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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수신기를 이용한 실시간 GNSS 자세결정 시스템
설계 및 성능 평가

Design and Evaluation of Real-time GNSS Attitude Determination
Systems using Low Cost Receivers

채 정 근*․이 동 선*․강 인 숙**․박 찬 식†

(JeongGeun Chae․DongSun Lee․In-Suk Kang․Chansik Park)

Abstract - In this paper, the real-time attitude determination based Matlab using low-cost receivers was designed and 

evaluated. The GNSS attitude determin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operation in real-time by TimerCallback in 

MATLAB. The TTM(Transmission Time Misalignment) of U-blox receiver was confirmed through zero baseline tests 

and this problem was revised. The computed attitude by the high-cost NovAtel receiver was compared to the computed 

attitude by the low-cost U-blox receiver. As a result of this, the performance of attitude determination systems by 

low-cost receiver was confirmed. To determine baseline, LAMBDA and BC-LAMBDA for integer ambiguities search 

methods were used. To confirm suitable integer ambiguity search method in real-time attitude determination algorithm, 

determined baselines by two methods were compa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BC-LAMBDA is more suitable. As a 

result of this, the operation of real-time attitude determination system was confirmed using 3 low-cost rece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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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서는 항체의 치, 속도  

자세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세를 측정하는 표 인 

항법 시스템으로 성 항법 시스템이 있으며 성 센서를 

이용하여 항체의 가속도  각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하

여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 연속 인 항법 결과

를 제공하는 장 이 있으나, 성 센서들이 가지는 드리 트

(drift), 바이어스(bias) 등의 오차 요인으로 시간에 따라 오

차가 증가하는 단 을 가지며, 특히 항공기나 포신의 각도를 

측정하려는 고정  항법 결과를 요구하는 응용에서는 작은 

오차 값을 가지는 성 센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성 항법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하기 하

여 최근에 성 항법 시스템인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이용하여 치  속도뿐 아니라 정

한 자세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다[1,2]. GPS를 이용하여 

정 한 자세를 측정하기 해서는 항체에 2개 이상의 안테

나를 장착하여 정 한 반송  상 측정치를 획득한 후 이

로부터 안테나 사이의 기 선 벡터를 구해야 하며, 반송  

상 측정치가 포함하고 있는 미지정수를 우선 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자세결정에서는 실시간 고 신뢰도의 항법 요

구를 만족시키기 하여 특화된 미지정수 결정기법

[2,3,4,5,6,7,8,9]이 요구되며 이미 상용화된 제품도 소개되었

다[10]. 

LAMBDA(Least-squares AMBiguity Decorrelation 

Adjustment)[6,7,8] 기법은 표 인 미지정수 결정기법이며 

이미 많은 시스템에서 용되고 있다. LAMBDA 기법은 기

본 으로 정수의 조건을 갖는 정수 최소자승법 (ILS: 

Integer Least-Squares)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체계 인 

이론과 더불어 뛰어난 성능과 계산상의 이 을 갖고 있다. 

그러나 LAMBDA 기법은 측 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자세

결정에 용하기 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자세결정에서는 

두 안테나 사이의 거리 혹은 기 선 벡터의 길이를 이미 알

고 있으며, 그 길이가 항체의 움직임에 무 하게 일정하다는 

추가의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미지정수 검색의 성

공률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제약조건으로 활용

하는 BC-LAMBDA(Baseline Constrained LAMBDA) 기법

이 소개되었다[9]. BC-LAMBDA 기법은 기존의 LAMBDA

를 기반으로 구 되었으며 기존의 다른 미지정수 결정 기법

에 비하여 은 계산 량으로도 월등히 높은 검색 성공률을 

얻을 수 있으며 가의 단일 주 수 GPS 수신기로도 실시

간 자세 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세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의사거리로 코드 

 반송  상 측정치를 출력하고 동시에 성 치 계산

을 한 항법메시지도 출력하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이런 

원시 측정치를 제공하는 수신기는 많지 않으며 부분 고가

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시 측정치를 제공하는 가형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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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인 u-blox사의 LEA-6T [11]를 이용하여 삼차원 자세

결정시스템을 구 하는 자세한 과정을 나타내었다. MATLAB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3개의 LEA-6T 수신기로부터 원시 

측정치를 수신하고, BC-LAMBDA 기법을 용하여 미지정

수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자세를 구하는 과정을 설계하 다. 

특히 가 수신기 시계 오차로 발생하는 시계도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12]을 포함한 3차원 자세결정시스템의 구  

방법을 제시하 다. 구 된 시스템은 실제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GNSS를 이용한 

자세결정 기법과 표 인 미지정수 결정기법인 LAMBDA와 

BC-LAMBDA 기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우선 u-blox의 

LEA-6T 수신기를 이용한 3차원 자세결정시스템의 설계하

고 고성능 수신기인 NovAtel 사의 ProPak-V3 수신기와 

가형 수신기인 u-blox사의 LEA-6T에 용한 결과를 보인

다. 특히 가형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시계도약 상을 분

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구 된 자세결정

시스템을 이용한 실제 실험 결과와 성능 평가를 나타내고, 

마지막 5장에 결론을 나타내었다.

2. GNSS를 이용한 자세결정

2.1 기 선 벡터를 이용한 자세결정 기법

선형화된 GNSS 측정 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13].

                   (1)

여기서 ∈는 GNSS 측정치 벡터, 와 는 각각 차수

가 과 인 미지수, 는 측정 오차 벡터를 나타낸다. 실제

로 모든 GNSS 측정 식은 (1)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이  차분된 미지정수를, ∈는 기 선 벡터를 나타낸다. 

자세 결정의 경우 기 선의 길이가 짧고 항상 실시간 동  

모델을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 모델을 고려한다. 

()개의 성이 사용되는 경우 개의 이  차분된 미지

정수가 있으며, 반송  상과 코드 측정치를 동시에 사용하

면 측정치의 차수는 이 된다. 

정수의 제약을 갖는 GNSS 측정 식 (1)의 해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 어 구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미지

정수에서 정수의 제약조건인 ∈을 무시하고 일반 최소자

승법을 용하여 실수 역에서의 와 , 그리고 공분산 행

렬을 구한다. 해는 (2)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수해로 불린다.




 




,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수 역의 추정치 을 이용하여 

정수 역에서의 해 를 구한다. 이는 차의 실수 역에서 

차의 정수 역으로의 사상(mapping)   →으로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일단 미지정수가 결정되면 이를 이용하여 세 번째 단계에

서 실수해 를 보정한다. 최종 으로 구해진 보정해와 공분

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4)

  
    

항체에 부착된 두 개 이상의 안테나로부터 얻어진 GNSS 

측정치를 이용하면 항체의 정 한 자세를 구할 수 있다 [1]. 

식 (4)의 보정해는 ECEF(Earth Centred Earth Fixed) 좌표

계에서 표 된 벡터이며 좌표변환에 의하여 항법 좌표 계 

(본 논문에서는 ENU(East North Up) 좌표 계)에서의 벡터, 


로 변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항체는 강체(rigid body)이

므로 항법 좌표계에서의 벡터 
와 동체좌표에서 표 된 기

선 벡터를 비교함으로써 항체의 자세를 구할 수 있다. 동

체 좌표계에서의 기 선 벡터, 
는 안테나 설치 시에 정확

하게 측정해 둘 수 있다. 두 좌표계에서 표 된 기 선 벡

터의 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은 수직 축을 심으로 한 회  (요 혹은 방

각(heading)), 는 수평면에 한 회  (피치 혹은 앙각

(elevation)), 는 항체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축을 심으

로 한 회  (롤)을 각각 나타낸다. 좌표변환 행렬 


 은 ×행렬로 3개의 오일러각(Euler angles: ,

  )을 포함한다. 

식(5)를 이용하여 자세를 구하는 방법은 Wahba 방법

[14,15], 최소자승법[16,17]  직 법(direct method)[16]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 이 용이하고, 기 선이 하나일 경

우 2차원 자세 결정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기 선으로 3

차원 자세결정이 가능한 직 법을 사용하 다. 그림 1과 같

이 3개의 안테나 A, B, C가 항체에 부착된 경우, A를 기  

안테나로 두고 동체좌표계의 원 으로 정의한다. 안테나 A

에서 B로 향하는 기 선 방향을 축, 3개의 안테나가 존재

하는 평면과 수직 방향을 축이라 정의 한다. 축은 축

에 수직인 방향으로 정의한다. 

GNSS를 이용하여 구해진 (6)의 항법 좌표계에서의 기

선 벡터를 이용하면 요()와 피치()를 (7)과 (8)로 구할 수 

있다.


  

 
 

  , 
  

 
 

          (6)

 tan                   (7)

  tan                 (8)


를 요, 피치, 롤 순서로 회 하면 동체좌표계와 일치하

며 이 과정은 (9)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롤은 (10)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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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테나 배치와 동체좌표계

Fig. 1 Antenna placement and body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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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지정수 결정 기법

2.2.1 LAMBDA 기법[6,7,8]

실수해 로부터 정수 미지정수 를 구하는 방법에는 정

수 반올림(integer rounding), 정수 부트스트랩(integer 

bootstrapping)  정수 최소자승법(ILS)이 있으며, 미지정수

의 검색 성공 확률을 최 화하는 에서 정수 최소자승법

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LAMBDA 기법은 정수 최소자승법

의 효과 으로 구 으로 (1)의 GNSS 측정치에 하여 (11) 

최소화 문제의 해를 제공한다. 여기서 는 측정치의 공분

산 행렬이다.

min ∥∥ , ∈ , ∈         (10)

(10)의 정수 제한 ∈을 갖는 문제는 일반 인 최소자

승법으로 해를 구할 수 없으며 [6,7,8]에서 정수 최소자승법

으로 소개하고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정수 최소

자승법은 i) 실수 역에서 해를 구하고, ii) 검색을 통하여 

정수 역에서의 해를 구하고, iii) 구해진 정수해를 이용하

여 최종 치를 구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정수 최소자승법

은 LAMBDA 기법에서 체계 으로 정리, 구 되어있으며 

많은 참고 문헌들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6,7,8].

2.2.2 BC-LAMBDA 기법[9]

정확한 기 선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길이가 변하지 않

는다면 이 사실을 이용하여 자세결정의 성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기 선 길이의 제약조건 (11)로 나타낼 수 있다.

∥∥                          (11)

여기서∥·∥  · ·  , l은 이미 알고 있는 기 선의 

길이, I는 (3×3)의 항등 행렬(identity matrix)를 나타낸다. 

의 조건을 이용하여 기존의 ILS 문제가 자세 결정에서는 

식(12)를 최소화하는 정수 벡터 ∈와 기 선 벡터 ∈
를 찾는 문제가 된다.

min
∈ ∈ ∥∥  subject to ∥∥     (12)

(12)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min
∈ ∥∥ ∥∥

  with

 argmin
∈ ∥∥   ∥∥

 (13)

등식 제한을 갖는 정수 최소자승법 문제에는 기존의 정수 

최소자승법에∥∥
항이 추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등식 제한을 갖는 정수 최소자승법에서는 기존의 

∥∥ 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보정된 치해 가 알려

진 기 선 벡터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갖는 도형의 표면에 

가능한 한 가까이 존재해야 함을 나타낸다. 

등식 제한을 갖는 정수 최소자승법의 해는 일반 인 정수 

최소자승법과 마찬가지로 해석 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으

며 검색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9]에서 자세한 과정을 확

인할 수 있다.

3. GNSS 자세결정 시스템의 구

3.1 자세결정 시스템의 구

자세 결정 시스템은 3개의 GNSS 수신기와 1 의 PC로 

구성 되어있으며 수신기와 PC 사이에는 USB를 통한 직렬

통신으로 115200bps로 데이터가 송된다. PC에서는 

Matlab으로 자세결정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실시간 동작을 

하여 미지정수를 계산은 epoch-by-epoch 방식으로 매 

epoch 측정치를 독립 으로 처리하도록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그림2와 같이 기설정부(Initial 

Settings), 통신부, 데이터 처리부, 데이터 보정부, 항법  

자세결정부, 출력부로 나뉘며 순서 로 진행된다. 

TimerCallback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동안 이벤트를 발

생하고 미리 구 된 반복 인 로세스를 수행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로세서를 진행하면서도 지속 으로 그래 를 갱

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구 된 UI를 통해 실시간으

로 라미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설정부에서는 실시간 구 을 하여 미지정수 검색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타이머 주기를 설정하며 데이터보정부

의 막음각, 락타임 막음, CN0 막음과 미지정수 검색방법, 기

선과 각도 등을 설정한다. 설정이 완료되면 통신부에서는 

serial(), fopen(), fread() 함수를 이용하여 버퍼에 장되어 

있는 원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데이터 처리부에

서는 시리얼 통신  버 용량으로 인해 조각난 데이터를 

재배열하여 복원하며 성궤도력에 포함되어 있는 

TOW(Time Of Week)카운터를 사용하여 측정치를 동기화 

시킨다. 원시데이터가 정상 으로 동기화 되었다면 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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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vAtel ProPak-V3          (b) u-blox LEA-6T

그림 3 기 선 실험 결과 (TTM 보정 사용 않음)

Fig. 3 Zero baseline results(Not using TTM correction)

에서 양호한 신호들을 사용하기 해 CN0와 앙각(Elevatio 

angle), Locktime의 막음(Masking)과정을 거친다. 막음 과정

을 거친후 공통 성이 4개 이상일 경우 시계도약오차 

(TTM: Tranmition Time Misalignment)를 보정하며 보정방

법은 3.3장에 설명하 다. 항법  자세결정부는 기 국 A

수신기의 치를 치 결정방법을 통해 갱신하며 기

국 A수신기로부터 B수신기까지의 기 선과 C수신기까지의 

기 선을 검출한다. 검출된 기 선의 항법 좌표계를 동체좌

표계로 변환하여 자세를 계산한다. 2개의 GNSS 수신기를 

사용하면 방 각과 앙각의 2차원 자세를 구하고, 3개의 수신

기를 사용하면 롤까지 구할 수 있도록 자세결정 시스템을 

구성하 다. 출력부는 매 epoch마다 실시간으로 설정된 출

력형태로 출력되고 기 설정에 따른 형식으로 TCP/IP  

일 출력,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한다.

그림 2 구 된 자세결정 시스템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the attitude determination system

성능비교를 하여 GNSS 수신기를 고가의 NovAtel 

Propak-V3 수신기와 u-blox LEA-6T를 모두 사용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3.2 가형 수신기의 문제- 기 선 실험

가형 u-blox 수신기의 성능을 악하기 하여 기

선(Zero Baseline) 실험을 수행하 다. 결과 비교를 하여 

NovAtel 수신기도 동시에 기 선 실험을 수행하 다. 두 

수신기에 하여 NovAtel의 GPS-702-GG[18]가 사용되었고, 

GPS Source사의 S12[19]를 GPS 분배기(Splitter)로 사용하

다. 기 선 시험에서는 그림 2에서 데이터 보정부의 시

계오차를 보정하는 TTM Correction는 동작하지 않았다.

그림 3에 기 선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두 개의 NovAtel 수신기를 이용하여 PRN 4와 10번 성의 

장으로 나 어 사이클 단 의 이  차분된 반송  상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기 선 시험이므로 미지

정수만 남으며 그 값이 정수에 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3.(b)의 u-blox 수신기로 구한 측정치는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측정치로는 제 로 된 미지정수를 

구할 수 없으며 결과 으로 자세를 구할 수 없다. 일반 으

로 수신기시계 오차는 이 차분으로 제거된다. 그러나 이는 

두 수신기시계가 잘 동기된 경우에 가능하다. 가의 수신

기에서는 성능이 나쁜 발진기를 사용하므로 두 수신기 시계

가 정확하게 동기되지 않고 차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거되

지 않으면 측정치에 시계오차가 반 되어 나타난다.

3.3 시계도약 문제 - 원인 분석  보정

그림 3.(b)와 같이 기 선에 한 측정치가 발산하는 

것은 [12]에서 보고된 것과 같은 상으로 반송  측정치에 

포함된 수신기 시계오차가 서로 동기 되지 않고 그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두 수신기에서 구한 성 치

가 서로 달라져 발생한 상으로 가 수신기의 시계도약 

문제로 불린다. 그림 4에 두 수신기 A, B에서 성 i를 

측하는 경우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성시계 오차 

 , 류권 지연과 리층 지연의 합 은 같으나, 두 수신

기의 시계 오차는 와 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기

선 거리에 상 없이 수신기의 성능에만 향을 받는다.

그림 4 가형 수신기의 시계도약오차(TTM) 요인

Fig. 4 TTM cause of low-cost receivers

두 수신기에서의 의사거리 측정치 
 ,는 (14)로 

나타낼 수 있다. 


  

  
   


  




  

  
   


  

      (14)

여기서 
는 수신기 *에서 성 i로의 시선벡터, 

는 수

신기 *에서 계산된 성 치, 는 두 수신기 치, 
는 

미지정수, 
는 측정잡음을 나타낸다. 만약 두 수신기의 시

각이 동기가 맞는다면 같은 성 치를 계산하게 되고

(
 

 ), 이에 따라 시선벡터도 같아진다(
  

 ). 이 경

우 수신기간 차분된 측정치는 (15)가 된다. 


  

   
 

         (15)

여기서 ∙
  ∙

 ∙
 는 수신기 간 차분된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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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만약 두 수신기에서 같은 성을 다른 치로 인식

한다면(
 ≠

 ), 시선벡터도 달라져(
 ≠

 ) 수신기간 차

분이 (15)가 아닌 (16)으로 나타난다.



 

  
  

  
   

 


 (16)

(16)이 (15)와 같아지기 하여 (17)의 보정치를 계산하고 

이 값을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하여 사용한다. (17)

에서 은 기 의 치를 나타내며 코드측정치로 구한 

치 혹은 이  epoch에서 구한 치를 사용하면 된다.


  

  
  

  
            (17)








                 (18)

(17)과 (18)을 이용하여 그림 2에서 TTM Correction 부

를 구성하고 기 선 실험을 수행하면 시계도약 문제가 사

라진 그림 5의 결과를 얻는다. 그림에서 가의 수신기를 

사용해도 NovAtel 수신기와 유사한 정 도의 반송  상 

측정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정  자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5 기 선 실험 (TTM 보정 사용)

Fig. 5 Zero baseline results(Using TTM correction)

4. 실험  성능 평가

먼  고가의 수신기와 가의 수신기의 비교 실험을 통해 

가형 수신기를 이용한 자세결정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다. 구 된 자세결정 시스템으로 고가의 Novatel 수신기를 

이용하여 출력된 자세와 가의 U-blox 수신기를 이용하여 

출력된 자세를 비교하여 가형 수신기의 성능을 확인하

다. 한 BC-LAMBDA와 LAMBDA의 미지정수 결정 방법

에 따른 기 선 검출 성능을 비교하 다. 이 두 가지 실험

은 정지 상태에서 1개의 기 선으로 진행하 으며, 충북 학

교 E-10동 옥상에 1.4m 간격으로 두 개의 안테나를 고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 다.

한 3개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결정된 자세의 성능을 확

인하 다. 가형 GPS 수신기 3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고

가의 GPS 수신기의 성능과 등하게 동작함을 확인하 다.

4.1 GNSS 수신기에 따른 성능 비교

구 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BC-LAMBDA를 

사용하여 미지정수를 구하고, NovAtel 와 U-blox 각각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자세결정 실험을 진행하 다. 기 선 1

개로 실험을 진행하여 요와 피치가 출력된다. 그림 6은 고

가의 NovAtel 수신기를 사용하여 자세를 결정한 결과이며, 

그림 7은 가의 U-blox 수신기를 사용하여 자세결정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U-blox 수신기의 헤딩은 평균 36.02˚, 

표 편차 0.06˚이고 피치는 평균 –2.46˚, 표 편차 0.15˚로 

정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NovAtel 수신기의 헤딩 35.88˚과 

피치 –2.24˚ 와 비교하여 헤딩은 0.14˚ 피치는 0.22˚의 차이 

이내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 된 자세결정시스템에서 가의 U-Blox 수신기로 얻

은 자세는 고가의 NovAtel의 수신기로 얻은 자세와 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40 60 80 100 120 140

Heading [35.8823/0.13227]

 
20 40 60 80 100 120 140

Pitch [-2.245/0.17097]

그림 6 고가의 NovAtel수신기 자세 출력 

Fig. 6 Attitude output of expensive NovAtel receiver

20 40 60 80 100 120 140

Heading [36.0248/0.065713]

 
20 40 60 80 100 120 140

Pitch [-2.468/0.15982]

그림 7 가의 U-blox수신기 자세 출력

Fig. 7 Attitude output of low-cost U-blox

4.2 미지정수 결정기법에 따른 기 선 검출 성능 비교

구 된 시스템은 미지정수 결정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다. 실험은 U-blox 수신기를 이용하여 1개의 기 선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일반 으로 사용하는 미지정

수 검색방법인 LAMBDA와 기 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경

우 사용 가능한 BC-LAMBDA를 사용하여 기 선 검출 성

능을 비교하 다. 

그림 8은 미지정수 결정 방법에 따른 기 선 검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8(a)는 LAMBDA를 사용한 결과를 나타내었

고, 그림 8(b)는 BC LAMBDA의 결과다. 그림에서 가운데 

(0,0)에 치한 별 은 기  안테나의 치이고 그 외에 분

포되어 있는 들은 기 선 치이다. 약 3분동안 고정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기 선을 검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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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b)에서 기 선 제약이 있는 BC-LAMBDA를 사

용할 경우 실험 동안 기 선 1.4m 부근의 한 에 모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a)에서 LAMBDA를 사용할 경

우 기 선이 참값 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 선의 제약이 있는 경우 BC-LAMBDA를 

사용할 때 성능이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된다.

 

          (a) LAMBDA            (b) BC-LAMBDA

그림 8 기 선 검출 실험 결과

Fig. 8 Baseline detection results

4.3 가형 수신기를 이용한 3차원 자세 결정

앞의 두 실험을 통해 가형 U-blox 수신기를 사용했을 

경우 NovAtel 수신기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슷한 성능을 보

임과 기 선 길이를 알고 있을 때 BC-LAMBDA로 미지정

수를 결정할 경우 기 선이 더욱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신기는 가의 U-blox 수신기

를 사용하고, BC-LAMBDA를 이용하여 기 선을 검출하여 

자세를 측정하 다.

3개의 U-blox 가형 수신기 EVK-6T를 사용하여 2개의 

기 선을 만들었다. 그림 9(a)와 같이 차량 에 A, B, C 세 

개의 안테나를 설치했다. A는 두 기 선의 기 국이 되며 B

와 C는 각각 사용자 수신기가 되고 진행 방향은 그림9(a)에

서 표시한 방향과 같다. 실험은 2013년 10월 17일에 가시 

성 확보가 원활한 충청북도 청주에 치해 있는 문암 생

태 공원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 당시 가시 성 정보

는 그림 9(b)와 같다.

(a)실험 환경 (b) U-blox 수신기의 

가시 성 분포도

 

그림 9 자세결정 실험 환경  가시 성 분포도

Fig. 9 Attitude determination experiment environment and 

visible satellit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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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지정수 검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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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개의 기 선을 이용한 

자세결과

 

그림 10 2개의 기 선을 이용한 자세결정 결과

Fig. 10 Results of attitude determination using two baselines

실험 결과는 그림10과 같으며 AB 기 선의 평면오차는 

11mm이고, AC기 선의 평면 오차는 8mm로 1cm이내의 오

차로 결과가 정 함을 확인했다. 2개의 기 선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세는 그림10(b)에 나타내었다. 

롤, 피치, 요의 평균값은 각각 0.44°, -0.127°, 40.61° 이고, 

표 편차는 2.20°, 1.48°, 0.32°이며, 미지정수 검색시간은 평

균 9msec 최  250msec로 구 된 자세결정 시스템이 1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가형 수신기를 사용하여 GNSS 자세결정 

시스템을 MATLAB에서 설계하고 실시간 동작을 확인하

다. 가형 GPS 수신기의 반송  측정치 특성을 알아보기 

해 0m 기 선 실험을 했으며, 내부 시계 오차로 서로 다

른 두 수신기가 동일한 치에서 바라보는 성 치가 다른 

상을 확인하 다. 이 시계도약오차를 보정하고 가형 

GPS를 이용한 자세결정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동일한 환경에서 

고가형 NovAtel 수신기와 가형 U-blox수신기로 자세결정 

알고리즘을 용하 고, 자세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이 비슷함

을 확인하 다. 구 된 시스템에 합한 미지정수 결정 방법

을 알아보기 해 미지정수 결정 방법 따른 기 선 검출 실험

을 진행하 고, 기 선 길이의 제약을 두는 BC-LAMBDA가 

구 된 시스템에 합함을 확인 하 다. 가형 GPS 수신기 

3개를 사용하고 기 선은 BC-LAMBDA로 구하여 자세를 결

정하 을 경우 미지정수 검색시간은 평균 약 9msec가 소요되

었다. 구 된 시스템은 1  간격으로 측정치를 수신하므로 실

시간 동작 가능함을 확인했다. 

구 된 시스템은 GPS L1 측정치만으로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호에 제약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해 GPS L2, 

그리고 GALILEO, Beidou, GLONASS와 같은 다  GNSS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자세결정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한

다. 한 구 된 GPS 자세결정시스템과 INS의 통합 자세결

정 시스템으로 확장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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