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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L1 최적화를 통한 탐색기 비정렬 효과 제거 기법

Optical Misalignment Cancellation via Online L1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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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L1 optimization based filtering technique which effectively eliminates the optical 

misalignment effects encountered in the squint guidance mode with strapdown seekers. We formulated a series of L1 

optimization problems in order to separate the bias and the gradient components from the measured data, and solved them via 

the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 (ADMM) and sparse matrix decomposition techniques. The proposed technique 

was able to rapidly detect arbitrary discontinuities and gradient changes from the measured signals, and was shown to 

effectively cancel the undesirable effects coming from the seeker misalignment angles. The technique was implemented on 

embedded flight computers and the real-time operational performance was verified via the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HILS) tests in parallel with the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algorithms and the intra-red synthetic targe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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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유도무기체계에 널리 적용되는 스트랩다운 탐색기는, 

고전적인 김발 형식의 탐색기 대비 기계적인 구조물이 최소화되

므로 저가화 및 생산/정비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

러나, 유도탄 유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선각속도 정보가 제

공되지 않으며, 유도탄의 운동에 의해 탐색기 추적 정보의 신뢰

도가 영향 받을 수 있고, 또한, 탐색기가 유도탄 기체에 장착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광축 비정렬이 유도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한편, 탐색기 영상 상에서 표적 위치에 특별한 특징점을 설정

하기 어려운 표적의 경우, 표적 주변의 특징적 구조물 또는 자연

적 지형물을 특징점으로 삼아 표적점과 추적점을 다르게 설정함

으로써 추적과 표적 인식을 수행하는 사시 유도 (Squint 

guidance)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도탄이 표적에 

매우 근접하게 되면, 추적점이 탐색기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어 

종말 호밍 구간 중 e/중반부에서만 탐색기 추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도 알고리듬은 e/중반부의 제한적인 정보만을 

사용하여 종말 유도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환경은 유도

탄의 종말 유도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랩다운 영상탐색기를 사용한 고정표적 대

응 사시유도 임무에 대해, 영상탐색기 장착 비정렬각에 의해 유

발되는 유도 성능 저하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저하된 유도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상탐색기 장착 비정렬에 의한 효과

를 제거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반 기법을 소개한다. 

탐색기 추적 데이터와 항법장치의 항법 자료를 활용하여 항법

장치의 위치 바이어스를 추정하게 되면 추정 신호에 실제 위치 

바이어스와 스트랩다운 탐색기 장착 비정렬에 의한 효과가 섞여 

나타나게 되는데,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L1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신호를 분리해냄으로써 실제의 항법장치 위치 바이어스를 

계산할 수 있고 탐색기 장착 비정렬에 의한 유도 성능 저하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기법은 탐색기 오차 모델링 등의 부체계 모델링을 포

함한 비선형 6DOF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실제 유도탄 탑재 컴퓨터에 구현되어 실시간 동작 성능이 검증되

었다. 탐색기의 자동 표적 인식(Automatic target recognition, 

ATR) 알고리듬과 적외선 합성 표적 영상 등을 함께 적용한 모의

비행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실제적 환경 하에서의 운용 성능을 검

증하였다. 

2. 스트랩다운 영상탐색기 활용 항법정보 보정

스트랩다운 영상탐색기로부터 제공되는 표적 추적 정보를 활

용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항법장치의 항법 위치 바이어스를 

추정한다. 

유도탄이 종말 호밍 단계에 진입하면, 탐색기로부터 표적 시선

각 SKR가 제공되며, 또한 유도탄의 탑재 컴퓨터는 항법 정보와 

임무 자료에 기술된 표적 정보로부터 항법 위치 기준의 시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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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트랩다운 탐색기 활용 항법 위치 오차 추정

Fig. 1 INS Position bias estimation using strapdown seeker’s

tracking data

그림 2 호밍 구간동안 계산된 항법 위치 바이어스

Fig. 2 Raw  collected during a single homing flight

INS를 계산할 수 있다. 즉, SKR는 실제로 표적이 보이는 방향

이며, INS는 항법장치 기준으로 표적이 보여야 할 각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항법 알고리듬을 통해 계산되는 자세각 정

보는 매우 정확하며 위치정보는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자세각 정보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SKR와 INS의 차이는 전적으로 항법장치의 위치 바이어스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으며, 탐색기와 항법장치가 동체축과 정확히 

정렬되어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관성좌표계에서 이 위치 정

보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go sinINSsinSKR
여기서, go는 유도탄으로부터 표적까지의 남은 비행거리이며, 


 는 유도탄 동체좌표계로부터 관성좌표계로의 좌표변환함수를 

나타낸다. 종말 비행 구간에서 항법장치의 위치 바이어스의 변화

는 크지 않으므로 는 거의 고정된 값으로 계산될 것이다. 그러

나 실제로 탐색기와 항법장치는 동체축 대비 작은 각도로 어긋난 

채로 장착되며, 이 비정렬 각도를 SKR , INS라 하면, 관성좌표계

에서의 항법 위치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o sinINSINSsinSKR SKR
≈go sinINSsinSKR

 cos
INSSKR go INSSKR

마지막 식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통해 

추정한 위치 바이어스이며, 두 번째 항은 비정렬에 의해 나타나

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항을 자세히 보면, 탐색기의 시

야가 그다지 넓지 않으므로 cosINSSKR 는 항상 1에 

가까운 값이며, 유도탄 자세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면 좌표변환함

수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비정렬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는 go
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산

을 통해 추정한 위치 바이어스에서 선형 성분과 상수 성분을 효

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면, 장착 비정렬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적 합성 영상과 탐색기를 적용한 HILS에서 획득된 정보를 

통하여 계산된 위치 바이어스의 예를 그림 2에 보였다. 수평축은 

유도탄과 표적 간의 정규화된 거리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관성축  ,   방향에 대한 항법 위치 바이어스를 나타낸다. 참고

로, 양 축 모두 적당한 상수로 스케일링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사

시유도 수행으로 인해 표적과 인접한 go  영역에서는 탐

색기 추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녹색 점선은 실제 항법 위치 

바이어스를 나타내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호밍 구간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보를 살펴보면, go   영역에서는 탐색기가 정

확히 표적을 추적하지 못하면서 
가 실제 값과 큰 차이가 있지

만, go 에서 탐색기의 추적점 보정이 수행되며 그 이후에

는 특별한 비정렬 효과 없이 실제 위치 바이어스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를 살펴보면 

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0이 아닌 

기울기를 갖는 직선 근처에 계산값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추적점 

보정 이전인 go 에서는 오차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기울기를 따르는 선형 감소 성분이 탐색기와 항법장치 비정렬

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가 되며, 이 성분은 go가 0으로 접근하

면서 사라지게 된다. 즉, 사시유도 상황과 같이 추적정보가 중단

된 경우에는 이 기울기를 따라 go→ 방향으로 외삽하여 

go 과 
축이 만나는 지점을 계산하면 이 값이 바로 비정렬 

효과가 제거된 실제 항법 위치 바이어스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L1 최적화 기

법을 소개한다.

3. L1 최적화를 통한 비정렬 효과 제거

전 장에서 살펴본, 비정렬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방향 데

이터를 다시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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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수 성분과 선형감소 성분 분리

Fig. 3 Separating the constant bias and the gradient 

components

터를 기반으로, 임의의 스텝 불연속이 일어나는 시점 및 기울기

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자동 검출하여 표적 근접 순간의 기

울기를 찾게 되면, 그 기울기로 외삽하여 표적 명중 순간의 항법 

위치 바이어스를 찾을 수 있고 그 값은 탐색기와 항법장치의 비

정렬에 의한 효과가 제거된 최적의 항법 위치 바이어스가 된다. 

이를 위하여 적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를, 그림 3과 같이 직선들의 

조합(Piecewise linear)으로 구성되는 성분과 임의의 스텝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성분 등 두 성분의 합으로 표현하기 위한 L1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기로 한다. 

첫 번째 성분인 직선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성분은 기울기가 변

화하는 시점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며, 두 번째 성분

인 스텝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성분은 함수값의 변화가 일어

나는 시점이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이

용하여 L1 최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참고로, 희소 해

를 탐색하기 위한 근사 기법으로 Basis cardinality 기반의 

Orthogonal matching pursuit (OMP)[7] 방법과 L1 최적화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우선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서 찾는 

해가 직접적으로 희소하지 않고 (해의 선형함수가 희소함), 잡음

이 추가된 데이터에 피팅되는 희소 파라미터를 찾고자하는 목적

이 포함되어, L2놈 기반의 회귀 성능과 희소 성능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하므로, OMP 기법은 해당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 

탐색기 추적정보와 항법장치 항법정보를 비교하여 얻은 항법 

위치 바이어스 계산치()를 라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는 누적된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상수 성분과 선

형감소 성분 분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선형 조합 성분과 스텝 조합 성분

의 검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가중치 설계 파라미터이며,  는 

유도탄과 표적간의 거리에 따른 영상 해상도 변화를 고려하여 계

산 데이터 신뢰도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파라미터이다. 변수 

는 데이터 가 획득된 시점에서의 유도탄과 표적 간의 상대

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는 입력변수의 1차 기울기를 계산함으로써 변수의 변

화량을 표현하는 선형 연산자이며, 는 입력변수의 2차 기울기

를 계산함으로써 기울기의 변화량을 표현하기 위한 선형 연산자

이다. 

그러므로 목적 함수 중 L1 norm으로 표현된 마지막 두 항은 

의 기울기의 변화 횟수를 제한하고, 의 불연속 변화 횟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이 문제를 통하여 찾고자하는 변수 

는 그림 3에서 첫 번째에 보인 선형 조합 성분이며, 변수 는 

그림 3에서 두 번째에 나타낸 스텝 조합 성분이 되며, 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학습 결과로 적색 데이터에 내포된 

전체의 경향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Primal-dual 알고리듬 등의 Interior 

point method를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의 해를 찾아낼 수 있으나

[2,4,5], Primal-dual 알고리듬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Newton step 연산에서 매우 큰 행렬을 다루어야 하는 단점으로 

인해 유도탄 탑재컴퓨터 구현 시 실시간 연산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빠른 e기 수렴과 계산량 절약 등의 이점으로 기

계학습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ADMM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 기법을[1] 통해 최적해를 탐색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변수 를 정의함으로

써,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하자. 

여기서      로 하고,   diag  로 정함으

로써 이 문제는 원래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되며, 또 다른 변

수 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ADMM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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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과 같이 변수별로 분리된 세 단계의 최적화를 반

복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update step은 성능 지수가 L2 놈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전형적인 Multiobjective weighted least squares 문제가 

되므로, 직접적 최적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ADMM 형태의 

변환으로 인해 Primal-dual 기법에서보다 작은 크기의 행렬을 

다룰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데이터 개수의 2배에 달하는 크기

의 변수에 대한 선형방정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탑재 컴퓨터에 구현하여 온라인 최적화를 수행하기는 간단치 않

다. 그러나, 나타나는  , ,  등이 대부분 0으로 이루어진 희

소행렬(Sparse matrices)이므로, 희소행렬 연산 기법을[3] 구현하

고, 희소행렬의 분해와 Caching을 통한 선형방정식 해결

[3]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실시간 

동작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변수 선

형 방정식 해결을 위해서는   이상의 연산량을 필요로 하

나, 밴드 크기 의 희소행렬의 경우   수준의 연산으로 해

결이 가능하다[2].

두 번째 update step은 성능 지수에 L1-놈과 L2-놈이 조

합되어있는 형태로 최적해가 직관적이지는 않으나, Convex 

analysis 및 Subdifferential calculus 등의 분석을[6] 통하여 직

접해를 계산할 수 있으며, 행렬 및 벡터 연산과 Soft 

thresholding 등의 단순 연산으로 계산 가능하다. 마지막의 Dual 

update step 역시 행렬 및 벡터 연산만으로 계산 가능하므로, 

update step과 Dual update step에 소요되는 계산량은 크지 

않다. 

제안된 기법을 탑재 컴퓨터에 구현함으로써 수행된 HILS를 통

하여 그림 2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한 결

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추정 결과, go  근처에서 나타

나는 추적점 이동을 성공적으로 검출해 내었으며, 이후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민첩하게 파악해냄으로써 광축 비정렬각을 추정

해 내고 외삽하여 비정렬 효과가 제거된 항법 위치 바이어스를 

종말단계까지 비행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추정해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그림 4의 결과는 모든 정보가 누적된, go 
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 L1 최적화를 통한 기울기/상수성분 분리 및 항법 위치 

바이어스 추정 결과

Fig. 4 Gradient/bias separation and position bias estimation 

via L1 optimization

그림 5 탑재 알고리듬 실행 시간 

Fig. 5 Task run time (scaled)

탑재된 기법은 탐색기 추적 정보를 누적하여 매 4샘플마다 실

행되며, 최e 정보 누적을 위해 go 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탐색기 정보 제공이 종료되는 go 까지 실행되도록 구성하

였다. HILS를 통하여 계측된 알고리듬 실행 시간을 나타낸 그림 

5를 통해 탑재 알고리듬의 실시간 동작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실행 시간은 탑재 알고리듬에 할당된 제한 시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분야의 문제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L1 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스트랩다운 탐색기 적용 사시유도 시 

마주치게 되는 광축 비정렬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탐색기 추적 정보와 항법장치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데

이터에서 기울기 성분과 상수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하여, 기울기

의 변화와 갑작스런 불연속의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L1 최적화 

문제를 설계하고 ADMM 기법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탑재 컴퓨

터 구현을 위하여 희소행렬 연산 및 희소행렬 분해 기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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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뮬레이션과 합성 영상 기반의 HILS를 통하여 성능을 검증한 

결과, 고전적 칼만 필터나 L2 놈 기반의 데이터 피팅 기법은 다

룰 수 없던 데이터 불연속에도 강인한 추정 기법이 설계되고 탑

재컴퓨터에서 실시간 동작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컨벡

스 최적화 기반의 기계학습 기법을 유도탄 탑재컴퓨터 구현함으

로써, 실시간 연산 가능함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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