되는 잡음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호 수준을 도출할 때 측정치의 잡음 수준만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 상태에서도 약간의 바이어스가 존

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국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정상상태

에서의 바이어스를 고려한 보호수준을 도출 하도록 한다. 바이어스 성분 역시 

잡음 성분 (URA, URE)와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만족하기 위한 값과 정확성 및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값으로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바이어스를 가정하였다. 

Nominal bias (Bnom) : 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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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bias (Bmax) : 2 m 

iv. 사용자 오차 모델 

사용자의 오차 모델 역시 앞서 설명된 값들과 같이 정확성 및 연속성을 위한 

값과 무결성을 위한 값으로 각각 모델링되었다. 정확성 및 연속성을 위한 사용

자 거리측정치의 분산은 앞서 설정된 URE 값에 수신기 잡음 및 멀티패스, 대류

층 지연 등에 의한 분산을 더해 계산되고 무결성을 위한 사용자 거리측정치의 

분산은 URA값에 더해지게 된다. 각각의 잡음에 대한 모델은 [38]에 따라 설정

되었다. 

v. 위성 고장 모델 

위성항법시스템에서 각각의 위성의 고장 확률은 [81]에 따라 10-5/hr로 설정

하였다. 이는 1시간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고 이를 [38]에서 나온 방법과 같

이 1회의 접근에 발생할 확률(10-5/approach)로 변환하였다. 

vi. 무결성 고장 트리 (Integrity Fault Tree) 

무결성 위협 확률(Pr[HMI])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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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무결성 고장 트리 

정상 상태 (Fault-free case) : 이 경우는 HMI가 정상상태에서 수신기 잡음 

및 멀티 패스 등에 의해 큰 수준의 랜덤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

다. 수직 위치 오차의 표준편차가 정확성 요구 조건을 만족할 경우 훨씬 더 엄

격한 무결성 요구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일어

날 확률은 없게 되어 이 때의 Pr[HMI]는 0으로 설정하였다. 

다중 고장 (Multiple Satellite Faults) : 항법 위성의 다중 고장은 크게 2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위성에 공통 오차 

(common-mode fault)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확률은 1.3x10-8으로 가정하였다. 

다중 고장의 두 번째 원인은 두 개 이상의 위성에 동시에 독립적으로 고장이 발

생하는 경우이다. 이 때의 확률은 단일 고장이 발생할 확률 (10-5/approach)로

부터 계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확률을 더하여 다중 고장에 대

한 HMI 확률을 정의함으로써 무결성 감시 기능이 다중 고장의 발생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보호 수준이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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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고장 (A Single Fault) : 전체 무결성 위협 요구조건에서 다중 고장의 경

우를 뺀 나머지를 단일 고장에 의한 무결성 위협 요구조건으로 설정하였다.  

vii. 검출 가능 최소 바이어스 (Minimum Detectable Bias, MDB) 

MDB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82]에서 항법 시스템의 요구 조건 중에 허

용 수준을 넘어서는 크기의 위치 오차는 최소 99.9%의 확률로 발견되어야 한다

는 요구 조건이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으로부터 MDB는 ‘99.9% 이상의 확률로 

발견될 수 있는 위성 바이어스의 최소의 크기’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MDB 

이하의 크기를 갖는 바이어스는 99.9%보다 낮은 확률로 검출되게 된다. 따라서 

MDB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max 3.29MDB B URE= + ×  (5.24) 

본 논문에서 설정된 값을 사용하여 MDB값을 구하면 약 4.3 m가 된다. 그런

데여기서 구한 MDB는 측정치의 잡음 수준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

산된 값이다. 제안된 고장 검출 알고리즘은 순차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가 높기 때문에 잡음이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장 검출에 사용되게 되는 판단 변수의 잡음 수준이 시스템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증폭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측

정치의 잡음 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5.24)의 

URA에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에 따른 팽창계수(Inflation Factor, INF)를 

곱하여 MDB 값이 실제의 추정 결과와 일치하는 동시에 주어진 연속성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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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3.29MDB B INF URE= + × ×  (5.25) 

 위의 식을 통해 계산된 MDB 값을 구하면 약 15 m가 된다. 여기서 INF 값

은 주어진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추정치의 잡음수준이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

되었다. 실제 항법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장시간 실험 및 이

론적/실제적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장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에

는 고장 대 잡음비(Fault to Noise Ratio, FNR)을 활용하여 검출 성능을 분석

하는 반면 위성항법 시스템의 무결성 감시 분야에서는 항법위성의 측정치 잡

음 수준이 일정하므로 이에 따른 MDB를 활용하여 검출 성능을 분석하게 된

다. 

viii. 검출 임계값 (Detection Threshold, T) 

검출 임계값은 판단 변수의 확률 분포로부터 주어진 연속성 위협 확률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산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순차적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치 오차를 직접 추정하기 때문에 검출 임계값은 각 측정치의 추정 오차에 대한 

표준 편차의 배수로 계산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추정치의 표준 편차는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가 매우 크기때문에 거리 측정치의 잡음 수준이 증폭

되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각각의 위성에 대한 검출 임계값(Ti)은 주

어진 연속성 위협 요구조건과 MDB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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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ˆ, ˆ ˆ2
ii

fa i i iVT
P P v dv

¥
= ò  (5.26) 

,
FA

fa i
PP
N

=  (5.27) 

여기서 ( )ˆ ˆ
i iVP v 는 i 번째 위성의 추정값의 확률 분포로 정상 상태에는 Bmax

로 바운드되는 정상상태 바이어스(nominal bias)를 평균으로 하고 ˆs v 를 표준편

차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때 ˆs v 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

산된다. 

( )( )2 2
ˆˆ k

f cond C rs s= ×v  (5.28) 

여기서 2
ˆkr

s 는 1절에서 정의된 RRAIM 사용자 측정치의 오차 수준이고 

( )( )f cond C 는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연속성 요구조건과 MDB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산된다. 

2) 사용자 보호수준 계산 

사용자 보호 수준은 식 (5.22)에서 정의된 대로 주어진 무결성 위협 확률 요

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RRAIM 기법

을 적용하여 초기 의사거리로부터 반송파 위상의 변화량을 통해 시간 전파된 거

리 측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의 식과 같이 시간 전파 기간 동안 고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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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무결성 확률 요구조건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 ) ( )

( ) ( )   

u FFC

u FDC HMI

P e VPL D T FFC P

P e VPL D T FDC P P

é ù> Ç < +ë û
é ù> Ç < =ë û

 (5.29) 

여기서 FFC는 Fault Free Coasting의 약자로 시간 전파 동안 고장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고, FDC는 Fault During Coasting의 약자로 시간 전파 

동안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eu와 D의 랜덤 성분은 독립이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u FFC

u FDC HMI

P e VPL FFC P D T FFC P

P e VPL FDC P D T FDC P P

é ù> é < ù +ë ûë û
é ù> é < ù =ë ûë û

 (5.30) 

앞서 위성의 고장 확률은 10-5/hr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PFDC는 아

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510 / /FDCP SV hr N t-= × ×  (5.31) 

여기서 N의 위성의 개수, t는 시간 전파 기간이다. 여기서 t는 일반적으로 

30~120초이므로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 ) 1FFCP D T FFC Pé < ù »ë û  (5.32) 

따라서 식 (5.30)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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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u

u FDC HMI

P e VPL FFC

P e VPL FDC P D T FDC P P

é ù> +ë û
é ù> é < ù =ë ûë û

 (5.33) 

위의 식에서 모든 확률 분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VPL을 구

하기 위해서는 반복 계산(iteration)을 통해 VPL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좀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전체 무결성 위협 확률 요구조건을 위의 두 항

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상태에서의 보호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 )u HNIP e VPL FFC Paé ù> =ë û  (5.34) 

( ) ( ) ( )1u FDC HMIP e VPL FDC P D T FDC P Paé ù> é < ù = -ë ûë û  (5.35) 

본 연구에서는 α를 0.5로 설정하였다. 좀 더 나은 가용성 성능을 위해서는 

α를 0.5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여 보호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식 (5.34)를 

통하여 VPLFFC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 

( )FFC HMI u uVPL K P Ba s= +  (5.36) 

여기서 us , uB 는 각각 측정치 도메인의 ˆkr
s 과 Bmax각 위치 도메인의 수직방

향으로 투영된 결과이고 ( )HMIK Pa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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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2
HMI

HMI
PK P Q aa - æ ö-ç ÷

è ø
 (5.37) 

여기서 Q는 가우시안 확률 변수의 누적 확률 분포 (Cumulative Dstribution 

Function, CDF)이다. VPLFDC는 각각의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식과 같이 각각의 위성에 대한 보호수준이 계산되게 된다. 

( )
, , , ,

1 HMI
FDC j u j u HMI u j

FDC

PVPL K B fP
a s-æ ö= + +ç ÷

è ø
 (5.38) 

어느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위성의 미식별 고장이 

최대의 크기로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위치 도메인의 수직 성분에 투영된 결과를 

더하여 보호수준을 계산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보호수준을 최종 VPLFDC로 사

용하여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하게 된다. 

( ),maxFDC FDC jVPL VPL=  (5.39) 

최종적으로 식 (5.36)과 (5.39)로부터 계산된 값 중에 큰 값을 보호수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 )max ,FFC FDCVPL VPL VPL=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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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무결성 감시 시뮬레이션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논

문에 소개된 다중 가성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 중에서 MHSS 기법은 고장 검

출 및 식별보다는 다중 고장 환경에서 사용자의 보호수준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 개발되어 있고, 고장 검출 성능이 RANCO 알고리즘보다는 떨어

지므로 본 시뮬레이션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MHR 알고리즘은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실제 환경에서는 사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한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대부분의 성능은 RANCO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1) 시뮬레이션 구성 

다중 GNSS 환경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3장.3.3)①에 설명한 GPS에 더하여 

갈릴레오 위성을 Figure 5-10와 같이 3개의 궤도면에 10개의 위성이 등간격으

로 배치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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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0 갈릴레오 위성 배치 

아래 그림은 개발된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GPS + Galileo 위성 환경에서 

사용자의 가시 위성 수의 통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5-11 GPS +Galileo 환경에서의 가시 위성 수 

이렇게 해서 구성된 각 위성과 사용자의 거리에 본 장의 1.1)①에서 설명된 

오차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치 잡음 및 오차를 생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200초간 수행되었고 위성의 고장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100초~150초에 걸쳐 constant bias 또는 램프 에러를 1~3개의 위성에 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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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삽입하였다. 앞서 주어진 항법 요구조건 및 시뮬레이션 조건으로부터 계산

한 MDB 값은 약 15 m였다. 즉 제안된 알고리즘은 15 m의 크기를 갖는 바이어

스는 99.9% 이상의 확률로 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아

래의 표와 같이 바이어스 및 램프 에러를 추가하였다. 

Table 5-6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고장의 크기 및 속도 

 
Constant Bias (m) Ramp Error (m/s) 

 

고장 크기 및 속도 

10 0.5 

13 0.75 

15 (MDB) 1 

20 2 

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① 제안된 알고리즘과 SMHR 알고리즘 성능 비교 

제안된 알고리즘은 constant bias 및 램프 에러도 추정 가능하지만 SMHR 알

고리즘은 constant bias의 추정만 가능하다. 따라서 constant bias의 검출 성능

만을 비교하였다. Figure 5-12와 Figure 5-13은 각각 3000 m의 고장이 발생하

였을 때 SMHR의 결과와 30 m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제안된 SMHRR의 결

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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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2 3000 미터 고장 발생 시 SMHR 결과 

 

Figure 5-13 30 미터 고장 발생 시 SMHRR 결과 

SMHR 알고리즘은 순차적 접근 방법으로 인한 시스템의 ill-conditioned 문제

를 해결하지 않고 에러 벡터를 추정하기 때문에 측정치의 잡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constant bias의 경우에도 Figure 5-12와 같이 수 백~수 

천 m 정도의 잡음 수준을 갖게되어 그에 하는 크기의 고장만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램프 에러에 대해서는 고장의 검출은 가능하지만 고장 위성의 식별은 불가

능하게 된다.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스템의 ill-conditioned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Figure 

5-13와 같이 잡음을 약 1/300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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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된 알고리즘과 RANCO 알고리즘 성능 비교 

 

Figure 5-14 단일 위성에 constant bias 고장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Figure 5-15 단일 위성에 constant bias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Figure 5-14와 Figure 5-15는 각각 10번 위성에 15 m의 크기를 가지는 고

장이 발생하였을 때 RANCO 알고리즘과 SMHRR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때 각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은 각각 70%와 100%이다. Figure 5-14에서는 

판단 변수와 검출 임계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위성이 subset solution을 추정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RANCO 알고리즘

은 N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에러 벡터를 추정하는데 N-4개의 판단변수를 활용

하게 되고 subset으로 활용하는 위성의 조합에 따라 에러 벡터가 투영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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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변하게 되므로 검출 성공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Figure 5-14

의 경우와 같이 검출 임계값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subset 조합을 달리 하여 inlier의 개수를 최대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위성배치가 좋지 않은 조합을 subset으로 활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검출 

임계값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된 SMHRR 알고리즘은 연속된 

여러 에폭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N개의 에러 벡터 미지수를 직접 추정하기 때문

에 측정치 잔차를 활용하는 여타 알고리즘과 달리 위성의 배치 상태 및 고장 발

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률의 차이가 없게 된다. 

 

Figure 5-16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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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7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13 m) 

 

Figure 5-18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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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9 고장 발생 위성에 따른 검출 성공율 (고장 크기 : 20 m) 

그림 Figure 5-16부터 Figure 5-19까지는 각각 10m, 13m, 15m, 20m의 크

기를 가지는 단일 고장을 1번 위성부터 18번 위성까지 차례로 삽입하며 시뮬레

이션을 반복하여 검출 성공률을 정리한 그림이다. 10 m 크기를 가지는 고장 발

생 시에는 두 알고리즘 모두 성공적으로 검출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13 m의 크

기를 갖는 고장에 대해서 RANCO 알고리즘은 기하학적 배치가 좋은 위성에 고

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80% 이상의 검출 성공률을 보이기도 했으나 기하학적 

배치가 좋지 않은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혀 고장을 검출하지 못하

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반면 SMHRR 알고리즘은 10 m 고장 발생 시보다 전체

적으로 검출 성공률이 증가하였다. 15 m 이상의 고장에 대해서 SMHRR 알고리

즘은 모든 고장을 성공적으로 검출하였으나 RANCO 알고리즘은 여전히 고장을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위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1번 위성과 8번 

위성의 배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서 RANCO 알고리즘의 경우 낮은 검출 성

공률을 보였다. Figure 5-20과 Figure 5-21은 이 두 위성에 각각 20 m와 15 

m의 크기를 가지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두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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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ure 5-20 다중 위성에 constant bias 고장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Figure 5-21 다중 위성에 constant bias 고장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이 때 각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은 54%와 100%였다. RANCO 알고리즘은 

앞서 단일 고장의 경우와 같은 크기인 15 m의 고장과 그것보다 더 큰 20 m의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고장의 경우에 비해 검출 성공률이 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 고장 발생 시에는 에러 벡터의 방향이 관측 행렬

의 image space 방향과 가깝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따라서 손실 성분의 크

기가 단일 고장 발생 시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측정치 잔차 정보만을 사용하

는 기존의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이러한 손실 성분의 크기 증가에 따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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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반면 SMHRR 알고리즘은 에러 벡터 자체를 추정하기 때

문에 다중 고장 발생 시에도 단일 고장 발생 시와 같은 수준의 검출 성공률을 

유지하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순차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 위성의 개수가 변하

게 되면 오차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세 에폭의 측정치를 누적하는 과

정에서만 고장 위성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고장의 개수가 변하더

라도 그것이 3초 이상 지속되기만 한다면 연속적으로 오차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법 위성의 고장은 고장 발생 후 30분 ~ 3시간 정도 지속되

기 때문에 고장의 개수가 변하는 경우에도 제안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Figure 5-22 고장의 개수가 변할 때 RANCO 알고리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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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3 고장의 개수가 변할 때 SMHRR 알고리즘 결과 

위의 그림은 먼저 1번 위성에서 75초부터 고장이 발생하여 계속 유지되다가 

100초에 추가로 10번 위성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 결과이다. RANCO 알고리즘은 snapshot 방식으로 고장 검출을 수행하기 때

문에 시간에 따른 고장의 개수 변화는 검출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에 Figure 5-20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 역시 

고장의 개수가 변하더라도 고장 개수가 변하지 않는 Figure 5-21과 유사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24 단일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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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5 단일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Figure 5-24와 Figure 5-25는 각각 12번 위성에 0.5 m/s의 속도를 갖는 램

프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두 알고리즘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알고리즘 

모두 램프 에러에 대해서는 단일 고장이나 다중 고장이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

기는 힘들기 때문에 램프 에러에 대한 결과 분석은 다음의 결과들과 함께 하기

로 한다. Figure 5-26과 Figure 5-27은 각각 12번 위성과 15번 위성에 0.5 

m/s의 속도를 갖는 램프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두 알고리즘의 결과를 나타낸 그

림이다. 

 

Figure 5-26 다중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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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7 다중 위성에 램프 에러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RANCO 알고리즘의 경우 램프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고장 발생 초기에는 그 

크기가 작아 사용자 측정치 및 항법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장 

발생 여부를 탐지하지 못한다. 반면 SMHRR 알고리즘은 식 (5.21)을 구성하는

데 포함되게되는 연속된 α가 0에 가까운 값에서 그렇지 않은 값으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수식의 가정에 맞지 않게 되어, 고장의 영향이 미미하고 고장 위성

의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고장의 발생 자체는 탐지할 수 있게 된다. RANCO 알

고리즘의 경우 Figure 5-24나 Figure 5-26과 같이 subset을 구성하는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모든 측정치 잔차에 subset solution에 포함된 오차

가 포함되게 되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치 잔차가 증가하게 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 SMHRR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장 미검출에 따른 영향이 미

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25와 Figure 5-27에서 고장 기간 동안 정

상 위성에도 추정된 에러의 평균 크기가 약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RANCO 알고리즘처럼 고장위성의 측정치 오차가 다른 측정치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시계 오차를 추정하는 칼만 필터에서 측정치 업

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아 기존에 비해 부정확한 시계 오차를 추정하여 에러 벡터

의 공통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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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8 고장 발생 시 각 알고리즘의 판단변수 및 검출 임계값 확대 (上 : 

RANCO, 下 : SMHRR, 左 : SVN 12, 右 : SVN 15) 

Figure 5-28는 Figure 5-26과 Figure 5-27에서 고장이 발생한 부분만 확대

한 그림이다. RANCO 알고리즘에서 12번 위성은 기하학적 배치 상태가 좋아서 

subset을 구성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장 발생 초기에는 판단 변수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고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12번 위성이 포함된 

subset solution이 일정 크기 이상의 오차를 갖게되고 이에 따라 inlier의 개수

가 감소하면서 다른 subset을 사용하게 되어 이후부터는 고장에 성공하게 된다. 

RANCO 알고리즘의 15번 위성에 대한 그림을 보면 판단 변수가 검출 임계값 

근처에 감에 따라 검출 임계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RANCO 알고리즘은 inlier의 개수를 최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subset의 조합을 바꾸어 위성의 배치가 나쁜 조합을 선택

하기 때문이다. SMHRR 알고리즘은 에러 벡터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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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장 

위성의 식별 및 제거 여부나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에 따른 고장 검출 성공률의 

차이가 적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항법 시스템 전체에 비슷한 크기의 고장 (consistent 

failures)이 발생하였을 때 각 알고리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nsistent 

failures는 주로 중앙 제어국 (Master Control Station)의 시스템 고장 또는 계

산 오류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고장 원인에 따라 고장 크기 및 형태가 달리 

발생하게 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관성 좌표계와 Earth-Centered-Earth-

Fixed (ECEF) 좌표계와의 변환에 사용되는 Earth Orientation Parameter (EOP) 

또는 Earth Orientation Parameter Prediction (EOPP) 값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고 가정하고 하나의 항법 시스템 전체에 동일한 크기의 고장을 생성하여 추가하

였다. 이 때 생성한 고장의 크기는 MDB의 크기와 같게 설정하였다. 

 

 

Figure 5-29 Consistent Failures 발생 시 RANCO 알고리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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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0 Consistent Failures 발생 시 SMHRR 알고리즘 결과 

RANCO 알고리즘은 consistent failures와 같이 다수의 위성에 고장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정상 위성도 고장 위성으로 판별하는 등 고장 검출 성능이 매우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은 consistent failure 발생 

시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31은 단일 또는 다중(2중, 3중) 고장 발생 크기에 따른 두 알고리즘

의 검출 성공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SMHRR 알고리즘이 RANCO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검출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ANCO 알고리즘의 고장 발생 위성의 수가 많아질수록 고장 검출 성능이 저하

되지만 SMHRR 알고리즘은 고장 발생 위성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을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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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1 고장 발생 크기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 

Table 5-7은 고장 발생 크기에 따른 두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고장 발생 크기에 따라 약 5 ~ 50% 정도의 검출 성공률 차이를 

보였다. 

Table 5-7 고장 발생 크기에 따른 두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 차이 

Bias 크기 (m) 
10 13 15 20 

검출 성공률 차이 (%) 30 47 15 6 

 

Figure 5-32은 램프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고장 검출에 성공하는 데까지 소

요된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SMHRR 알고리즘이 RANCO 알고리즘에 비해 더 

작은 크기의 고장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램프 에러의 검출에 소요된 시간도 

더 짧게 된다. 또한 constant bia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ANCO 알고리즘은 고

장 발생 위성의 수가 많아질수록 고장 검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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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2 고장 속도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고장 검출 소요 시간 

Figure 5-33은 단일 또는 다중 고장 상황에서 각 알고리즘의 계산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SMHRR 알고리즘은 식 (5.21)과 같이 식을 구성하여 

단 한번의 계산으로 에러를 추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반면 RANCO 알고리즘은 여러 조합의 subset에 대하여 반복 계

산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반복 계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Figure 5-33 각 알고리즘 계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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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은 각 알고리즘의 평균 계산 시간과 최대 계산 시간을 정리한 표이

다. RANCO 알고리즘은 고장 발생 시 반복 계산 횟수의 증가에 따라 계산 시간

이 증가하게 되고 본 시뮬레이션에서 최대 계산 시간은 0.82초 였다. 만약 본 

시뮬레이션에서처럼 GPS + Galileo 환경이 아니라 GLONASS와 COMPASS 같

은 다른 GNSS 가 추가될 경우 가시 위성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가시 위성 수 

증가에 따른 subset의 조합 및 반복 계산 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

기 때문에 RANCO 알고리즘의 계산 시간은 1초를 초과할 수 있게 된다. 이 경

우 매초 측정치가 들어오지만 고장의 추정은 매초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시스템

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Table 5-8 각 알고리즘 계산 시간 

 
RANCO SMHRR 

평균 계산 시간 (초) 0.57 0.01 

최대 계산 시간 (초) 0.82 0.02 

 

아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SMHRR 알고리즘과 일반적인 MHSS 알고

리즘의 24시간 동안의 수직 위치오차와 수직 보호수준을 함께 나타낸 그림이다. 

지금까지 성능 비교에 사용된 RANCO 알고리즘의 경우 고장 검출 알고리즘에 

따른 보호수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RANCO와 마찬가지로 subset 

solution을 활용하는 MHSS 알고리즘의 보호수준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보호수

준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수직 위치오차 모두 수직 보호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두 알고리즘 모두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

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보호수준이 MHSS 알고리즘의 보호수준 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고장 검출 성능이 기존의 MHSS 알고

리즘보다 우수하기므로 같은 무결성 요구조건으로부터 위치오차를 더욱 작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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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RRAIM 기법을 적용

하여 정밀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호수

준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igure 5-34 각 알고리즘의 수직 보호 수준 및 수직 위치 오차 

위 그림에서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위에서부터 각각 APV-I, LPV-200, 

APV-II, CAT-I 항법 요구조건에서 요구하는 수직 보호 한계(Vertical Alert 

Limit, VAL)이다. 각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수직 보호수준이 주어진 

항법 요구조건의 수직 보호한계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사용자는 무결성이 보

장된 상태에서 항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가용성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APV-I과 LPV-200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두 알고리즘 

모두 100%의 가용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보다 요구조건이 조금 더 엄격한 

Cat-I, APV-II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MHSS 알고리즘보다 

높은 가용성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at-I 요구 조건에 대해

서는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약 50% 향상된 가용성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보호수준이 기존의 MHSS 알고리즘보다 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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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Table 5-9 항법 요구 성능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가용성 

항법 요구 성능 
Cat-I APV-II LPV-200 APV-I 

SMHRR 사용 시 

가용성 (%) 
96.94 100 100 100 

MHSS 사용 시 

가용성 (%) 
46.03 99.03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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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의 특성 및 한계

를 비교, 분석하고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무

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단일 고장 가

정 하에 측정치 비정규 분포 오차를 고려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

시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 적

합한, 다중 고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은 GNSS 반송파 위상 측

정치 잡음을 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모델링하여 Gaussian Sum 

Filter (GS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측정치의 개별 잔차를 검사하여 고장의 

검출 및 보호 수준을 추정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측정치 잡음을 정규분포를 

가정한 기존의 반송파 위상 기반 무결성 감시기법에 비해 약 18% 감소된 검출 

임계값을 갖고 약 20% 감소된 보호수준을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 논문에

서 제안된 바와 같이 측정치의 비정규 오차분포를 고려함으로써 때 향상된 무결

성 및 가용성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제안된 다중 고장을 고려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순차

적 기법을 활용하여 위성의 고장의 발생 형태에 관계없이 에러 벡터를 직접적으

로 추정하여 항법 위성의 고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기

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기법과 달리 고장 검출 성능이 고장 위성의 조합,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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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하학적 배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중 고장 발생 시에도 단일 고장 발

생 시와 동일한 수준의 검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고장 위성의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연속된 에폭의 관측 행렬의 차이로 구성된 시스템 행렬을 사

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행렬의 컨디션 넘버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시스템 행렬의 재구성, 정밀한 반송파 위상 측정치 사용, 최적의 측정치 

샘플링 간격 설정 등으로 ill-conditioned 문제를 완화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존

의 순차적 무결성 감시 기법이 수 km 수준의 고장만 검출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십 m 수준의 작은 고장까지 검출할 수 있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의 다중 가성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검출 성공률은 최대 50% 향상되고, 계산량은 1/50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 사용 시 고장 검출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보호 수준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다중 가성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용성 성능을 갖게 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GNSS 항법 사용자가 고장 검출 기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항법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 항법 위성의 다중 고장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순차적 기법을 활용한 다중가설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고장의 검출 및 식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향상된 고장 검출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추가

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제안된 고장 검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 수준

의 추정 방식을 도출 및 제안된 보호수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가용성의 

향상 정도 분석, 장기간의 위치 영역의 결과 분석을 통한 무결성 위협 확률 분

석 등을 들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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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NSS User Inegrity Monitoring 

Algorithm for Simultaneous Multiple Satellite Failures 

Ho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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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GPS modernization, the emergence of Galileo and 

redevelopment of GLONASS, users are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large number of visible satellites. These new or renewed 

GNSS satellites provide users with improved signal quality. As a result, 

users are expected to have improved navigation performance thanks to the 

increased number of visible satellites and the improved signal quality. This 

has raised the possibility of using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AIM) for much more demanding phases of flight such as LPV-200 or Cat-I. 

However, achieving LPV-200 or Cat-I, conventional RAIM algorithm alone 

has limitations. Because conventional RAIM algorithms were designed to 

assure that integrity requirements are met under the assumption that a 

signal fault exists only a single satellite used in position solution at any 

given time. Such an assumption is valid for horizontal guidance applications, 

which can tolerate horizontal position error up to a Horizontal Alert Limit 

(HAL) of 556 meters or greater, and which do not use vertical guidanc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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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However it is not known whether range errors that could cause a 

hazard for vertical guidance (e.g. vertical position errors of about 15 m to 35 

m) might occur on more than one satellite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ossibility of simultaneous multiple failures for 

using RAIM in vertical guidance application. Furthermore, in the multiple 

constellation circumstance, increased number of the visible satellites will 

make this probability much higher. 

This paper anali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onventional 

RAIM algorithms, and proposes a new RAIM algorithm which can overcome 

the limtions of conventional algorithms. Firstly, a single hypothesis carrier 

phase-based RAIM (CRAIM) algorithm which considers non-Gaussian 

measurement noise will be proposed. And next, a new multiple hypothesis 

RAIM algorithm will be proposed. 

The proposed CRAIM algorithm assumes a GNSS carrier phase 

measurements noise as a accurate Gaussian Mixture Model (GMM), so that it 

has improved detection capability and availability performance that 

conventional CRAIM algorithm which assumes measurements noise as a 

overbound Gaussian. 

A new multiple hypothesis RAIM algorithm which is explained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uses a sequential technique and directly estimates 

an error vector in order to detect an occurrence of a failure. Detection 

capa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independent with combinations of 

faulty satellites and satellite geometry. And a detection capa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stays the sam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faulty 

satellites. Furthermore the proposed algorithm is computationally efficient, 



 

１９７ 

 

because its identifying process is very simple.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s, the 

performances are compared with other conventional RAIM algorithms by 

simul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dectection rate of the proposed 

algorithm was improved maximum 50%, and computation time decreased to 

about 1/50.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e navigation performance can be better 

by improving the FDE technique.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used for 

ensuring the user’s integrity in multiple constellation circumstance. 

 

Keyword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Integrity 

Monitoring, Multiple Constellation, Multiple Failures,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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