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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좌표계에서 표현된 중력 

벡터와 지자기 벡터를 이용해 자세를 구하는 방법이다. 항체 좌표계에서의 

지자기 벡터는 지자계 측정치를 이용하고, 중력 벡터는 가속도계 측정치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가속도계로부터 측정되는 값은 중력 가속도와 운동 

가속도가 모두 포함된 비력 값인데, 중력 가속도만을 얻기 위해 GPS로부터 

계산된 운동 가속도를 빼주게 된다. 

기존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의 경우, GPS에서 구한 운동 가속도와 가

속도계에서 얻은 비력은 서로 다른 좌표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한 자세

를 이용해 변환을 한 후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추정한 자세가 포함하

고 있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고려

하여 기존과 같이 중력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비력 벡터를 이용하는 

측정치 모델을 유도했다. 나아가 바이어스 오차를 포함하는 가속도계 모델

을 이용하여 바이어스 오차 추정도 함께 수행해 자세 추정 성능을 높였다. 

또한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은 가속 상황을 전제로 GPS를 이용하기 때문

에 등속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

속 상황에 따라 GPS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한 알고리즘들

에 의해 자세 추정 성능이 개선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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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자세결정 시스템은 기준 좌표계와 동체 좌표계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관성 센서가 동체에 부착되는 스트랩다운(strapdown) 관성 

항법 시스템에서 필수적이다. 자세결정 시스템이 사용되는 범위는 항공기, 

인공위성 등의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해 선박, 잠수함,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이동체부터 가전제품, 레저, 스포츠 분야까지 폭넓다. 최근에는 

군사적 목적의 무인 비행체와 민수용 드론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자세결정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1]. 

저가의 무인 항공기에 쓰이는 자세 결정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가속도계와 자력계 그리고 자이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지 상황에서 가속도계로 중력을 측정하고, 자력계로 지자기를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해 자세를 결정한다.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 

가속도계에는 중력만이 아니라 운동 가속도도 함께 측정되기 때문에 이 

때는 자이로를 통해 측정한 상대적인 자세 변화를 적분해 결정하는 형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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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 GP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GPS를 이용한 

자세결정 방법에는 크게 다중 안테나 기법과 단일 안테나 기법이 있다. 

다중 안테나를 이용하는 개념은 두 개 이상의 안테나 사이의 기저선 

벡터를 이용해 자세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안테나 간 거리인 

기저선의 길이에 따라 자세 정확도가 달라지며[3], 최소 16 cm 이상의 

길이를 필요로 한다[4]. 

단일 안테나 GPS를 활용한 자세결정 알고리즘은 1998년 

Kornfeld[5]에 의해 제안된 후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Kornfeld가 제안한 의사자세(Pseudo-attitude)를 이용한 방법이다. 

의사자세는 GPS를 이용해 계산한 가속도로부터 양력 벡터를 도출한 뒤, 

벡터의 방향과 수평면 사이의 각을 통해 롤 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피치 

각과 요 각은 각각 GPS로부터 얻은 속도 벡터를 이용해 항체의 

진행방향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형태로 계산할 경우 받음각과 슬립 등에 

의해 실제 오일러 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아닌 의사자세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 

값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의사자세의 특성을 살려, 측풍 상황 등에서 방위를 

유지하는 계기로 사용하는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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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의사자세만을 이용해 항공기를 제어하는 연구가 

이뤄졌다[6]. 하지만 의사자세만으로는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사자세를 바탕으로 자세 값을 추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중에는 항공기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센서와 결합해 측풍과 받음각까지 추정하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7-9]. 

둘째로 Gebre-Egziabher[4] 등이 제안한 가속도 보상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자세 및 방위 결정 시스템은 지자기와 중력가속도를 이용해 

자세를 계산한다. 이 때 중력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속도계가 

이용되는데, 가속 상황에서 가속도계는 중력가속도뿐만 아니라 항체의 

가속도를 포함한 비력 값을 주기 때문에 자세 계산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자세 및 방위 결정 시스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 자세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자이로를 함께 이용한다. 반면 가속도 

보상 방법은 GPS를 통해 얻은 항체의 가속도를 비력에서 빼주어 

중력가속도 벡터만을 얻는 방법이다[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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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제안하는 방법은 Gebre-Egziabher가 제안한 

벡터 맞춤 방법을 변형한 방법으로, 기존의 모델이 갖는 오차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비력 벡터 보정이 

아닌 비력 벡터 자체를 이용해야 함을 증명했다. 또한 바이어스 오차를 

포함하는 가속도계 모델을 이용해 가속도계 바이어스도 함께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분석한 내용과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성능 향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통상의 자세 및 방위 결정 시스템과 

달리,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큰 자이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합하다. 또한 안테나 간 16 cm 

이상의 최소거리가 요구되는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자세 결정법을 

사용하기엔 공간이 적절치 않은 시스템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4]. 

이러한 예로는 초소형 항공기(micro aerial vehicle) 등이 있다. 나아가 

INS/GPS 구성에 있어, 초소형 항공기에 쓰이는 저가의 관성 센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관측성 문제를 본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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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오차 요인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오차 요인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력 벡터를 측정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측정치 모델 

유도에 있어 바이어스 오차를 포함한 가속도계 모델을 사용해,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GPS 보정이 불필요한 구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측정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추후 연구 사항으로 논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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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2.1. 벡터맞춤을 이용한 쿼터니언 기반 자세결정 

Wahba의 문제 제기 이후 두 개 이상의 벡터를 이용해 자세를 결정하는 

문제는 인공위성 자세결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12]. Gebre-Egziabher가 제안한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 

역시 쿼터니언을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13, 14].  

본 절에서는 쿼터니언 기반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에 대해 다룬다. 

2.1.1. 쿼터니언 

쿼터니언은 한 벡터에 대해 단 한 번의 회전만으로 좌표계 이동하는 

개념이다. 쿼터니언은 오일러각 방식과 달리 짐벌락의 가능성이 없으며, 

9개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방향 코사인 행렬과 달리 4개의 요소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쿼터니언은 식 (2.1)과 같이 4개의 요소로 

이뤄졌는데, 크기를 나타내는 항, a와 벡터를 나타내는 나머지 항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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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 c dq                 (2.1) 

 

식 (2.1)의 쿼터니언을 방향 코사인 행렬로 변환하면 식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5].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n

b

a b c d bc ad bd ac

C bc ad a b c d cd ab

bd ac cd ab a b c d

     
 
      
 
     
 

    (2.2) 

 

2.1.2. 벡터맞춤 측정치 모델 

동일한 물리량을 갖는 벡터, u에 대해 항체 좌표계와 항법 좌표계, 

각각에서 나타낸 것과 자세를 의미하는 방향코사인행렬 간의 관계는 식 

(2.3)과 같다. 

 

b b n

nCu u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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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추정한 항법좌표계를 n’이라고 정의하면 식 (2.3)을 식 (2.4)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

'

b b n n

n nC Cu u            (2.4) 

 

식 (2.4)에서 'n

nC 은 자세 오차다. 자세 오차이기 때문에 미소각 변화로 가

정하면 동일한 자세를 나타내는 쿼터니언은 식 (2.5)와 같이 근사할 수 있

다. 

 

 1 2 31 1
TT

e e e e eq q q     q q                (2.5) 

 

식 (2.2)를 이용해 'n

nC 을 쿼터니언 오차로 나타내면 식 (2.7)과 같다. 

 

3 2

'

3 1

2 1

1 2 2

2 1 2

2 2 1

e e

n

n e e

e e

q q

C q q

q q

 
 

 
 
  

                   (2.6) 

 

'

3 3 2n

n eC I 
    q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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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를 식 (2.4)에 대입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얻은 측

정치 방정식은 식 (2.11)과 같다. 

 

 ' 3 3 2b b n

n eC I 
   
 

u q u                    (2.8) 

 

 '

3 3 2n b n

b eC I 
   
 

u q u                    (2.9) 

 

ˆ 2n n n

e
     u u q u                (2.10) 

 

2n n

e      u u q                 (2.11) 

 

2.1.3. 중력 벡터와 지자기 벡터 측정치 모델  

가속도 보상을 이용한 자세결정 알고리즘은 중력가속도 벡터와 

지구자기장 벡터를 이용한다. 먼저 지구자기장 벡터를 이용한 측정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센서는 자력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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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ˆˆ ˆ 2n n n b n

WMM b meas WMM e hC         h h h h q v        (2.12) 

 

식 (2.12)에서 n

WMMh 은 world magnetic model (WMM)에 따른 항법좌표계 

상의 지구자기장 벡터고, .
ˆ b

meash 은 동체에 부착된 자력계로 측정한 지구 

자기장 벡터다. hv 는 오차 항으로 식 (2.13)과 같은 공분산을 갖는 백색 

가우시안 잡음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2

3 3
ˆ ˆ

n

n b

b h nR C I C


 
h

                   (2.13) 

 

h 는 센서의 백색 가우시안 잡음 스펙에 따른다. 

중력가속도 측정은 가속도계와 GPS 수신기를 이용한다. 가속도계는 

중력가속도(g)와 물체의 운동가속도(a)를 모두 포함하는 비력(f)을 측정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2.14)와 같다.  

 

  b b b f a g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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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물체의 운동가속도를 빼주어야 중력가속도를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GPS 수신기에서 나온 속도 값을 차분하면 식 (2.15)와 

같이 운동가속도를 얻는다. 

 

ˆ ˆ( ) ( )
ˆ ( )

n n
n GPS GPS
GPS

k k t
k

t

 




v v
a        (2.15) 

 

식 (2.15)는 k시점에서의 가속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ˆ ( )n

GPS kv 는 GPS 

수신기로부터 얻은 속도를 의미한다. t 는 측정 주기를 의미한다. 

가속도계와 GPS 수신기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벡터 측정치 모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4 . 84
ˆ ˆˆ ˆ 2n n n n b n

WGS GPS b meas WGS e gC          g g a f g q v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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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6)에서 
84

n

WGSg 은 WGS84 모델에 따른 항법좌표계 상의 중력가속도 

값이다. .
ˆb

measf 은 동체에 부착된 가속도계로부터 얻은 비력 값이다. 
gv  는 

측정치 모델의 오차 항으로 다음과 같은 공분산을 갖는 백색 가우시안 

잡음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2

,GPS

2 2

E,GPS 3 32

2

D,GPS

0 0
2 ˆ ˆ0 0

0 0

n

N

n b

b f ng
R C I C

t



 





 
 

  
 
 

     (2.17) 

 

,N GPS , 
E,GPS , 

D,GPS 는 NED 각 방향에 대한 GPS 수신기 속도 벡터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f 는 가속도계의 화이트 노이즈 스펙에 따른다. 

2.1.4. 시스템 모델 및 필터 구조 

본 논문에서는 자세추정을 위해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했다. 이때 

필터에 필요한 시스템 모델은 1차 Gauss-Markov로 식 (2.18)과 같이 

모델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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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e eI




 
  
 

q q            (2.18) 

 

식 (2.18)에서  는 사용자 정의 값이다. 시스템 모델과 측정치 모델을 

요약 정리하면 식 (2.19), (2.20)과 같다. 전체 필터 구조는 그림 2.1과 

같다. 

 

3 3

1
e eI




 
   
 

q q w               (2.19) 

 

ˆ 2

ˆ 2

nn
WMM mag

enn
f





            
          

h vh
q

vff
             (2.20) 

 

 

그림 2.1 전체 필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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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알고리즘의 오차 요인 분석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가속도 차원의 측정치 모델에 대한 오차 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첫째로는 

중력가속도 측정치 모델의 모델링 오차를 주된 요인으로 보았고, 둘째로는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를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다. 

2.2.1. 중력 가속도 측정치 모델 

기존 모델은 비력 벡터에서 중력가속도만을 추출하기 위해 가속도계와 

GPS 수신기를 활용한다. 이 때 두 센서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의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 좌표계 변환이 필요하다. 이때 자세의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추정한 자세를 활용해 측정치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상태 변수인 자세 오차는 측정치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차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는 가속도계와 

GPS를 활용해 비력 벡터를 보상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4, 11].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식 (2.16)에서 측정치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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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4 .
ˆ ˆ ˆˆn n n b n n n b

WGS GPS b meas WGS GPS b meas gC C      g a f g a f v                (2.21) 

  84
ˆn n n b b

WGS GPS b gC     g a a g v           (2.22) 

  84
ˆn n n b b

WGS GPS b gC     g a a g v           (2.23) 

   84 3 3
ˆ 2n n b n n b

WGS b GPS e b gC I C 
       
 

g g a q a v       (2.24) 

ˆ 2n n

e g      g a q v                               (2.25) 

 

중력가속도 벡터 맞춤을 위해서는 식 (2.25)에서 ˆ ng  항만이 필요하다. 

그런데 2 n

e
  a q 와 같은 항도 발생된다. 이때 해당하는 항은 자세 오차와 

가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자세 오차나 가속도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세 오차가 커지는 경우, 즉 추정 

성능이 떨어지거나 직전 시점과의 자세 변화가 커질 경우 오차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체의 운동가속도가 클 경우나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하는 오차 요인으로 인한 자세 오차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식 (2.16)의 측정치 방정식의 측정치 값을 식 (2.25)에서 얻은 

측정치 값으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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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ˆ 2 2n n n

e WGS e           g a q g q               (2.26) 

 

식 (2.26)의 방정식만으로는 자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식 (2.12)의 

지구자기장 벡터를 이용한 측정치 방정식을 결합해 최소자승법 해를 

구하면 식 (2.27)과 같다. 

 

 84
ˆ2

ˆ2

nn n

WGS

e nn

WMM

pinv




     
    

       

gg a
q

hh
               (2.27) 

 

이때 동체가속도가 기존 모델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완전하게 보상될 

경우 최소자승법 해는 식 (2.28)과 같다. 

 

84
ˆ2

ˆ
ˆ2

nn

WGS

e n n
WMM

pinv




   
   

      

gg
q

h h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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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2.25)에서 2 n

e
  a q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세 오차는 식 

(2.27)과 식 (2.28)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근사 된다. 

 

ˆ ˆ
e e e  q q q         (2.29) 

 

2.2.2. 가속도계 바이어스 

본 시스템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항공기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성과 작은 크기를 요하기 때문에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급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 MEMS급 가속도계의 

경우 센서 성능에 따라 바이어스 오차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표2.1은 

경사계용으로 사용되는 상용 MEMS급 가속도계의 작동 바이어스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적게는 ±25mg부터 많게는 ±50mg까지의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표 2.1 경사계용으로 사용되는 상용 가속도계 제품의 작동 바이어스 성능 

Product 

Analog Device STMicroelectronics 

ADXL103 AD22293 LIS2HH12 LIS3DSH 

Turn on bias ±25mg ±50mg ±30mg ±40mg 

 

바이어스 오차 크기에 따른 자세오차를 항법 좌표계와 항체 좌표계가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근사적으로 구하면 다음과 같다. 

 

,
y x

g g
 

 
                 (2.30) 

 

식 (2.30)에서  은 롤(roll) 오차이고,  은 피치(pitch) 오차다. x 와 

y 는 각각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가속도계 바이어스를 나타낸다. g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Analog Device사의 AD22293 

가속도계의 경우에는 식 (2.30)에 따라 롤 오차와 피치 오차가 약 2.86°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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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력 벡터를 이용한 벡터맞춤 자세결정 및 

가속도계 바이어스 추정 알고리즘 

3.1. 비력 벡터 측정치 모델 

본 절에서는 2.2.1에서 확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비력 벡터를 사용한 

측정치 모델을 유도했다. 그에 따른 필터의 가관측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모델에 비해 오차가 개선됨을 확인 했다. 

3.1.1. 측정치 모델 유도 

식 (2.21)로부터 식 (2.25)의 2 n

e
  a q  항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측정치 모델을 유도했다.  

 

   84 . 84 3 3 .
ˆ ˆˆ 2n n n b n n n b

WGS GPS b meas WGS g GPS e b measC I C 
        
 

g a f g v a q f   (3.1) 

   2 2n n

e e g     q g q a v               (3.2) 

 2 n n

e g
     
 

g a q v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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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3.3)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n
g 은 WGS84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다. n
a 의 경우 GPS 수신기로부터 얻은 가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식 (3.3)의 경우 식 (2.11)에서 유도한 벡터 맞춤 모델 

관점으로 생각할 경우 결과적으로 비력 벡터를 맞추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식 (3.3)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ˆ 2n n

e f      f f q v                  (3.4) 

 

이때 식 (3.4)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 값인 n
f 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GPS로 측정한 가속도와 WGS84 모델로 얻은 중력 가속도를 결합해 

다음 식 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84 84
ˆn n n n n

WGS GPS GPS WGS    f a g a a g     (3.5) 

 

식 (3.5)에서 GPSa 는 GPS로 얻은 운동 가속도의 오차 항이다. 식 (3.5)를 

(3.4)에 대입할 경우 GPSa 와 eq 가 외적 되는데 두 항 모두 오차 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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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매우 작아 0으로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4)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 (3.6)과 같은 측정치 모델을 얻을 수 있다. 

 

ˆ ˆ2n n

e f     
 

f f q v                  (3.6) 

 

3.1.2. 가관측성 분석 

초기 시간부터 최종 시간까지 모든 입력과 출력을 안다고 할 때, 초기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은 가관측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시스템은 가관측하지 않는다면, 일부 상태변수는 정확히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가관측성 분석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력 벡터 측정치 

모델의 가관측성 분석을 위해 가관측성 계수 시험(observability rank 

test)를 수행했다. 가관측 행렬은 식 (3.7)과 같이 정의된다[16]. 

 

1

(n : the number of states)

n

H

HF

HF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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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제안한 비력 벡터맞춤 방법의 가관측 행렬의 계수는 식 (3.8)과 

같다. 

 

2

H

rank HF

HF

 
 
 
  

       (3.8) 

 

이 때 F는 항등 행렬의 배수기 때문에 식 (3.8) 값은 rank(H)와 

동일하다. rank(H)는 두 벡터가 평행하거나 0이 아닐 경우 최대 계수, 3을 

갖는다. 지자기 벡터와 비력 벡터가 평행하거나 0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본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가관측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관측 행렬의 계수를 시험하는 방법은 시스템이 가관측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측정치로 

이용하는 비력 벡터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데 이에 따라 가관측의 

정도 역시 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관측의 정도에 대해도 분석했다. 

가관측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오차 공분산 행렬의 최대 

고윳값(eigenvalue)을 이용했다. 오차 공분산 행렬의 최대 고윳값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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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7]. 먼저 식 (3.9)와 같은 추정 오차의 

선형 결합을 생각할 수 있다. 

 

ˆ( )Tc  v x x             (3.9) 

 

여기서 x̂ 은 추정 값이고, x는 참 값이다. v는 크기가 1인 임의의 벡터다. 

이 때 선형 결합 c의 분산은 식 (3.10)과 같다. 

 

2 T

c P  v v         (3.10) 

 

식 (3.10)의 P는 오차 공분산이다. 라그랑주 승수법(Lagrange multiplier 

method)를 이용해 식 (3.10)의 분산을 최대로 만드는 벡터 v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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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T TP      
 

v v v v v                (3.11) 

( ) 0P I v         (3.12) 

 

식 (3.12)에 따르면 λ는 P의 고윳값이 돼야 하며, 따라서 v 또한 P의 

고유 벡터가 돼야 한다. 이 고윳값들 중 가장 큰 크기를 갖는 고윳값은 

오차를 가장 크게 갖는 필터의 상태 변수 조합의 분산 값이다. 따라서 이 

같이 오차 공분산의 최대 고윳값을 비교하면 상대적인 가관측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17]. 일반적으로 각 상태변수의 물리량이 다르므로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상태변수가 쿼터니언의 벡터 성분 뿐이므로 물리량이 같아 정규화를 하지 

않고 비교하였다. 

수치적인 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이용한 센서의 성능은 

MicroStrain사의 3DM-GX3-35 모델을 참고해 표 3.1과 같이 설정했다. 

초기 위치는 김포공항 32R 활주로 부근이며, 초기 자세와 시뮬레이션 동안 

자세는 항법 좌표계와 정렬되어 있다. 비력 혹은 가속도의 변화는 그림 

3.1과 같이 주었고, 총 10초 간의 시뮬레이션 중 7.5초 때의 오차 

공분산을 이용해 고윳값 분석을 시행했다. 상황 별로 각각 100회의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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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센서의 성능 

Accelerometer 

Turn on bias ±2 mg 

Noise density 80 μg/√𝐻𝑧 

Sampling rate 4 Hz 

Magnetometer 

Turn on bias 3 mGauss 

Noise density 100 μGauss/√𝐻𝑧 

Sampling rate 4 Hz 

GPS velocity 

�̇� precision 0.05m/s 

Sampling rate 4 Hz 

 

 

그림 3.1 비력 벡터 혹은 운동 가속도의 크기 변화 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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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력 벡터 방향에 따른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각 면은 해당하는 

방향으로 비력 벡터가 작용했을 때의 최대 고윳값을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 화살표는 지자기 벡터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력 벡터와 지자기 벡터가 나란해질수록 최대 고윳값 벡터의 

크기는 증가하는데, 이를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가관측의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두 벡터가 수직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가관측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 두 벡터 사이의 각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X-Y 평면에 

수직하고 지자기 벡터를 포함하는 면에서 비력 벡터의 방향 변화에 따른 

결과를 그림 3.3에 도시했다. 약 ±50도 이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력 벡터는 –g에 운동 가속도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주로 D축 부근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3.4는 크기가 0.2g인 

가속도의 방향에 따른 최대 고윳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5는 

크기를 0.5g로 설정했다. 화살표는 지자기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다. 0.2g의 

상황에서는 전 방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0.5g의 경우 북쪽으로 진행할 때 가관측의 정도가 나쁜 것을 알 수 있고, 

동북 방향과 남쪽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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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력 벡터 변화에 따른 오차 공분산의 최대 고윳값 변화 

 

그림 3.3 두 벡터 끼인각 변화에 따른 오차 공분산의 최대 고윳값 변화 



28 

 

 

그림 3.4 가속도 방향 변화에 따른 오차 공분산의 최대 고윳값 (0.2g) 

 

그림 3.5 가속도 방향 변화에 따른 오차 공분산의 최대 고윳값 (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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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기존 모델이 갖는 오차 요인에 의한 영향과 이를 개선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초기 자세는 롤, 피치, 

요 모두 0으로 설정했다. 초기 속도는 (0, 0, 0)으로 설정했으며, 초기 

위치는 김포공항 32R 활주로 부근으로 설정했다. 가속도계와 자력계, GPS 

수신기의 측정 주기는 4Hz로 설정했다. 자력계, GPS 수신기, 가속도계의 

성능은 저가의 소형 상용 제품들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센서의 성능은 

앞서 가관측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표 3.1과 동일하다. 

3.1.1에서 제안한 모델이 해당하는 오차 요인을 감소시키는 지를 

중점적으로 시뮬레이션 했다. 2.2.1에서 분석한 오차 요인의 경우 항체의 

운동가속도의 방향과 크기와 자세 오차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때 자세 오차의 경우 직전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이도 포함한다. 

먼저 운동가속도의 방향과 크기에 따른 비교를 위해 NED 각 방향 별 

가속도 변화에 따른 자세 오차 값을 보았다. 가속도의 크기는 –1.5g에서 

1.5g까지 0.1g 간격으로 변화를 줬다. 각 상황 별로 시뮬레이션은 10초간 

수행됐고, 처음 5초는 정지 상태, 이후 5초간은 가속도를 입력했다. 자세 

변화는 주지 않았다. 그 결과는 N(north)방향은 그림 3.6, E(east)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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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D(down)방향은 그림 3.8에 도시했다. 각 결과는 위에서 아래로 

롤, 피치, 요의 순서로 나타냈으며, 10초 때 자세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나타냈다. 각 상황마다 100회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전체적으로 N방향과 D방향의 경우가 E방향에 가속도가 입력된 

경우보다 기존 알고리즘의 자세 오차가 크게 나왔다. 그 중에서도 N방향의 

경우가 타 방향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비력 

벡터의 관점에서 볼 때 N방향으로 가속이 생길 경우 지구 자기장 벡터와 

유사해져 관측도 자체가 떨어져 이에 의한 자세 오차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D방향의 경우 1g 이상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는 실제 

측정치에 적용되는 비력의 방향이 기존 모델에서 사용하는 중력 가속도와 

정반대 방향이 되어 자세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N방향에서는 ±0.8g 이상부터 기존 알고리즘의 오차가 급격히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상황 별 자세 오차의 간극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속도 입력으로 인해 자세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시점에서 이 자세 오차가 더 큰 자세 오차를 발생시키게 되고, 

수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오차가 

급격히 누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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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N 방향 가속에 따른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그림 3.7 E 방향 가속에 따른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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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D 방향 가속에 따른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그림 3.9 N 방향 가속에 따른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0.7g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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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D 방향 가속에 따른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0.7g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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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와 그림 3.10은 각각 그림 3.6에서 가속도 범위를 ±0.7g로 

좁혀 확대한 그림이다. N방향 가속을 나타낸 그림 3.9의 경우 롤과 피치에 

대해 -0.5g부터 -0.1g 구간에서 기존의 방법의 오차가 최대 0.5도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D방향 가속을 나타낸 그림 3.10의 경우 

0.1g에서 0.7g 구간에서 기존의 방법의 오차가 최대 0.7도 가량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3.1.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가관측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면 측정치인 비력 벡터의 

방향이 변함에 따라 가관측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본 논문의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확한 모델링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반면 기존 모델의 경우 부정확한 모델링으로 인해 측정치의 

가관측성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시스템 모델인 Gauss-Markov 

모델에 의해 지연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Gauss-Markov 모델에 의한 

영향이 줄어드는 시간이 충분히 흐를 경우 제안한 모델보다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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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오차 요인에 의한 영향은 더 

극대화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0초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10초에서 15초까지 항체의 x축 방향으로 0.5g만큼의 가속함과 동시에 

요각을 90도 회전시켰다. 20초에서 25초까지는 반대로 x축 방향에 –

0.5g만큼 가속, 요각을 –90도 회전시켰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1000회 수행했다. 결과는 그림 3.9에 도시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x축이 아닌 y축으로만 바꿔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그림 

3.12에 나타냈다. 오차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나타냈다. 

앞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았을 때 ±0.5g 정도의 가속도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오차 요인이 거의 작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세 변화가 있는 경우 ±0.5g의 가속도에서도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그림 3.11, 그림 3.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속도와 자세 

변화의 조합 그리고 자세 변화율에 따라서 이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해당하는 오차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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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X 방향 가속과 Yaw 회전이 있을 경우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그림 3.12 Y 방향 가속과 Yaw 회전이 있을 경우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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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속도계 바이어스 추정 

2.2.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MEMS급 가속도계의 경우 작지 않은 

바이어스 오차가 자세 오차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를 포함한 측정치 모델을 유도해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를 추정하고 이를 보상해 바이어스 오차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했다. 제안된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했다. 

3.2.1. 측정치 모델 및 시스템 모델 

가속도계 센서로부터 얻은 비력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 .
ˆb b

biased meas meas  f f b v                (3.13) 

 

식 (3.13)의 모델에서 b
f 는 동체좌표계에서 비력의 참값이다. accb 는 

바이어스 값이고, accv 는 센서의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바이어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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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상태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바이어스를 다음과 같이 바이어스 추정 

값, b̂ 와 바이어스 추정 오차, b 로 나타낼 수 있다. 

 

.
ˆ

meas  b b b          (3.14) 

 

추정한 바이어스 오차 보상을 고려해 식 (3.6)을 변형하면 식 (3.15)와 

같다. 

 

 ˆ ˆ ˆ ˆ ˆn n n b

b biasedC   f f f b                 (3.15) 

 

식 (3.15)에 식 (3.13)과 식 (3.14)의 가속도계 모델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ˆ ˆ ˆ ˆ ˆn n n b

b accC      f f f b b v b            (3.16) 

 ˆ ˆ ˆn n b n

b acc bC C    f f v b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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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7)에서 식 (3.6)을 이용해 정리하면 식 (3.18)과 같다. 

 

ˆ ˆ ˆ2[ ]n n n

e b fC     f f q b v                (3.18) 

 

측정치 모델을 정리하면 식 (3.19)와 같다. 상태변수로 바이어스 추정 

오차가 추가됐다. 

 

3 32ˆ

ˆ ˆˆ 2

n
n

WMM e h

n nn
f

b

O

C










                
           

h q vh

vbff
     (3.19) 

 

가속도 바이어스 오차는 랜덤워크(random walk)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시스템 모델을 정리하면 식 (3.20)과 같다. 

 

3 3 3 3

3 3 3 3

1
e eI O

O O


 

 

 

 
             

q q

b b
               (3.20)  



40 

 

3.2.2.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중·저가의 MEMS 센서는 수십 mg에서 수백 mg에 이르는 초기 

바이어스 오차를 갖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저가 센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상용 자세 및 방위 결정 시스템 제품에 쓰이는 Analog Devices사의 

ADXL103 가속도계를 바탕으로 표 3.2와 같이 센서 성능을 선정했다. GPS 

및 지자계의 성능은 앞선 시뮬레이션의 조건인 표 3.1과 같다. 초기 

자세는 롤 0°, 피치 0°, 요 -90°, 초기 속도는 모두 0으로 설정했다. 초기 

위치는 김포공항 32R 활주로 부근으로 설정했다. 센서들의 측정 주기와 

필터 계산 주기 모두 4Hz로 설정했다. 

 

표 3.2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가속도계의 성능 

Accelerometer 

Turn on bias ±25 mg 

Noise density 110 μg/√𝐻𝑧 

Sampling rate 4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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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1,000회 수행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표 3.3과 같다. 이에 따른 궤적은 그림 3.13에 나타냈고, x축 

가속도 변화는 그림 3.14에 도시하였다. 

 

표 3.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시간 (초) 동작 

10~15 X축 0.5g 가속 

20~35 Yaw 90° 회전 

40~45 X축 -0.5g 가속 

60~65 X축 0.5g 가속 

70~85 Yaw -90° 회전 

90~95 X축 -0.5g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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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시뮬레이션 궤적 

 

그림 3.14 x 축 방향 가속도 변화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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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15과 그림 3.16에 나타냈다. 각각 자세의 

평균 제곱근 오차와 가속도 바이어스 추정치 오차다. 바이어스 오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의 방법에 비해 롤과 피치는 약 0.3도, 

요는 약 0.5도의 자세 오차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10초 이전에서 

바이어스 추정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롤과 요에서 특히 

오차가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바이어스 추정 알고리즘의 선형 근사 

오차로 인해 오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에 나타낸 바이어스의 경우 y축과 z축은 필터가 작동한 2초 

이후 바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축의 경우 가속이 

가해지는 10~15초 사이와 요의 90도 회전 시에 바이어스 추정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10~15초에서 x축 가속이 있는 경우 서쪽을 

향하게 되는데, 3.1.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쪽으로 가속이 있을 경우 

가관측의 정도가 좋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벡터는 수직하는 두 축의 자세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GPS 

측정치와의 결합으로 인해 오차가 큰 비력 벡터에 비해 지자기 벡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오차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기 벡터와 수직하는 

E방향과 D방향의 자세 정확도가 N방향에 비해 좋다. 초기 자세가 서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E방향을 향하는 롤이 N방향을 향하는 피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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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좋다. 요의 90도 회전이 생겼을 때 반대로 피치가 E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피치의 정확도가 좋아진다. 이 때문에 피치의 영향을 받는 x축 

가속도계의 바이어스 추정 오차가 90도 회전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바이어스는 x축과 y축의 경우 7mg까지, z축의 경우 2mg까지 

오차가 줄어듦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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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바이어스 추정 알고리즘의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그림 3.16 바이어스 오차 추정 평균제곱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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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속 상황 판단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자세결정 알고리즘의 핵심은 가속 상황에서 GPS를 

활용하여 자세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때 가속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GPS로부터 얻은 값을 이용함으로 인해 오히려 추정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성능 저하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속 상황을 판단하여 GPS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다뤘다. 

3.3.1. 알고리즘 구조 

GPS를 사용하는 경우 비력 벡터 측정치 모델은 식 (3.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ˆ ˆ2[ ]n n

e acc GPS     f f q v v                 (3.21) 

 

이 때 accv 는 가속도계의 백색 잡음 오차 항이고, GPSv 는 GPS로부터 얻은 

가속도의 백색 잡음 오차 항이다. 이 때 GPS를 활용한 비력 벡터 측정치 

모델이 아닌 등속에 가까운 상태를 가정해 가속도계만을 이용한 중력 벡터 

측정치 모델을 나타내면 식 (3.22)와 같다. 



47 

 

ˆ 2[ ]n n n

e acc     g g q v a                   (3.22) 

 

만약 가속이 존재하게 된다면 식 (3.22)의 모델의 경우 n
a 으로 인한 

자세오차가 유발된다. 식 (3.21)과 식 (3.22)를 비교하면, 식 (3.21)에서는 

GPS로부터 얻은 가속도의 잡음 오차가 포함되어있고, 식 (3.22)에서는 

GPS로부터 얻은 가속도의 잡음 오차가 없는 대신 가속도의 크기만큼의 

오차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비교해 상황에 따라 각각이 유발하는 

오차가 더 작은 측정치 모델을 이용한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오차 요인의 분산 값을 이용했다. 가속도로 

인한 영향이 GPS로부터 얻은 가속도 측정치의 잡음에 의한 영향 보다 큰 

경우를 식 (3.23)과 같이 판단하도록 설정했다. 

 

 var varn

GPS    a v                 (3.23) 

 

이때  는 사용자 설정 값이다. var n  a 의 경우 사전에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실제 측정치로부터 유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GPS로부터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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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측정치를 사용한다. GPS로부터 얻은 가속도 측정치의 분산은 다음 

식 (3.24)와 같다. 

 

 ˆvar var varn n

GPS GPS
       a a v               (3.24) 

 

이 때 ˆvar n

GPS
  a 는 일정한 범위를 잡아 통계적으로 구하게 된다. 이를 

식(3.23)에 대입하면 식 (3.25)와 같은 상황에서 식 (3.21)의 측정치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ˆvar 1 varn

GPS GPS     a v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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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앞서 3.2.2에서 수행한 시나리오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결과는 그림 3.17와 그림 3.18에 나타냈다. 분홍색(y축 전체)는 

등속구간 참값을 표시한 것이고, 푸른색(y축 절반)은 3.3.1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된 등속구간이다. 1000회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중 한 회만을 표시한 것이다. 각각 자세의 평균 제곱근 오차와 가속도 

바이어스 추정치 오차다. 

가속 상황에서의 자세 오차는 앞서 3.2.2에서의 결과보다 조금 

개선됨을 확인했다. 바이어스 추정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가속 상황에서 

자세 오차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등속 구간에서는 눈에 띄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등속 구간에서는 가속 상황 판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롤, 피치는 각각 0.8도, 요는 1.2도가 개선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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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가속 상황 판단 알고리즘의 자세 평균제곱근 오차 

 

그림 3.18 바이어스 오차 추정 평균제곱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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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뮬레이션에 따른 기존 측정치 모델에 대비한 오차 감소 정도 

 

 

  

알고리즘 

비력 벡터 맞춤 

가속도계 바이어스 

추정 
가속 상황 판단 

상황 가속 등속 가속 등속 

Roll  

(deg) 
0.7 0.9 0.2 0.9 1.0 

Pitch 

(deg) 
0.3 0.7 0.4 0.7 1.2 

Yaw 

(deg) 
1.1 1.4 0.6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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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추후 연구 사항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의 오차 요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력 벡터를 이용한 측정치 모델을 

제안했다. 이때 비력 벡터를 이용한 측정치 모델 유도에 있어 바이어스 

오차를 포함하는 가속도계 모델을 이용해 바이어스 오차도 함께 추정해 

성능 개선을 이뤘다. 본 논문에서 다룬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은 가속 

상황을 전제로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등속 구간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성능 

확인을 했다. 

Gebre-Egziabher 등이 제안한 기존의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의 경우 

가속도계에서 얻은 비력에서 GPS로부터 얻은 운동 가속도를 보상해주어 

중력 벡터만으로 자세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GPS에서 구한 운동 

가속도와 가속도계에서 얻은 비력은 서로 다른 좌표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한 자세를 이용해 변환을 한 후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추정한 

자세가 포함하고 있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과 같이 중력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비력 벡터를 이용해야 함을 수식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NED 각 

방향에 대해 -1.5g에서 1.5g까지 가속을 변경해가며 기존 모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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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발생을 확인하고 제안한 모델은 해당하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기존 모델의 경우 많게는 수 십 도의 자세 오차가 발생했다. 

기존 모델의 오차 요인은 가속도뿐만 아니라 자세 오차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속과 동시에 자세가 변하는 상황도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자세 변화가 있는 경우 작은 가속도에도 오차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모델의 가관측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측정치로 사용하는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거나 모두 0이 아닐 경우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가관측한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벡터 간의 관계에 따라 가관측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오차 공분산의 최대 고윳값을 

이용했다. 그 결과 두 벡터가 나란할수록 가관측의 정도가 나빠졌고, 

수직할수록 가관측의 정도가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지자기 벡터는 자북 

아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북쪽으로 가속이 있을 

경우 본 시스템의 가관측의 정도가 안 좋아질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비력 벡터를 이용한 모델 유도에 있어 바이어스 오차를 포함한 

가속도계 모델을 적용해 가속도 바이어스 오차도 추정하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그 결과 ±25mg정도의 초기 바이어스를 갖는 센서에 대해 축에 

따라 ±7mg에서 ±2mg까지 줄일 수 있었고, 따라서 바이어스에 의한 자세 

오차도 줄어듦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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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룬 벡터맞춤 자세결정 방법은 가속 상황 시에 GPS를 

활용해 자세를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가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속도계만으로도 자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다. GPS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자세 

오차는 가속도로부터 기인하는 데 이것이 GPS 활용으로 인한 오차보다 클 

경우 GPS 활용을 택하는 형태로 설계했다. 그 결과 특히 등속 구간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만을 이용했다. 하지만 

실제 환경은 시뮬레이션과 달리 더 복합적인 오차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험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속 상황 판단 

알고리즘의 경우 사용자 설정 값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값을 정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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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ctor matching method determines attitude using gravitational 

vector and geomagnetic vector expressed in two different frames. In 

body frame, the geomagnetic vector is measured by magnetometers and 

the gravitational vector is measured by accelerometers. Actually, 

because the accelerometers measure not only gravitational vector but 

also acceleration of motion, the specific vector measured by the 

accelerometers is compensated with GPS-derived acceleration. 

Conventional vector matching method uses estimated attitude as true 

attitude for the compensation and does not consider the error in 

estimated attitude.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error in estimated 

attitude, the measurement model using specific force vector as 

measurement was derived. In addition, the bias error of accelerometer 

was estimated combining the accelerometer model including bias error. 

Because the vector matching method employs GPS-derived 

acceleration on the assumption that a vehicle is accelerated, at the 

constant velocit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ill get worse. Thus, 

this paper suggest the algorithm that determines conditional us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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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The analyzed error factors and improvements by the proposed 

algorithms were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s. 

 

Key-word : acceleration compensation, vector matching, 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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