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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착륙 실험에 의한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터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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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Double-Differencing Position-Domain

Hatch Filter By a Landing Experi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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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pand the application area of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precision landing is

one of the most critical area to be solved.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cision landing system, many aspects need to be analyzed including the system

architecture, signal characteristics, atmospheric delay, communication delay, accuracy,

integrity, and availability. Among them, the signal characteristics analysis requires the

processing of measurements collected by real-flight experiments. This paper presents the

processing results of the real measurements collected by a flight and landing experiment. To

process and analyze the data, double differencing position-domain hatch filter is utilized.

Accuracy of the proposed filter is evaluated utilizing reference trajectory generated by

commercial software. Finally, by comparing with conventional range domain characteristics

of position domain filter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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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항법 기반 정밀 착륙 기술은 위성항법 기

술의 응용분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요소 기술에 해당된다. 정밀 착륙 기술의 개

발 및 검증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조, 신호특성,

대기 환경, 통신 지연, 정확도, 안정성, 그리고 가

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 개발이 수반되

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비행실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특히 실제 비행 실험을 통하여 수집

된 측정치를 활용한 신호특성분석 작업은 정밀

착륙 기술의 실제 환경에서의 평가, 검증 그리고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성항법 수신기가 항공기와 같이 다양한 동

적 환경에서 운용될 경우 의사거리와 누적위상측

정치를 활용한 위상평활화코드 기법은 정확도 향

상에 특히 효과가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반

면, 기존에 활용되어 오던 대표적인 위상평활화

코드 필터인 거리영역 Hatch 필터는 위성의 출

몰에 의하여 정확도의 빈번한 손실이 수반됨이

기존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다[1]. 이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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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거리영역 필터에 기반한 무결성 검증 시

스템은 몇 가지 관점에서 한계를 내포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무결성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안으로

서 기존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된 가정 및 제한

사항들을 최대한 해제하여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단계 무결성에 관련된 식별자들을

새로이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해석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무결성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무결

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검출기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검출기는 개별 신호와

조합된 신호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효율적인 검출기는 정상적인 상황과 비

정상적인 상황에 따라 신호의 확률적 분포가 대

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각 상황별 확률

적 분포를 특정 짓는 평균 및 공분산 정보가 정

확하게 산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검출 대상 신호의 확률적 분포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정기가 제공하는 추정치,

측정치 잉여값,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오차 공분산

정보가 활용된다. 따라서, 설정된 상태변수에 대

한 추정기의 정확한 추정 성능과 이와 더불어 산

출되는 공분산 정보의 일관성은 무결성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Fig. 1은 검출

기와 추정기가 결합된 개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 응용 분야 위성항법시스

템 활용의 무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단일차

분 기반 위치영역 위상평활화코드 필터[5]를 이

중차분 기반 위치영역 위상평활화코드 필터로 새

로이 확장 및 설계한다. 그리고 실제 비행 데이

터를 활용하여 착륙환경에서의 측정치 경향을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잘 알려진 상용 후처

리 소프트웨어(Grafnav)를 활용하여 기준 항적을

생성한 뒤 설계된 필터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Fig. 1 검출기와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터의 결합 개형[7]

2. 본 론

2.1 거리영역 Hatch 필터

거리영역 Hatch 필터는 의사거리를 누적위상

측정치로 평활화 하여 위치 추정치의 정확도에

미치는 오차의 영향을 완화 시켜주며, 현재

CAT-I을 만족시키기 위한 GBAS PDM(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Position Domain

monitor)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거리영역 Hatch 필터는 과

거의 l-번째 시점에서부터 현재의 시점으로 시전

달된 k 개의 투영 의사거리에 대하여 균등 가중

치 1/k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여기서

 
 : 단일 차분 의사거리 측정치

 
 : 단일 차분 누적위상 측정치

일반적으로 거리영역 Hatch 필터는 식 (1)에

의해 얻어진 다수의 채널별 압축 의사거리를 사

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위치 추정치를 얻게 된

다. 거리영역 Hatch 필터는 수신기 측정치의 다

양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정확한 운동모델에 의

한 위치 정확도의 악화를 방지하여준다[2]. 또한,

측지 및 항공 분야의 다양한 응용을 위하여 무

전리층(ionospheric-free), 발산방지(divergence-fre

e), 광로(widelane) 등 이중 주파수 측정치의 다

양한 조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8]-

[10].

2.2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터

효율적인 항법필터는 추정된 위치정보의 정확

성과 이에 대한 지표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대부분의 항법

필터는 위치 추정치와 더불어 추정오차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게

된다. 실제 발생한 항법오차에 대하여 필터가 계

산한 오차 공분산 행렬이 가지는 유효성은 항법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리영역 Hatch 필터의 경우 가시 위성의 조

합이 달라질 경우 위치정확도 및 오차공분산 정

보의 손실이 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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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필터성능의 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보

완(complementary) 필터[3] 와 위상연결(phase-c

onnected) 필터[4] 등 위치영역에서의 위상평활

화코드 필터가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다.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온 거리영역 위상평활화

코드 필터는 무결성 성능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그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위상평활화코드 필터 방식

은 대다수 Hatch가 제안한 거리영역 방식에 의

존하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위상평활화 필터의

구현에 일정한 시정수(일반적으로 100초)값을 사

용하고 있다. 또한, 무결성 검증과 고장검출에 활

용되는 오차 공분산 값은 신호 대비 잡음비와 신

호추적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알려진 함수관계를

활용하여 근사화 하고 있다.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오차 공분산 정보 생성

의 관점에서 기존의 위치영역 위상평활화코드 기

법들을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이 오차 공분산 정

보의 생성에 누적위상 측정 오차의 영향을 무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1 주파수만

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단일 주파수 수신기에서

의사거리 측정 오차에 비하여 그 위상 측정 오차

의 크기가 크게 작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사화에 근거하여 필터를 장기간 운용할 경우

실제에 비하여 낙관적인 오차 공분산 정보를 생

성할 위험성을 내포하며, 이는 현실적인 오차 공

분산 정보 및 추정치의 생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중 주파수 수신기에 의한 무 전리

층, 발산방지 또는 광로와 같은 위상 측정치 조

합을 활용할 경우 L1 단일 주파수에 의한 위상

측정치에 비하여 그 측정오차 각각 5.7배, 2.9배,

2.6배 만큼 증폭되며, 현실적인 오차 공분산 정보

의 생성을 위해서는 위상 측정 오차의 크기를 반

드시 고려해주어야 한다.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오차 공분산 정보의 생

성을 위하여 기존의 위상평활화 기법을 연장한

일부 연구 결과들이 이후 발표 되었다[1][5]. 이

들은 단일차분 측정치를 활용하여 기준 및 이동

수신기가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또는 이중 주파수

수신기를 활용한 경우 공분산 해석 (covariance

analysis)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영역 필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위치영역 필터의 설계를 기존의

단일차분 방식에서 이중차분 방식으로 개선하였

다. Fig. 2는 이중차분 GPS의 개형을 보여주고

있다. 차분기법은 위성간 차분과 수신기간 차분

으로 나뉜다. 이중차분 기법은 두 개의 차분 기

법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수신기간 단일차분

에 의해 전리층/대류층 지연오차, 위성시계오차

의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며, 위성간 단일차분

을 통해 수신기 시계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또

한, 단일차분 기법에 비하여 시계 특성에 기인하

는 오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전리층/대류권

지연에 따른 오차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점

을 가진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정밀 후처

리 위치결정 분야 및 네트워크 기반 RTK (Real-

Time Kinematic Positioning) 분야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위치영역 필터

를 기존의 단일차분 방식에서 이중차분 방식으로

변환할 경우 항체의 빠른 변화를 세밀하게 추정

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성의 출몰에 강건한 필터

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준국과 이동

수신기의 기선장(geodesic baseline)에 의하여 발

생하는 전리층 및 대류권 오차의 영향을 감소시

키는 장점을 가지게 되리라 예상된다.

Fig. 2 이중차분 GPS의 개형

2.3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터의

유도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터의 유도를 위해

이중차분 의사거리 및 누적위상 측정치를 다음

식 (2)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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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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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차분 의사거리 측정치

 
 : 이중차분 누적위상 측정치


 : 이중차분 의사거리 측정오차


 : 이중차분 누적위상 측정오차

  


: 단일차분 시선각 벡터

 : 기저선 벡터

  : 미지정수

식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중차분 측정치

는 공통오차 성분이 제거되어 이동국과 기준국

사이의 기저선 벡터, 시선각 벡터 그리고 측정오

차 성분만이 남게된다.

위치영역 Hatch 필터는 크게 초기화, 시전달

그리고 측정갱신으로 나뉜다. 초기화는 일반적으

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며, 초기 위치 추정치

 와 오차 공분산 행렬  은 다음 식 (3)과 같

다. 식 (3)에서 는 이중차분 의사거리 측정치

의 오차 공분산 행렬을 는 단일차분 시선각

벡터고 구성되는 관측행렬을 나타낸다.

     
 

    


 
 (3)

시전달 단계에서는 누적위상 측정치의 증분을

사용하여 전 단계에서 추정된 후 추정치  를

전 추정치  로 시전달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간접 측정치 이 사용되며, k+1시점에서의

전 추정치  와 전 추정 오차 공분산 행렬

 은 식 (5)와 같다.

   
    

  
    

 
       

 
 

   
   

    







   

 
   

 
   

  





  



(4)

측정 갱신 단계에서는 시전달 된 전 추정치

 를 후 추정치  로 갱신한다. 이를 위해 간접

측정치 가 사용되며, 이때 후 추정치와 오차

공분산 행렬  ,
 는 식 (5)과 같다.


 

  
  

 


  
 

   
 






(5)

식 (4)에서 는 누적위상 측정치의 측정 오차

공분산 행렬을, 식 (5)에서 와 는 각각 이중

차분 의사거리 측정치 벡터와 이득행렬을 나타낸

다.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터의 수행 절차는

식 (2)-(5)에 의해 Fig. 3과 같이 도시될 수 있으

며, 크게는 거리영역 처리 부분과 위치영역 처리

부분으로 나뉜다.

Fig. 3 위치영역 이중차분 Hatch 필터의
개략 구성도

위치영역 처리 부분으로부터 생성된 추정치와

오차 공분산 정보는 거리영역에서의 측정치와 결

합되어 잉여값을 생성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Fig.

1과 같이 검출기와 통합되는 형태를 가지게 된

다.

2.4 실험

설계된 위치영역 이중차분 Hatch 필터의 특성

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행 실험에 의하여

실제 착륙 데이터를 수집한 후 설계된 필터에 적

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반도 공역 위성항법 신호 분석을 위하여 수집

한 다수의 비행 데이터들 중에서 완도 부근 상공

부터 제주공항까지의 구간에 해당되는 일부 데이

터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비행 항적 및 이와 관

련된 좌표값들은 보안이 요구되는 관계로 지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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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시되는 분석 결과에 있어서 절대 위치와 연

관된 수치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Fig. 4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전체 항적을 보여준다. 기준국

은 제주공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중 기준국과의 최대 기선 거리는 약 100

km 이며, 제주공항 활주로의 시작점은 기준국으

로부터 약 1 km 정도 떨어져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소형 비행체와 공항에

는 각각 이중 주파수 노바텔 수신기가 설치되었

다. 두 수신기가 모두 이중 주파수 측정치 제공

이 가능하지만, 비행체에 단일 주파수 수신기가

설치된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데이터 처리에는

단일 주파수 L1 측정치만이 활용되었다. 설계된

필터는 성능 분석을 위하여 의사거리와 누적위상

측정치의 표준편차를 각각 1.0m와 0.01m로 설정

하여 활용하였다. 정밀한 정수해(integer soluatio

n)의 산출을 위해 이중차분 위치영역 Hatch 필

터로부터의 실수해(float solution)와 LAMBDA

기법[11]이 사용되었다.

Fig. 5는 실험기간 동안 각 시점(epoch)에 대

해 사용된 위성의 개수를 도시하며 여기에서 각

시점 사이의 간격은 1초에 해당된다. 실수해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위성의 개수는 평균 9개

정도로 위성 수신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밀 위치결정을 위한 미지정수는

데이터 처리를 시작한 뒤 약 220 초 지점에서 최

초 결정되었으며, 이는 Fig. 4에서 (a)지점에 해

당한다. Fig. 5를 통하여 단일 주파수를 활용하고

기선거리가 수십 km 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

적인 미지정수가 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지금부터는 위치해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특히

크게 요구되는 착륙구간 전후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Fig. 6은

실험 지역인 제주공항에서의 착륙 항적과 지상이

동 항적을 보여준다.

이동국 수신기가 비행체에 탑재되어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 응용 분야는 이동국 수신기가 고

정 설치되어 있어는 느리게 이동하는 측량/측지

응용 분야에 비하여 오차 특성 분석을 위한 기준

좌표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현재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상용 후처리 소프트웨어(Grafnav)를 사용하여 기

준 항적을 생성하였다.

Fig. 4 비행 데이터의 항적

Fig. 5 가시위성(유효위성)의 개수

Fig. 6 착륙 데이터의 기준 항적

Fig. 7-8은 착륙 전후 지점에서의 수직 및 수

평 기준 항적을 보여준다. Fig. 7-8에서 (a)구간은

착륙구간을 보여주며, (b)구간은 지상이동 구간

그리고 (c)구간은 정지구간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는 착륙 직전과 착륙 완료 후에 각각 해당되는

(a)구간과 (c)구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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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비행 데이터의 착륙 및 지상이동 궤
적 (수직)

Fig. 8 비행 데이터의 착륙 및 지상이동
항적 (수평)

Fig. 9 착륙구간 항적

Fig. 9는 구간 (a)의 수직영역 확대도이며, 상

용 소프트웨어의 정수해, 자체개발 알고리즘의

정수해/실수해를 도시한다. x축은 시점을 나타내

며, y축은 고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y축 보조선

의 간격은 20 cm에 해당한다. Fig. 9의 상단부터

각각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수해, 정수해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정수해를 나타낸다. 상용 소

프트웨어와 제안된 알고리즘의 정수해는 6mm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수

Fig. 10 정지구간 항적 (수평)

Fig. 11 정지구간 항적 (수직)

해는 기준 항적인 상용 소프트웨어의 정수해와

약 5cm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Fig. 10-11은 Fig. 8의 (c)구간을 확대하여 도시

한다. Fig. 10의 x, y축 보조선의 간격은 5cm에

해당하며, Fig. 11의 y축 보조선의 간격은 20cm

에 해당한다. Fig. 10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수해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정수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

수해는 정수해에 대하여 약 20cm 정도의 반경

이내에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직 영역에서의 결과인 Fig. 11의 경우, 제안

한 알고리즘의 실수해가 기준항적과 약 50cm 정

도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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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착륙 전후 위치영역 필터와 거리영
역 필터의 결과 비교

마지막으로, 제안된 위치영역 필터와 기존의

거리영역 필터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착륙 구간을 전후한 일부 데이터 구간만을

다시 처리하였다.

Fig. 12 는 착륙 전후의 위치영역 필터와 거

리영역 필터의 결과를 도시한다. Fig. 12에서 위

치영역 필터의 실수해와 L1 정수해는 거의 일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거리영역 필터의

실수해는 L1 정수해와 최대 1m 정도 차이를 보

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거리영역 필터의 경

우 일정 시점에서 필터의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13-14

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Fig. 13은 착륙 구간에서 유효위성의 개수를

보여 주며, Fig. 14는 고도 방향의 추정 오차 공

분산을 표준편차로 변환하여 도시한다. Fig. 13에

서 유효위성의 개수는 검출기의 검출결과에 따라

또는 위성의 유무에 따라 연속해서 변화한다. 이

러한 유효위성의 개수 변화에 따라 일부 채널에

서 필터가 추정한 오차 공분산 정보의 소실 또는

초기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각 채널

의 영향이 위치영역에서의 오차 공분산 정보에

투영되게 된다. 필터의 위치 추정 결과는 오차

공분산 정보에 기반하며, 이러한 오차 공분산 정

보의 소실은 Fig. 12에서와 같이 위치정보의 불

연속성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 응용 분야 무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단일차분 위치영역 필터를 이중차

Fig. 13 착륙 전후 가시위성(유효위성)의
개수

Fig. 14 착륙 전후 위치영역 필터와 거리
영역 필터의 고도축 추정 오차 공
분산

분 위치영역 필터로 새로이 확장 설계한 후 실재

비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착륙환경에서의 위성 가

시성과 수평 및 수직 위치해의 분포를 살펴 보았

으며, 제안된 필터의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단일 주파수 측정치만을 활용한 실제 착륙 데

이터에 대하여 제안된 이중차분 위치영역 필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정수해는 현재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상용 소프트웨어(Grafnav)와 유사한 정확

도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미지정수의

결정은 필터의 추정치 및 오차 공분산 정보에 기

반한다. 초기 미지정수 결정이후 착륙시까지 안

정적으로 미지정수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필터의 추정 성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제안된 이중차분 위치영역 필터의 실수해 출

력의 경우, 착륙 직전까지 기준 항적에 대비하여

고도 오차 5 cm 이내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륙 이후 비행체가

지상에 정지한 구간에서는 수평 20 cm, 수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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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정확도가 감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추가 분석과 보강 연구가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반면, 거리영역 필터에 비하여 위치영역 필터는

매 시점 검출기의 선별 혹은 실질적인 가시위성

의 출몰에 수반되는 가용 측정치 개수의 변화에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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