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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무인 수상정 은 감시 정찰 등의(unmanned surface vehicle)

기능을 하며 동시에 무인 잠수정, (unmanned underwater

무인 비행체 그리고 무인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지상차 를 연결하여 무인 시스템(unmanned ground vehicle)

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구성 요(unmanned system)

소의 하나이다 무인 수상정 자체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무인 시스템 기술의 향상과 개별 무인 운반체, ,

기술의 향상으로 무인 수상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vehicle)

하고 있다 무인 수상정 관련 기술 중 항법 기술은 무인 수.

상정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왔다.

무인 수상정의 항법 기술은 일반적으로 GPS/INS (Global

복합 항법Positioning System/Inertial Navigation System)

을 기반으로 한다 정밀도가 높은(integrated n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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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거나 의 누적된 오차DGPS (Differential GPS) , INS

를 보상하기 위해 와 함께 를 사용한다 는INS GPS [1]. GPS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비정상 정보를 제공한다 전파가 위.

성에서 수신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상에서 발생하는 오

차는 물론 수신기의 문제 또는 지상에서의 다양한 방해,

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비정상 정보를 제공한다 수신기 주.

변의 방해 전파는 의도치 않은 방해와 의도적인 방해 전파

로 구분가능하다 수신기에서 위성의 전파를 수신하지[2,3].

못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이를 명백히 인식하므로GPS

문제가 없으나 수신기에서 비정상 신호를 수신하지, GPS

만 이를 정상 신호로 오인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위치를 정

확한 위치로 오인하게 되므로 이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의도치 않은 또는 의도적인 교란은 공간 다이버서GPS

티 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영국 정부(spatial diversity) .

주도의 GAARDIAN (GNSS Availability Accuracy Reliability

방법은and Integrity Assessment for timing and Navigation)

과 함께 사용하여 프로브 에서 검출되는 신호들eLoran (probe)

의 공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교란이 발생하는 지역을 판별

한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교란에 관한 정보를. GPS

수신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의[4]. JLOC (Jamming Location)

경우 정상 신호보다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지역을

감지하는 수신기 네트워크 을 사용하여 교란을GPS (network)

검출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광범[5-7].

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여 구축에 많은

경비와 노력이 소요된다 또한 무인 시스템은 교란 검출을.

외부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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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와 는 물론 속도 및 거리방향 측GPS INS -

정 센서 데이터를 융합한 항법 을 사용하여(fused navigation) ,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동시에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무인 수상정 단독으로 이상 상태를 검출하는 방GPS

법을 제시한다 이상 상태란 수신기의 문제로 인한 이상 신.

호 수신 또는 방해 전파에 의한 교란 상태를 의미한GPS

다 제안된 방법은 칼만필터 나 입자필터. (Kalman filter)

에서 제공하는 오차 공분산을 이용하여(particle filter) GPS

신호의 신뢰도를 판별한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를 사용[8].

하여 신호를 감시하는 방법들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GPS

지는 않지만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의도적인 교란은, GPS

물론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 정도도 판별할 수 있는, GPS

장점이 있다.

교란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경우 무GPS ,

인 수상정은 작업을 정지하고 교란이 일어난 지역을 빠져,

나오거나 정해진 위치로 복귀한다 이 경우 사용 가능한 각.

종 센서 측정값들과 운항 중 축적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를 대체하는 항법을 사용하여야한다 사용 가능한 정보GPS .

들은 관성 항법 정보들 음향 신호 정보들 레이더, , (radar),

라이더 광학 카메라 전자광학적외선(lidar), , / (electro-optical/

카메라 영상 정보 등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infra-red) .

융합 항법에 의하여 이러한 대체 항법이 가능해진다 본 연.

구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광학 카메라 카메라 영상, , , EO/IR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고 위치나 방향등의 정보를 구

해내는 방법은 다루지 않고 이들 센서에 의하여 구해진 정

보들 즉 비이컨 또는 특징점까지의 거리 방향각 고도각이, , ,

주어진 상태에서의 융합 항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융합할 센서 측정 데이터들은 데이터GPS ,

자세 정보 각속도 정보 선속도 그리고 비이컨들까지의, , ,

거리 방향각 및 고도각 데이터이다, . MEMS-AHR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 Attitude and Heading

는 자세 정보와 각속도 정보를 획득하기Reference System)

위해 사용한다 선속도는 그리. DVL (Doppler Velocity Log),

고 거리 방향각 고도각 정보는 음향 비이컨, , (acoustic

등을 통하여 측정된다 다중의 센서에 의해서 위치beacon) .

추정을 하고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대부분의 센GPS

서들이 정상동작을 하며 일부 센서만 비정상 동작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상은 이 센서 정보들을 융합한 위. GPS

치 추정 정보와 출력된 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검출GPS

되는데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사용하여 비교 및 판단한다, .

본 논문은 장에서 센서 측정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무II

인 수상정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III

장에서는 복합 항법 결과에 기반을 두는 이상 상태GPS

검출 방법과 이상 검출시의 항법을 설명한다 장에서는. IV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

을 검증한다 장에서는 결과를 고찰하고 관련 심화 연구. V

를 제시한다.

다중 센서 융합 항법II.

다중 센서 융합 항법은 를 포함하는 다중의 센서 정GPS

보를 융합한 항법이며 이상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비GPS

교 대상 정보를 출력한다 융합 항법은 무인 수상정의[9-11].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고 추정된 위치와 자세의 오차 공분

산을 계산한다 추정된 위치와 자세 오차 공분산을 이용하.

여 정보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이상 상태를 검출한다GPS .

마찬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거리 방향각 고도각 정보의 신, ,

뢰도와 이상 상태도 검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GPS

상 검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부터.

무인 수상정을 간략히 수상정이라 줄여서 칭한다.

사용 센서 및 시스템1.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센서와 시스템은 그림 과 같이1

구성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센서는. GPS, MEMS-

속도 검출센서 그리고 비이컨AHRS(IMU), (DVL or IMU),

거리 및 방향각 측정 센서이다.

는 위성에서의 신호들을 처리하여 운반체의 위치 측GPS

정에 사용된다 는 운반체의 가속도 각속도 자기장 벡. IMU , ,

터 정보를 사용하여 운반체의 자세를 측정한다.

은 운반체에 장착하여 운반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센DVL

서이다 고정된 물체까지 도달되어 되돌아오는 음향 신호의.

원래 발신신호 대비 도플러 편이를 이용한다 은 서로. DVL

다른 개 방향으로 음향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한다 수신된4 .

정보는 각 방향으로의 속도 정보 계산에 사용된다 각 방향.

의 속도 정보는 좌표계에서의 방향 속도로 변환DVL XYZ

된다.

음향 비이컨은 운반체에서부터 음향 비이컨까지의 거리,

방향각 및 고도각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azimuth) (altitude)

다 본 연구에서 음향 비이컨의 위치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음향 비이컨은 운반체에서 발신된 응답요청신호.

를 수신한 후 일정한 주파수의 응답 신호를(interrogating)

발신한다 운반체에서 응답요청신호가 발신된 시각과 음향.

비이컨의 응답신호가 운반체에 도달한 시각 사이의 지연

시간을 사용하여 운반체에서 음향 비이컨까지의 거리를 계

산한다 운반체에 다수의 수신기가 있는 경우 수신 신호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비이컨의 방향각과 고도각을 알아낼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 은 위치 추정 정확도를 높이고DVL GPS

이상 검출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상 검출. GPS

은 을 사용하지 않고 와 만을 융합하여도 가DVL GPS IMU

능하다 그러나 와 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상. GPS IMU GPS

그림 1. 센서및무인수상정시스템.

Fig. 1. Sensors and unmanned surface vehic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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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만을 사용한 위치 추정IMU

오차가 누적되어 일정시간 이후 가 정상적으로 동작하GPS

여도 의 정상 복구 상태를 검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GPS .

나 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상시에 와DVL GPS IMU DVL

을 사용하여 위치 추정을 하더라도 추정된 위치의 정확도

가 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향상된다 향상된 위치 정IMU .

확도는 정상 복구 상태의 검출 성능에 영향을 미쳐GPS

와 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검출 성능이 높아진다GPS IMU .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에서 비이컨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

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융합항법 및 이상 검출GPS

성능을 검증하였다 비이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비이컨.

까지의 거리 및 각도 정보로 인해 이상시에 추정된GPS

위치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오차가 한계값보다 작게 유

지되어 정상 복귀 및 이상 상태의 검출 성능이GPS GPS

시간에 따라 나빠지지 않는다.

표기법2.

융합 항법 및 이상 상태 검증에 필요한 방법의 설GPS

명에 사용할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 수상정의 위치 벡터;       

: 에 의해 구해진 수상정의 위치 벡터GPS ;

   








 : 수상정의 자세 벡터;       

 : 에 의해 구해진 수상정의 자세 벡터AHRS ;

   








: 에 의해서 측정된 수상정의 각속도 벡터AHRS ;

     
      

: 에 의해서 측정된 수상정의 속도 벡터DVL ;

     
      

: 수상정의 속도 벡터;      




: 음향 비이컨의 개수






:  번째 음향 비이컨의 위치 벡터;




  










: 수상정에서 번째 음향 비이컨까지의 거리

: 수상정에서 번째 음향 비이컨까지의 방향각(azimuth)

: 수상정에서 번째 음향 비이컨까지의 고도각(altitude);

수상정 좌표계의  평면으로부터 측정한 비이컨 높

이를 각도로 나타낸 것



: 수상정 좌표계에서 기준 좌표계로의 회전 행렬

이상의 표기법에서 제시한 각각의 벡터에서 위첨자

(superscript) 를 선행하여 표기하면 해당 벡터가 수상정 좌

표계에서 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선행하는 위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벡터가 기준 좌표계에서 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벡터에 아래 첨자  또는 을 추가하여 표기하면  번

째 또는  번째 시각에서의 해당 벡터의 값을 의미한다.

다중 센서 융합 항법3.

예측 과정3.1

확장칼만필터 를 사용하여 다중 센(extended Kalman filter)

서를 융합하여 위치와 자세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12].

추정하려는 상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수상정의 위치와 자

세로 한다.

              (1)

수상정의 직선 이동에 관한 특성은 다음 식으로 모델링

된다.






























(2)

여기에서 

 는 수상정 좌표계에서 기준 좌표계로의 회전

행렬이며 수상정의 자세,   에 관한 함수로서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3)

수상정의 회전 이동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intancostan

cossin

sincoscoscos

(4)

식 와 에서 수상정의 직선 및 회전 이동에 관한 모(2) (4)

델이 식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식 에서(5) 는 이동 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오

차 공분산이  인 가우시안 분포 ∼ 를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확장칼만필터를 적용하기 위하여



를 구한다.

만일 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를 예측과정에서 반영하려면

의 에 대한 편미분과 자코비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에서 측정된 속도 정보이고 불확실DVL ,

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확장칼만필터를 적용할 경우

상태 변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의 예측과정에서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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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의 열은 영 벡터가 된다1, 2, 3 . 4, 5, 6

열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ec
sec



 

 

 

 

  sec sec

  secsec

 

위식에서  ,  , 는 각각 cos, sin , tan를 나타낸다.

이상의 유도 과정을 통하여 확장칼만필터의 예측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7)

×
⋅

 
 

 (8)






 (9)

보정 과정3.2

확장칼만필터의 보정 또는(Correction measurement update)

과정에서 사용할 측정 변수 벡터 는 다음과 같다.

 
















⋯

⋯ ⋯


      


(10)

식 에서(10) 는 측정된 수상정의 위치 정보, 는 측정

된 수상정의 자세 정보를 나타낸다 측정 모델은 상태 변수.

에 관한 측정 함수 에 의하여 나타내진다.

 

       

 

 


(11)

는 측정 함수이고, 는 측정 모델의 불확실성을 나

타내며 오차 공분산이 인 가우시안 분포 ∼ 

를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식 에서 위치. (10) 는 에서GPS

의해서 수신되는 위도 경도 고도 정보로부터 구해진다 그, , .

리고 자세 는 를 통해 측정된 정보를 사용한다AHRS .

   는 음향 비이컨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이용

하여 구해진다.   는 수상정의 위치 자세 그, ,

리고 번째 비이컨의 위치에 관한 함수이다 수상정에서. 

번째 비이컨으로의 벡터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2)

식 로부터 수상정에서(12) 번째 비이컨까지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13)

수상정 좌표계에서 나타내어진 비이컨의 위치 

는

다음 식 와 같이 구해진다(14) .



 
⋅

 
⋅

(14)

식 에서 구해진(14) 

를 

  







로 표현하면 방향각 과 고도각 은 다음 식과 같이

구해진다.

  atan

 

 (15)

  atan

 

  

  (16)

이상의 식 은(13)   식 는, (15) 

 그리고 식,

은(16) 

를 구성한다 측정 함수. 를 선형화하여

측정 행렬 가 구해진다.  행렬은 의 편미분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17)

측정 행렬 를 사용하여 확장칼만필터의 보정 과정이

실현된다.








 (18)








 (19)

 








(20)

식 의(20) 는 추정된 수상정의 위치와 자세의 불확실

정도를 나타내는 오차 공분산이다 오차 공분산을 사용하여.

신호의 이상을 검출한다 이상 검출 과정에서 사GPS . GPS

용하기 위하여 추정된 오차 공분산 행렬을 다음과 같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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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표현한다.

   







(21)

이상 검출 및 대체 항법III. GPS

이상 검출1. GPS

다중의 센서에 의해서 위치 추정을 하고 이상 여부GPS

를 판별하는 것은 대부분의 센서들이 정상동작을 하며 일

부 센서만 비정상 동작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상. GPS

검출 및 위치 추정은 대부분의 센서가 비정상 동작을 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상 검출은 다수의 센서. GPS

정보들을 융합한 위치 추정 정보와 의 위치 정보를 비GPS

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추정된 위치 정보와 위치 정. GPS

보는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사용하여 비교되어 이상을GPS

검출한다.

이상 검출은 다중 센서를 융합하여 추정된 위치와GPS

자세 정보 그리고 추정상태의 오차 공분산을 이용한다.

에 의한 위치와 추정된 위치의 차이가 한계치를 벗어GPS

나면 이상 상태라고 판단한다 한계치는 마할라노비스GPS .

거리 를 사용하여 설정한다(Mahalanobis distance) .  번째 시

각에서 에 의해 측정된 위치GPS  와 추정된 위치
 사

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   는 다음과 같다.


   








 (22)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와
의 차이는 물론

의 불확

실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즉. , 와
의 차이가 작다

고 하여도 반드시 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GPS . 와


의 차이가 작고 의 불확실 정도가 작은 경우는 를

이상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GPS .

인 와
의 차이가 크다고 하여도 반드시 이상이라GPS

고 할 수 없다. 와
의 차이가 크고

의 불확실 정도

가 큰 경우는 를 이상 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GPS

있기 때문이다. 의 불확실 정도는 이며, 는 정

상인 센서 측정 정보뿐만 아니라 비정상인 센서 측정 정보

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된다.


 가 설정된 한계값 

lmt
보다 커지면 신호GPS

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식 이 만족되는. , (23)

경우 이상이 검출된다GPS .


 

  
lmt

(23)

식 에서(23) 
lmt
는 각각의 가 위치 정보를 구하기GPS

위해 사용하는 방법예를 들면 보통의( , GPS, DGPS, CDGPS

등의 방법이나 기종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서 실험과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절한 값을 설정한다 또한 이상. GPS

정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lmt
가 적절한 값

보다 크면 이상 상태를 판별하지 못하고 반대로GPS , 
lmt

가 적절한 값보다 작게 설정된다면 정상적인 정보를GPS

이상 정보로 검출하게 된다 절에서. 4.1.3 
lmt
의 설정에 따

른 이상 검출 성능 및 검출 오류 정도를 시뮬레이션GPS

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상시 대체 항법2. GPS

이상이 검출되면 에 의한 측정 위치를 보정 과GPS GPS

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측정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


⋯


     


(24)

이 경우 측정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25)

표 1. 융합항법및 이상검출GPS .

Table 1. Fused navigation and detection of GPS abnormality.

Navigation






   









 


×⋅
 

 









if 



  

lmt

then






  



  




 




 








 



×















 









else






  



 






 



 




 










× ×















 







endif

 








 








 









Retu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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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26)

대체 항법 실행 중에도 식 의 충족 여부를 계속GPS (23)

검사하여 만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 정상으로 복GPS

귀하였다고 판단한다.




  ≤ 
lmt

(27)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여 융합 항법 이상 검출 대, GPS ,

체 항법의 실현을 의사 코드로 나타내면 표 과 같은 구조1

를 가진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검증IV.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

증한다 시뮬레이션은 이상 신호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GPS

용이하며 이론의 유효성을 보이기에 적합하다 시뮬레이션.

은 음향 비이컨의 정보들을 이용한다 시1 GPS, IMU, DVL .

뮬레이션 는 시뮬레이션 의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사2 1

용하지만 음향 비이컨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1.

비이컨을 사용하는 경우의 성능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의 조건은 표 와 같1 2

다 위치 추정은 음향 비이컨 개를 사용하면 거리측정 값. 3

들만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개.

의 센서 측정값을 융합하여 측정값에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위치 추정이 가능해지고 다수개의 센서,

측정값들을 사용하여 일부 센서 에 이상이 발생하면(GPS)

이를 검출하고 또한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치 추정, GPS

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하였으므로 개의 비이컨을 사용했4

다 음향 비이컨 개는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치되었. 4 3

다고 가정한다 음향 비이컨으로부터 측정된 거리의 오차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며 오차의 표준편차가  가 되도=10m

록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의 정보는 정상상태인 경. GPS

우와 이상 상태에 대한 오차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며 오

차의 표준편차가 각각 =5m,  가 되게 하였다=30m .

모든 센서 측정값은 초마다 갱신하여 시뮬레이션 데0.1

이터를 생성하였다 신호는 초기에 정상적으로 측정되. GPS

고 초 이후 초까지 비정상적인 측정 신호가 수신되, 40.1 80

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는 수상정의 실. 2

제 궤적 위치 측정 궤적 그리고 제안된 방법에 의한, GPS ,

위치 추정 결과를 보였다 궤적에서 위치가 비정상적. GPS

으로 큰 오차를 보이는 초록색으로 나타낸 구간에서A-B

이상이 검출되어 대체 항법을 사용한 구간이다GPS . GPS

표 2. 시뮬레이션 에사용된센서측정특성및조건1 .

Table 2. Properties and conditions of sensor measurement used for

simulation 1.

parameter value

GPS position uncertainty(normal state) 

attitude measurement uncertainty deg

velocity measurement uncertainty 

range measurement uncertainty 

azimuth measurement uncertainty deg

altitude measurement uncertainty deg

GPS position uncertainty(abnormal state) 

the time GPS abnormality begins   

the time GPS abnormality ends   

표 3. 음향비이컨의위치.

Table 3. Position of acoustic beacons.

   

acoustic beacon 1 -67.307 -50 30

acoustic beacon 2 267.236 -50 30

acoustic beacon 3 267.236 347.816 30

acoustic beacon 4 -67.307 347.8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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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jectory for the whol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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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oomed in trajectory where GPS interference takes place.

그림 2. 제안된방법에의한위치추정궤적및 이상검출GPS

시뮬레이션 결과1 .

Fig. 2. Trajectory through estimated location and detection of GPS

interference by the proposed method in the simul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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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 이후 초 이후에 이상 발생을 감지하였고0.2 , GPS

정상 회복 이후 초 이후에 정상 상태임을 감지하였다1 .

표 는 시뮬레이션 의 오차 통계를 나타낸다 오차 통4 1 .

계는 정상 구간에서의 추정 결과와 이상 구간에서의GPS

추정 결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신호가 정상인 경우. GPS

위치 추정 오차는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

곱근(root mean square)  , 방향은 평균 와 제

곱 평균 제곱근 이다 이상 시의 위치 추정 오. GPS

차는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곱근  ,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곱근 이다.

제안한 이상 검출방법의 성능을 이상 정도에GPS GPS

따른 이상 검출 성공률을 구하여 검증하였다 본 시뮬레이.

션에서는 회의 주행 시 회의 이상 상태가 있는 데1 10 GPS

이터를 사용하였다 이상 상태는 초간 지속된다 이러한. 5 .

주행 시뮬레이션을 회 수행하였다 이상 검출 성공 횟수50 .

와 오인 검출 횟수는 이상시 정상 위치로부터 측GPS GPS

정 위치의 오차거리를 10 , 15 , 20 , 25로 변화시키

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구하였다 검출 성공 횟수와 오, .

인 검출 횟수는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3 
lmt
값의 영향을

받는다.

표 에 나타낸 결과는 이 주행 시뮬레이션을 번을 수5 50

행한 결과이다 한번 주행 시 이상 신호는 번이 발. GPS 10

생하게 되며 번의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므로 총, 50

번의 이상 구간이 발생된다 는 이상 신500 GPS . NSD GPS

호가 발생한 구간에서 이상 상태 검출에 성공한 횟수GPS

를 나타낸다 는 이상이 아닌 정상 신호가 출력된. NFD GPS

구간에서 이상 상태를 잘못 판별한 오인 검출 횟수를GPS

나타낸다 이상 정도 가 작아지면 이상의 검. GPS (DGD) GPS

출률도 떨어지지만 가 정상인 경우에도 이상이, GPS GPS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는 오인 검출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DGD 인 경우 
lmt
이면 오류를 항GPS

상 검출하지만 동시에 오인 검출률도 매우 높아서 실제

이상 검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GPS . DGD

일 때 
lmt
이면 이상은 성공적으로GPS 100%

검출되며 오인 검출도 없게 된다 가. DGD 일 때에는


lmt
 이어도 이상을 성공적으로 검출하며GPS 100%

오인 검출도 없어진다 즉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이상. , GPS

정도가 커지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성능1.2

시뮬레이션 는 센서가 사용되었다 이2 GPS, IMU, DVL .

시뮬레이션은 절의 실제 실험과의 비교를 위한 시뮬레이4.2

션이기도 하다 지상 차량 실험은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

는 도로주행 실험이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비이컨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여 비이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과1

같은 실험을 하지 못하였다 시뮬레이션 는 시뮬레이션. 2 1

의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시뮬레이션 과는1

표 4. 시뮬레이션 오차통계분석1 .

Table 4. Error statistics analysis of simulation 1.

mean RMS

normal GPS
  

  

abnormal GPS
  

  

표 5. 오차통계분석.

Table 5. Error statistics analysis.

DGD( ) 
lmt NSD ratio(%) NFD ratio(%)

10

3 500 100 380 69.1

4 492 98.4 35 6.4

5 336 67.2 0 0

15
7.5 500 100 1 0.2

8.4 498 99.6 0 0

20
10 500 100 36 6.5

11.2 500 100 0 0

25
10 500 100 37 7.4

12.5 500 100 0 0

DGD : Degree of GPS Disruption(standard deviation of GPS error)


lmt : Mahalanobis distance for detection of GPS Abnormality

NSD : Number of successful detection of GPS abnormality

NFD : Number of false of GPS abnormalit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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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oomed in trajectory where GPS interference takes place.

그림 3. 제안된방법에의한위치추정궤적및 이상검출GPS

시뮬레이션 결과2 .

Fig. 3. Trajectory through estimated location and detection of GPS

interference by the proposed method in the simul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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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음향 비이컨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된 센.

서의 오차 정보는 시뮬레이션 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그1 .

림 은 수상정의 실제 궤적 위치 측정 궤적 그리고3 , GPS ,

제안된 방법에 의한 위치 추정 결과를 보였다 궤적에서 초.

록색으로 나타낸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큰 오차를 보GPS

이는 구간에서 이상이 검출되어 대체 항법을 사A-B GPS

용한 구간이다 이상 발생 이후 초 이후에 이상 발. GPS 0.2

생을 감지하였고 정상 회복 이후 초 이후에 정상 상, GPS 1

태임을 감지하였다.

표 은 시뮬레이션 의 오차 통계를 나타낸다 오차 통6 2 .

계는 정상 상태의 추정 결과와 이상 상태의 추정 결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신호가 정상인 경우 위치 추정 오. GPS

차는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곱

근 이다 이상시의 위치 추정 오차는. GPS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곱근  , 방향은 평균

와 제곱 평균 제곱근 이다 이상시의 위. GPS

치 추정 오차는 이상이 검출된 시각의 위치 추정 오차가

편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이상 검출시의 항법은. GPS

와 에 의존되는데 자세 정보와 속도 정보만을AHRS DVL ,

이용하여 보정과정이 없이 추측항법으로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의. 2

결과는 시뮬레이션 과 다르게 이상 구간에서1 GPS 방향

편차는 크고 방향 편차는 작게 유지고 있음을 그림과 표

을 통해 알 수 있다6 .

실험을 통한 검증2.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상에서의 이

동 차량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차량.

에 와 를 장착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며 실험하였GPS AHRS

다 실험에서는 실제로 의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 GPS

으므로 의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 측정 신호GPS

를 사용하지 않고 비정상 신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이컨, .

까지의 거리 방향각 고도각은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 차량, , .

의 실험은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로주행 실험이므

로 음향 비이컨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여 음향 비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 차량에서는 을 사용하지 못하므. DVL

로 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하였다 즉 관성 센서 정FOG . ,

보만을 사용하여 획득한 자세 정보와 속도 정보의 융합 항

법을 실시하고 이상을 검출하였다GPS .

그림 는 실험에 사용된 지상 차량 및 장착한 센서를 나4

타낸다 는 을 사용하였다. GPS AscenKorea AKN-1MBT .

는 를 사용하였다 본 실AHRS Microstrain 3DM-GX4 25 [13].

험에서는 그림 에서 크게 보이는4(b) FOG (Fiber Optical

는 차량의 속도 측정에만 사용되었다 자세 정보Gyroscope) .

는 점선 원안에 나타나있는 를 사용하였다AHRS .

실험 차량은 초 동안 그림 의 궤적으로 주행하였170 5(a)

다 이상은 초에서 초 사이에서 구간 발생하. GPS 80 125 (A-B )

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에 추정 위치 결과 및 이상. 5(b) GPS

검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에 이상이 발생하는 기. 7 GPS

간인 초에서 초 사이에서 추정된 위치의 오차 통계80 125

결과를 보였다 실험에서는 정상적으로 검출된 의 위치. GPS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된 위치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실험에서와 같이 만일 외부 비이컨까지의 거리 방향각, ,

표 6. 시뮬레이션 오차통계분석2 .

Table 6. Error statistics analysis of simulation 2.

mean RMS

normal GPS
  

  

abnormal GPS
  

  
(a) Vehicle and GPS. (b) AHRS and FOG.

그림 4. 실험에사용한차량및센서.

Fig. 4. Vehicle and sensors used in the experiment.

(a) Experiment Route for the experiment.

(b) Reference trajectory(red) and the estimated trajectory(blue).

그림 5. 제안된방법에의한위치추정궤적및 이상검출GPS

실험결과.

Fig. 5. Trajectory through estimated location and detection of GPS

interference by the proposed method in the experiment.

표 7. 실험오차통계분석.

Table 7. Error statistics analysis for the experiment.

mean RMS

abnormal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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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상 검출 후에는 관성, GPS

센서를 통한 추측항법에 의존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따라.

서 이상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항법 오차가 누적되GPS

어 정상 복귀를 감지하기 어려워지며 정상적인 항법GPS ,

으로의 복귀도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외부 수용성.

(exteroceptive) 측정 정보가 없으면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해

서 일시적인 이상을 검출하고 정상 복귀시 검출이 가GPS

능하나 장시간의 이상을 검출하는 동시에 정상 복귀, GPS

를 검출하기 어렵다.

결론V.

본 연구에서는 무인 수상정을 위한 를 포함하는 센GPS

서 융합 항법 및 이상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GPS .

된 센서 측정 정보는 자세 정보와 각속도 벡터 속도GPS, , ,

그리고 음향 비이컨까지의 거리 방향각 고도각들이다 본, , .

연구의 결과는 무인 수상정 단독으로 이상을 검출하GPS

고 이상 발견시의 대체 가능한 항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

이를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나타낸 이상 검출성능과 융합항법의GPS

성능은 무인 수상정과 지상 차량의 동적 모형(dynamic

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model)

판단된다 무인 수상정은 지상 차량에 비하여 가감속 성능.

이 떨어지므로 가감속이 완만하여 에 의한 위치 추정, IMU

성능이 차량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속도 측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인 수상정의.

경우가 차량의 경우에 비하여 융합항법성능 및 이상GPS

검출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차량의 경우보다는 무인 수상정의 경우

에 더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인 수상정. ,

은 주변에 음향 비이컨을 설치하여 동작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차량의 경우보다 비이컨까지의 거리 및 방향각과 고

도각 정보를 활용하기가 용이하며 본 방법을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험은 무인 수상정에서 실험한 것이 아닌 차

량을 이용한 도로 주행 환경에서의 실험이었다 무인 수상.

정을 이용한 실해역 실험은 무인 수상정의 실제 이동한 위

치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치 추정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추정된 수상정의 위치와 실제 위치를 비교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차량을 이용한 실험도 실제 이동한.

위치를 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이는 기존에 측량되어,

있는 노면의 도면 또는 위성 지도 등을 이용하면 수상에서

의 경우보다는 용이하게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위치.

와 추정 위치의 오차를 구하기에는 무인 수상정의 실험보

다 차량을 이용한 실험이 더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장 칼만 필터 방법은 수상정의 이

동 모델 및 센서의 측정 모델에 대한 선형화가 필요하여

이동 모델 식 및 측정 모델 식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다 향.

후 좀 더 다양한 센서 측정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 많은 미분 과정이 필요하고 미분 수식이 매우 복,

잡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향칼만필터.

는 이론상 비선형시스템에 대한 성(unscented Kalman filter)

능이 보통의 확장칼만필터 보다는 좋지만 계산 량이 더 많,

고 많은 실제 적용결과들에서는 확장 칼만 필터보다 확연,

히 구분되는 더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다양한 센서 측정값들을 융합하는 경우 센서에,

따라 수학적인 측정 모델의 미분이 매우 복잡하거나 미분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들에도 적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무향칼만필터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측정 센서를 이

용하는 경우에 확장칼만필터보다 적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

다 따라서 무향칼만필터를 적용하는 연구를 향 후 진행 하.

고 그 성능을 확장칼만필터 방법과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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