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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환경용 EM-Log 보정항법 필터 설계

A EM-Log Aided Navigation Filter Design for Mariti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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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 가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특성

을 가진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의 항법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EM-Log (electromagnetic-log) 보정항법 필터를 설

계하였다. EM-Log는 해상에서 운동체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여 속도 오차를 보정하여 주나 측정된 속도에는 해조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조류 모델 설계와 추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조류 추정을 위해 단일 모델 필터와 IMM (interacting 

multiple model) 모델  필터 방법론을 제시하고  설계된 필터의 해조류 추정 성능을 확인한 후 해조류 모델 설계가 필터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설계된 보정항법 필터의 성능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순수항법 대비 필터 성능 향상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단일 모델 필터는 해조류 모델이 동일한 경우 성능이 좋지만 해조류 모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저하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IMM 모델 필터의 경우 다양한 해조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모델 필터 대비 안정적인 성

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signs a electromagnetic-log (EM-Log) aided navigation filter for maritime environment without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When navigation is performed for a long time,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s error gradually 

diverges. Therefore, an integrated navigation method is used to solve this problem. EM-Log sensor measures the velocity of the 

vehicle. However, since the measured velocity from EM-Log contains the speed of the sea current, the aided navigation filter is 

required to estimate the sea current. This paper proposes a single model filter and interacting multiple (IMM) model filter methods 

to estimate the sea current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sea current model on the filter.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aided navigation filter is verified using a simulation and the improvement rate of the filter compared to the pure navigation is 

analyzed. The performance of single model filter is improved when the sea current model is correct. However, when the sea 

current model is incorrect, the performance decreases. On the other hands, IMM model filter methods show the stabl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ing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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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성 항법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INS./GPS 통합항법 시스템을 

사용한다[1],[2]. 하지만 해상에서 항해를 하는 운동체의 경우 

GPS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INS/GPS 통

합항법을 사용할 수 없다. EM-Log (electromagnetic-log) 보정항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관성항법장치의 오차를 보

상해주기 위해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여 해상 운동체의 이동 속

도를 측정하여 항법 오차를 줄여준다. EM-Log 센서는 직진 방

향으로 최대 –15에서 +60 kts 속도를 측정하며 출력과 속도가 

선형적으로 비례함으로서 다양한 운용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측정된 속도는 대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해조류가 포함된 속도가 측정되며 이는 잘못된 해조류 

추정 시 속도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해상 운동체의 가감

속 또는 회전 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EM-Log를 사용 시 

적절한 유효성 판단이 필요하다 [3],[4]. 본 논문에서는  항법 성

능 향상을 위해 정확한 해조류 추정을 위한 다양한 해조류 모델

을 사용하는 IMM (interacting multiple model) 기반 필터를 설

계하였으며, 설계된 필터는 단일 해조류 모델을 사용하는 단일 

기반 필터와 성능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2장에서  단일 모델 기반 필터와 

interacting multiple model (IMM) 모델 기반 EM-Log 보정항법 

필터 구성을 설명하며 3장에서 설계된 필터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명하며 4장에서 각 필터의 성능을 검정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4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EM-Log 보정항법 필터 설계

EM-Log는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해상에서 운동체가 움

직이면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을 해수에 대한 항체 이동 속도

에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고 식은 아래와 같

다.

 

  
 (1)

여기서  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는 자속의 크기, 는 

자기장의 세기, 은 자기장 단면의 높이를 나타내고, 와 

는 각각 운동체의 이동 속도와 해조류 속도를 의미한다. 기전력

에는 바이어스 오차 와 잡음 오차 이  포함될 수 있고,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1 EM-Log 보정항법 기본 필터 구성

EM-Log 센서는 해조류에 대한 상대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

에 보정항법 필터의 상태변수를 관성항법 관련 15차 상태변수 

(위치, 속도, 자세, 가속도 바이어스, 자이로 바이어스)에 해조

류 2차 상태변수(동축, 북축)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상태변수

를 정의한다. 

  
 

 
 




 


(3)

EM-Log의 속도 측정치는 동체 좌표계에서의 y축 속도 측정

치를 의미하며 측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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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 


은 동체 좌표계에서 측정된 INS와 

EM-Log  각각의 속도이고,  


, 


는 항법 좌표계에서 측

정된 INS와 해조류 속도이다. 

,


는 대지 속도 참값이다. 

위의 측정방정식을 이용해 측정행렬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5)

2-2 1차 Markov모델을 이용한 해조류 모델링

EM-Log 보정항법의 경우 해조류를 직접 추정하기 때문에 

해조류 모델링이 필요하다. 해조류를 추정하는 방법은 

ACDIRC, CH3D, ROMS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실제 구현

이 어려워 많은 문헌에서 해조류를 아래와 같은 1차 Markov 형

태로 모델링한다.


  


∆

∆






 
 (6)

여기서  ∆  는 각각 1차 Markov 모델의 시상수, 

갱신 시간, 잡음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백

색 잡음을 나타낸다. 해조류 모델에서 시상수와 잡음 표준 편차

는 필터를 설계할 때 정해주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값

을 설정 한다. 

그림 1. 1차 Markov 모델로 생성된 해조류 모델 예제

Fig. 1. Example of Sea Current made by 1st-order 

        Markov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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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일 모델 기반 EM-Log 보정항법 구성도

Fig. 2. EM-Log filter structure based on a single model 

2-3 단일 모델 칼만 필터 기반 EM-Log 보정 필터

EM-Log 보정항법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일 모델 기반  필터

는 일반적으로 17차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는 단일 모

델 칼만 필터 기반 EM-Log 보정항법 구성도를 나타낸다. 먼저 

관성항법장치에서 측정된 속도와 EM-Log에서 측정된 속도의 

차분을 측정치로 사용해 칼만필터를 구성하고 추정된 오차를 

순수항법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관성항법장치와 

달리 EM-Log가 측정한 속도에는 해조류 속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필터에서 추정된 해조류로 속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EM-Log 가 해상 운동체의 진행축과 측면축으로 설치가 되어있

다면 해조류 추정에 이점이 많으나, 실제 운동체에 설치된 

EM-Log 센서는 대부분 진행축에만 장착되어 진행축 속도만 측

정한다. 이처럼 센서가 진행축만 측정할 경우 해조류 추정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EM-Log가 진행축 속도만 

측정하더라도 더 정확한 해조류 추정을 위해 지상에서 자동차

와 같은 운동체에 사용될 수 있는 운동제한 조건 (NHC : 

non-holonomic constants)을 해상 운동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

용했다. NHC는 진행축으로 운동하는 운동체는 측면축으로 속

도가 0에 가깝다는 원리를 이용한 기법으로 이를 해상 운동체

에 적용하면 진행축으로 운동하는 해상 운동체의 측면축으로 

측정된 속도는 운동체가 물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인 속도는 0에 

가깝고 물과 같이 움직인 속도만이 항법장치에서 측정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어 측면 속도는 대부분 해조류의 속도로 판단

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체에 NHC를 사용할 경우 EM-Log 하나

만으로 진행축과 측면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치  진행축항법장치속도  속도
측면축 항법장치속도

(7)

단일 모델 필터 기반 EM-Log 보정항법의 순서도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은 필터 초기화 후 보정필터 전파 및 측정치 행렬

이 갱신되고 유효성 판단을 통해 측정치가 유요한 경우 보정필

터를 갱신하고 유효하지 않을 경우 보정필터 갱신 없이 이전에 

유요한 값을 이용해 순수항법을 보정한다. 

그림 3. 단일 모델  기반 EM-Log 보정항법 순서도

Fig. 3. Diagram of EM-Log filter based on a single model

2-4 IMM기반 EM-Log 보정 필터

단일 모델 필터 기반 EM-Log 보정항법은 특정한 하나의 해

조류 모델을 고려한다. 하지만 해조류의 정확한 모델을 알 수 

없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해조류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은 필터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조류의 불확실성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필터의 개수를 늘려 다양한 해조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IMM기반 EM-Log 보정항법 필터를 구

성하였다. IMM 필터는 기존에 air traffic control (ATC)등 

Target을 추정하는 기법에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5][6]. 

아래의 그림은 IMM기반 EM-Log 보정항법 필터 구성도를 나

타낸다. 기존 단일 필터 기반 보정항법과 다르게 필터의 개수가 

늘어났으며 Mixing과 Combination 과정이 추가되었다. 이 두 

과정을 통해 각 필터에서 계산된 확률을 통해 서로 다른 필터를 

적절히 혼합해 최종 출력으로 오차를 보상한다.

그림 4. IMM 모델 기반 EM-Log 보정항법 구성도

Fig. 4. EM-Log filter structure based on IM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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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터는 서로 다른 해조류 모델을 구성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한 해조류 모델을 선택해 필터를 계산한다. IMM필터

를 구성할 때 전이행렬과 모델 확률 초기 값 설정이 필요하다.





 


 

 

 





 






(7)

여기서 M은 전이행렬로 필터 모델 가 필터 모델 로 변환

될 확률을 나타내며, 는 각 필터 모델의 모델 확률을 나타낸

다. 초기 설정 후 필터는 모델 확률과 전이확률의 곱을 통해 혼

합 확률을 구한다.




 


 

 

 
 


 


 

  





(8)

위의 식을 통해 계산된 혼합 확률을 이용해 각 부 필터들의 

추정치와 공분산을 서로 혼합한다.




 

  





  

  
















(9)

혼합된 각 부 필터들은 일반 필터와 동일하게 각각 보정필터 

전화 및 시스템 행렬 갱신을 하고 각 필터의 우도비율

(Likelihood Ratio)을 계산한다.







 






 










      




 

 




 




 

 
 

(10)

계산된 우도비율을 이용해 초기에 설정된 모델 확률을 갱신

시켜준다. 







  
   




 

  




  

(11)

갱신된 모델 확률은 혼합된 각 부 필터들에 곱해져 하나의 

추정치와 공분산을 생성하고 생성된 추정치는 순수항법 오차

를 보상해준다.

그림 5. IMM 모델 기반 EM-Log 보정항법 구성도

Fig. 5. EM-Log filter structure based on IMM model


 

  


 


 

  












(11)

위에 설명된 계산 과정을 그림 5와 같이 순서도로 나타내었

다. 순서도에서 유효성 판단 부분에서 기존의 단일 모델 기반 

보정항법 필터와 동일하게 측정치가 유효한 경우 보정필터 갱

신, 우도 비율 계산, 모델 확률 갱신 그리고 최종 조합 과정을 수

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스템 행렬 갱신과 보정필터 전파만 

수행한 후 최종 출력은 기존에 유효했던 값으로 순수항법을 보

상한다.

2-5 EM-Log 보정 필터 유효성 판단 기능 설계

EM-Log 센서는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라 유도 기전력을 생

성하게 되며 생성된 기전력의 크기와 운동체의 이동 속도 사이

에는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운동체의 이동 속도를 계

산할 수 있다.  측정된 속도가 필터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적절

하지 않은 측정치가 필터에 사용되었을 경우 잘못된 추정치를 

계산하며 이는 곧 항법 오차로 야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실시한다.

Condition 1 Acceleration based validation

Condition 2 Attitude based validation

Condition 3 Residual based validation

Condition 4 Data repeatability based validation

표 1. 유효성 판단 조건

Table 1. Conditions for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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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condition

Sea current  = 2Hr,  = 0.5m/s

Random noise[m/s] 0.1 m/s

Num of Monte Carlo 32

Trajectory Square, S

Simulation time 16Hr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Conditions for validation

Square trajectory S trajectory

그림 6. M&S로 생성한 시뮬레이션 궤적

Fig. 6. Simulation trajectory provided by M&S

Ⅲ.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먼저 항법센서 모델링 M&S을 통해 사격형 궤적과 S자 궤적 

두 가지 궤적을 생성하였다. M&S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조

건은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위의 조건으로 생성한 시뮬레이

션 사각형 궤적과 S형 궤적 형태는 그림6과 같다. 

M&S를 통해 생성한 해조류는 표 2와 같이 1차 마코프 형태

의 해조류로 모델링 하였으며 해조류 방향은 북축 동축 모두 

45°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생성된 해조류는 아래 

그림과 같고 Vc_n과 Vc_e는 각각 북축 동축 방향의 해조류 크

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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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S로 생성된 기준 해조류 모델

Fig. 7. Reference Sea current model provided by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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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순수항법 대비 IMM 기반 보정항법 위도 경도 오차

Fig. 8. Latitude and longitude error for pure navigation 

and IMM based aided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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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순수항법 대비 보정항법 TRMS 오차

Fig. 9. TRMS error for pure navigation and aided 

navigation

Ⅳ. EM-Log 보정항법 필터 검증

EM-Log 보정항법 필터는 단일 모델 기반과 IMM 모델 기반 

보정항법 필터를 검증하였고 단일 모델 기반 필터는 해조류 모

델을 각각  7200,  0.25과  7200,  0.5로 설정하였고, 

IMM 모델 기반은 두 개의 해조류 모델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

림 8은 순수항법 대비 IMM 모델 기반 EM-Log 보정항법의 위

도 경도 오차를 나타낸다. 슐러주기를 가지는 순수항법과 달리 

보정항법은 슐러주기를 보이지 않으며 오차의 크기 또한 순수

항법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도 경도 오차

를 시간 제곱평균 제곱근 TRMS (time root mean square)로 구하

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시간 기준으로 순수항법의 

경우 0.66Nm이며 보정항법의 경우 0.35Nm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표는 IMM기반 EM-Log 보정항법이 추정한 해조류와 

M&S로 생성된 기존 해조류 모델의 오차를 RMS 구해 정리한 

값이다. 동축, 북축 해조류 RMS 오차가 0.1m/s 이내의 값을 가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MS Error

East sea current 0.056

North sea current 0.066

표 3. 사각형 궤적 해조류 RMS 오차

Table 3. RMS sea current error for square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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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순수항법 대비 IMM 기반 보정항법 위도 경도 오차

Fig. 10. Latitude and longitude error for pure navigation 

and IMM based aided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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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순수항법 대비 보정항법 TRMS 오차

Fig. 11. TRMS error for pure navigation and aided         

navigation

동일한 방법으로 S자 궤적에서 해조류 모델을 각각 

7200,  0.25과  7200,  0.5로 설정하여 EM-Log 보정항법 

필터를 검증하였다. 사각형 궤적과 유사하게 슐러주기가 줄어

들었으며 위도 경도 오차도 순수항법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각형 궤적과 비교했을 때 위도 경도, 경도 

오차는 조금 증가하였다. 

사각형 궤적과 유사하게 M&S에서 생성된 해조류와 

EM-Log 보정항법이 추정한 해조류의 RMS 오차는 동축, 북축 

모두 0.1m/s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궤

적별로 해조류 모델을 변경하여 성능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각 

필터별 모델 정리는 표 5로 정리하였다. 단일 모델과 IMM 기반 

필터 모델로 나눠졌으며 각 모델별로 해조류 모델의 파라미터

만 변경하였으며 IMM 필터 2,3번의 경우 필터의 개수와 해조

류 모델을 3,4개로 증가시켜 검증 수행하였다.  표 6,7은 각 궤

적별 필터의 TRMS 성능을 나타낸다. TRMS의 기준은 16Hr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순수항법 대비 성능 향상률도 계산하

였다. 

RMS Error

East sea current 0.068

North sea current 0.074

표 4. S형 궤적 해조류 RMS 오차

Table 4. RMS sea current error for S trajectory

Sea current model

Single model 1 : 7200,  : 0.25

Single model 2 : 7200,  : 0.5

IMM model 1 : 7200,  : 0.25, : 7200,  : 0.5

IMM model 2
: 7200,  : 0.25, : 7200,  : 0.5

: 7200, : 0.1

IMM model 3
: 7200,  : 0.25, : 7200,  : 0.5

: 7200,  : 0.1, : 7200,  : 0.3

표 5. 필터별 해조류 모델

Table 5. Seacurrent model for each filter

TRMS Error[16Hr]
Improvement rate 

compared to Pure

Pure navigation 0.66 -

Single model 1 0.48 27.3%

Single model 2 0.29 56.1%

IMM model 1 0.35 46.9%

IMM model 2 0.41 37.8%

IMM model 3 0.41 37.8%

표 6. 사각형 궤적 TRMS 오차

Table 6. TRMS error for square trajectory

TRMS Error[16Hr]
Improvement rate 

compared to Pure

Pure navigation 0.66 -

Single model 1 0.43 34.8%

Single model 2 0.31 53.0%

IMM model 1 0.34 48.5%

IMM model 2 0.37 43.9%

IMM model 3 0.38 42.4%

표 7. S형 궤적 TRMS 오차

Table 7. TRMS error for S trajectory

표 6,7에서 정리된 결과와 같이 두 궤적 모두 단일 모델을 사

용했을 때 해조류 모델이 동일한 모델은 순수항법 대비 향상률

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조류 모델이 다른 경우 향상률은 상대

적으로 적게 증가했다. 이는 필터 성능에 정확한 해조류 모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IMM 필터 1번의 경우 해조류 

모델이 정확한 단일 필터만큼의 항샹률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비슷한 향상률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해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해조류 모델을 단일 필터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게 2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IMM 필터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필터 3, 4개를 늘렸을 경우는 필터 2개를 사용했을 

때 보다 성능이 향상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성능 향상률

이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보통 IMM 필터의 경우 

확연히 다른 두 모델을 사용하나 본 논문에 사용된 IMM의 경

우는 다른 해조류 모델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필터간 

모델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필터 모델 개수의 증가가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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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일반적으로 관성항법장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오차

가 발생하게 되어 항법 성능이 저하된다. 누적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외부 센서를 이용하여 항법 오차를 보정해주며 일반적

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GPS가 활용된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GPS의 정보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

에 해상에서 관성항법장치를 보정할 수 있는 외부 정보가  필요

하며 본 논문에서는 대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EM-Log 센서

를 이용한 보정항법 필터를 설계하였다. EM-Log 센서는 패러

데이의 법칙에 따라 유도 기전력을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기전

력의 크기와 항체의 이동 속도 사이에는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항체의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성항법

장치에 비해 성능이 낮은 보조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항

법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감속, 회전, 측정치 잔차, 

센서 BIT와 같은 정보를 이용한 유효성 판단 또한 성능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EM-Log 보정항법은 센서에서 측정되는 

속도를 이용하여 속도 보정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센서에

서 측정되는 속도는 해조류의 속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

조류 모델을 설계하여 해조류 추정 기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해조류는 1차 Markov 모델로 모델링을 하며 모델의 시상수 

및 잡은 표준 편차에 의해서 해조류의 모델의 크기가 결정된다. 

해상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해조류를 하나의 모델을 사용할 때 

해조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개 이상의 

해조류를 고려하는 IMM 기반 보정항법을 설계하였다. 단일 모

델 필터의 경우 해조류 모델이 정확한 경우 순수항법 대비 

56.1%, 53%의 성능 향상률을 보여줬으나 해조류 모델이 달라

졌을 경우 27.3%, 34.8% 정도의 성능 향상률이 있었다. 이처럼 

해조류의 모델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실제 바

다에서 해조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IMM 기반 모델의 보

정항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M 기반 모델의 보정항

법 필터의 개수를 3,4개로 늘렸을 경우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확연히 차이나는 필터 모델이 아

닌 해조류와 같이 유사한 모델의 필터 개수 증가했을 경우  필

터의 개수 증가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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