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航空宇宙學會誌 405

論文 J.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43(5), 405-412(2015)

DOI:http://dx.doi.org/10.5139/JKSAS.2015.43.5.405

ISSN 1225-1348(print), 2287-6871(online)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탄도수정탄의 대기속도 추정

성재민*, 김병수

Airspeed Estimation of Course Correction Munitions

by Using Extended Kalman Filter

Jaemin Sung* and Byoung Soo Kim

ReCAPT and Dept. of Aerospace and System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represents a filter design to estimate the airspeed of a spin-stabilized,

trajectory-correctible artillery ammunition. Due to the limited power and space in

operational point of view, the airspeed sensor is not installed, and thus the airspeed need

to be estimated using limited sensor measurements. The only IMU measurements(three-axis

specific forces and angular rates) are used in this application. The extended Kalman filter

algorithm is applied since a linear filter can not cover the its wide operational range in

airspeed and altitu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KF, the state and measurement

equations are transformed into the no-roll frame for simple form of Jacobian matrix. The

simulation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filter under various

environment conditions of sensor noise and wind turbulence.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choice in filter design parameters, i.e. process error covariance matrices is analyzed on the

performance of the estimation of airspeed and angular rates.

초 록

본 논문은 회전안정성을 갖는 탄도수정탄의 대기속도 추정을 위한 필터 설계에 대하여 설

명한다. 대상 시스템은 운용상의 제약(공간, 파워)으로 인하여, 대기속도 측정을 위한 센서

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정된 센서를 이용한 대기속도 추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U(가속도계, 자이로)에서 측정하는 3축 가속도와 각속도 데이터만 이용하

여, 대기속도 추정을 위한 필터를 설계하였다. 대상 시스템의 경우, 넓은 속도, 고도의 운

용범위를 커버하기 위한 추정 필터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확장 칼만필터를 설계하

여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확장 칼만필터 설계를 위한 자코비안 행렬은

NRF(No-roll frame)에서의 간략화된 선형모델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센서 오

차와 바람 모델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검토하였다. 이때, 시뮬레이션은

설계한 대기속도와 각속도 모델 오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우의 프로세스

공분산 행렬 값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 Words : Course Correction Munitions(탄도수정탄), Air Speed Estimation(대기속도

추정), Extended Kalman Filter(확장 칼만필터)

†Received : January 20, 2015 Revised : March 7, 2015 Accepted : April 9, 2015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jm@gnu.ac.kr



406 성재민․김병수 韓國航空宇宙學會誌

I. 서 론

현대 지상전에서는 민간시설이나 주거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지대지, 공대지미사일 등과 같은 정

밀무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가전과 같은 전장 임무에서 값싸고 정밀한 무

기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탄도수정탄이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1-3]. 하지만 해당 기술은 일부 선

진국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관련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탄도수정탄의 경우 넓은 운용범위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모든 운용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고

전제어기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동압에 따른 게

인 스케쥴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탄도수

정탄의 경우 비행 중 센서를 작동하는 운용방식

으로 인해 초기 정렬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자세 정렬 후 관성센서 값의 적분을 통해 자세를

측정할 수 없으며, 피토관을 장착할 수 없으므로

바람속도를 직접 측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동압에 사용되는 대기속도를 획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만 사용

한 비행 중 대기속도 추정필터를 설계하고자 한

다. 실제 탄도수정탄의 경우 위치, 속도정보를 활

용하기 위하여 GPS를 사용 한다. GPS 정보는 자

세각과 각속도 예측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

속도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GPS만 이용한 대

기 속도 추정을 위한 기법이 연구되었지만 운용

상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

도와 각속도만 이용한다.

피토관을 사용하지 않고 대기속도를 추정하는

연구로는 단일 GPS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4][5]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GPS 정

보와 운동방정식을 결합하여 바람속도를 추정하

는 것으로, 비행 중 등속 수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유도 되므로 본 연구에서 대상

으로 하는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대기속도를 추정하는 또 다른 연구로서 다중 선

형 칼만필터를 이용한 MMF(Multiple Model

Filter) 연구[6]가 있다. 해당 연구는 비행체의 선

형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행조건에서의 대기

속도 추정필터를 설계하고, 이를 현재 비행상태

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다중모델 필터에

관한 내용이다. 다중 선형모델을 사용한 추정필

터와 관련해서는 MMF와 IMM(Interacting

Multiple Model) 방법[7]이 있다. 해당 기법들은

다양한 비행조건에 대하여 필터들을 설계하여 확

률적으로 가장 적합한 추정값을 사용하는 기법으

로, 필터 추정값을 상호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MMF기법과 추정값 계산 시 상호 간섭작용을 고

려하는 IMM 기법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두 기법 모두 비행 조건에 따라서 다수의 모델이

필요하므로 필터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확장 칼만필터는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하여

비선형모델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인공위성이나 비행체의 위치나 자세 추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8-10], 대기속도 추정을 위한 연

구에는 적용된 사례가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대기속도를 추정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6]에서는 GPS/INS 알고리즘을

통해 획득한 자세각과 각속도 정보를 사용하였다

면, 본 연구에서는 IMU센서(가속도, 각속도)를

직접 사용하여 필터를 설계한다. 특히 대상 시스

템과 같이 초기 발사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선형

모델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대기속도

추정필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확장 칼만필터 구

성에 필요한 자코비안(Jacobian) 행렬의 선형모델

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때 선형모델은 평

형점에서의 미소교란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아니

라, 탄도 상의 특정 속도에서의 미소교란에 대하

여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대상시스템 모델의 특징

에 대하여 설명하고, 3절에서는 대기속도 추정을

위한 확장 칼만필터 설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운용 및 바람

조건과 설계 파라미터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제

시한다. 최종적으로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대상 시스템 특징

일반적인 탄의 경우 회전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 이를 개량한

탄도수정탄의 경우 전체탄의 회전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빠르게 회전하는 탄체와 센서를 장

착하고 구동기를 이용한 조종력을 만들기 위해

비교적 느리게 회전하는 수정신관(노즈)으로 구

분 지을 수 있다. Fig. 1은 대상 시스템의 형상으

로 크게 탄체과 노즈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다.

탄체와 노즈는 베어링에 의해 롤 운동이 독립적

이며, 탄체에 부착된 롤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노

즈의 회전속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노즈는 두 쌍의 카나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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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uided dual-spin projectile system

한 쌍의 카나드는 1축 구동기를 이용하여 피치효

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며, 다른 1축 카나드

는 특정 붙임각을 가지고 부착되어 롤 모멘트를

만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즈의 회전에

의해서 수정신관의 조종력이 주기적으로 발생하

게 되며, 이는 탄체의 상태변수에 반영되어 나타

난다. 또한 회전하는 탄의 자이로 효과로 인하여

입력 방향과 응답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이

게 된다. 이로 인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NRF으

로 변환하더라도 주기함수로 나타나는 응답특성

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신관의 롤각은 정확히 안다

고 가정하고, 회전하지 않는 축(NRF: No-roll

frame)을 기준으로 대기속도 추정필터를 설계한

다. 동체축과 NRF의 관계는 식(1)과 같이 표현된

다. 여기서,  는 동체 Y, Z축의 가속도를 의

미하며, 상첨자 B는 동체축, NR는 NRF을 의미

한다. 롤각()는 롤각속도()와 초기 롤자세각

()로 구성된다. 이때 롤각속도는 2Hz로 일정하

며, 초기 롤자세각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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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7DOF 운동

방정식으로 구현된다. 이는 탄체와 노즈의 6DOF

운동방정식을 각각 정리하고, 탄체와 노즈의 구

속조건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롤 운동만 독립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보유 중

인 7DOF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하였

으며, 7DOF 운동방정식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

헌 [11]을 참고한다.

III. 대기속도 추정필터

3.1 확장 칼만필터 설계

확장 칼만필터를 적용한 대기속도 추정필터 설

계를 위해, 식(2)와 같이 대기속도(   )와 각속

도(  )를 상태변수로 하는 비선형 모델을 선정

한다. 또한 센서에서 얻을 수 있는 각속도와 가

속도(  )를 출력 모델로 구성한다. 이때, 프

로세스 오차와 측정 오차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다.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추정필터는 식(3)과

같이 시간에 대한 업데이트(Prediction)와 식(4)와

같이 측정에 의한 업데이트(Correction)으로 구분

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확장 칼만필터는 잘 알

려진 기법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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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상태방정식과 측정방정식

의 자코비안 행렬로서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3.2 자코비안 행렬

확장 칼만필터 설계를 위해 비선형 시스템의

자코비안 행렬을 구성해야 된다. 본 연구에서 구

성하는 필터와 같이 행렬의 크기가 큰 경우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실시간 연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기 위해 연속시간에서의 선형모델을

이용하여 구성하기로 한다.

탄도수정탄은 추력이 없고, 양력이 충분하지

않아, 비행 중 평형점(Equilibrium point)이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도 상의

특정 속도를 기준으로 구성된 선형모델을 사용한

다. 이때 구성된 선형모델은 받음각과 옆미끄럼

각이 작고, 짧은 직선비행에 있어서 중력은 무시

한다는 가정 하에 식(5)와 같이 정리된다. 선형모

델의 가정과 전개과정은 참고문헌 [1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각각 x축과 z축 그

리고 매그너스 힘에 관한 미계수이며,  

는 각각 피치축의 댐핑계수와 미계수를 의미한

다.    는 각각 밀도, 기준면적, 질량을,

 는 각각 y축과 x축 기존의 관성모멘트를

의미하며, 이때 상첨자는 노즈(n)와 탄체(s)를 의

미한다.  은 각각 노즈와 탄체의 롤 각속도

를 의미하며, 는 공력 계산 시 사용되는 기준

길이를 의미하며, 탄체의 지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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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탄의 무게중심과 탄체부의 무게중심까지

의 거리이다.








 




 




 








 




 




 











   



 








  

 





   

 








  

 


(5)

여기서, 탄체의 중량이 전체중량의 97% 이상으로

 값이 매우 작고, 속도의 제곱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매그너스 힘에 의한 각속도의 영향은 무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식(5)를 이용하여 식(6)과 같

이 간략화된 선형모델과 측정 방정식을 구성하였

다. 식(6)의 상태방정식과 측정방정식은 가관측성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초기자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관성센서 측정값을 사용

하여 비행 중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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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b)

식(6)의 선형모델()을 이용하여 식(7)과 같이

이산화된 상태방정식의 자코비안 행렬()을 구

성하였다. 여기서 는 이산시간 간격이며, 본

연구에서는 0.025초를 선정하였다.

≈∆ (7)

여기서, 각 행렬의 요소는 식(8)과 같다. 이때, 대

상 시스템은 대칭형상 이므로, 피치축과 요축의

공력계수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8)

일반적인 칼만필터의 성능은 공력계수의 정확성

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툴을

통해 획득한 공력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식(8)

에 의해 구성된 선형모델의 오차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IV. 시뮬레이션 분석

4.1 시뮬레이션 조건

4.1.1 센서 오차 및 공분산 행렬 선정

각 센서는 바이어스가 없는 가우시안 표준분포

를 갖는 백색잡음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센서

는 상용 MEMS 센서의 성능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은 노이즈의 분산을 갖도록 선정한다.

확장 칼만필터 설계를 위한 측정오차에 대한

공분산은 식(9)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프로세스

오차에 대한 공분산은 Table 2와 같이 4가지 케

이스를 설정하고 각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프

Acc. (mg) Gyro (deg/s)

1 10 1

Table 1. Noise properties of sensors

Case Covariance matrix, Q

1      

2      

3      

4      

Table 2. Process error covarianc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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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오차의 공분산은 Case 1을 기준으로 대

기속도 모델에 오차가 큰 경우, 그리고 각속도

모델의 오차가 큰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고 최종

적으로 Case 4의 값을 선정하였다.

  ×  (9)

4.1.2 운용조건

대상 시스템의 발사조건은 출구속도 924 m/s

와 발사각 45 deg이며, 이때 비행은 약 94초 동

안 이뤄진다. 대상 시스템은 지상에서 발사 후

특정 조건(시간, 고도 등) 이후에 센서를 작동하

고 유도제어기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점(42초) 이후 탄도 수정을 위해 조종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발사 후 40초부터 대기속도 추정

이 이뤄지도록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MIL-F-8785C에서 규정하는

Dryden wind turbulence 모델과 전단풍(Shear

wind)모델을 적용한다[14]. 이때, 지상 6 m에서의

바람은 15 m/s으로 선정하였다. 전단풍은 북풍(N)

과 동풍(E)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Fig. 2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바람모델의 예시로 동

풍이 부는 경우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추

정필터는 조종입력이 없는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조종입력에 대한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조종면이 2 Hz 주기로 10 deg 만큼

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Table 2에서 선정한 공분산 행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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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ime(sec)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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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0 20 40 60 80 100
-40

-20

0

time(sec)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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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 40 60 80 100
-5

0

5

time(sec)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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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ind model example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3~5와 같다. Fig. 3은 대

기속도 모델의 오차 공분산에 따른 수렴정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case 1과 case 2를 비교한 그림

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case 1의 경우 대기속도

가 수렴 후(55초) 오차는 ±2 m/s 수준으로 비교

적 작지만, 대기속도를 추정하는 속도가 느린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case 2와

같이 공분산 행렬을 선정하였으며, 그림에서 보

듯이 수렴 시 오차는 ±2 m/s 수준으로 유지하되

수렴속도 1초 이내로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공분산 값을 계속 증가시킬 경우 센서

오차에 대한 영향이 추정값에 크게 반영이 되어

의미 있는 추정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Figure 4는 각속도모델의 오차 공분산의 영향

을 보기 위하여 case 1과 case 3을 비교한 그림

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수렴된 오차는 ±5 deg/s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수렴속도가 case 3에서 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구성한 자코비

안 행렬에서 보듯이 각속도 성분이 대기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므로, 정밀한 값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case 4와 같

이 공분산 행렬을 선정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렴속도 1초

이내와 추종오차 ±2 m/s 범위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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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irspeed response of case 1 vs 2



410 성재민․김병수 韓國航空宇宙學會誌

Fig. 4. Angular velocity response of case 1 vs 3

Fig. 5. Airspeed response of case 1 vs 4

Figure 3~5는 대기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

므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

서 설계한 바람모델과 추정필터 결과를 비교하기

Fig. 6. Wind speed results with north wind

Fig. 7. Wind speed results with east wind

위해 식(10)과 같이 지면속도(  )와 대기속도

( )의 관계를 이용하여 바람속도( 
)를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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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ion results with deflection

     
  (10)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북풍은 진행방향으로 바

람이 부는 경우, 동풍은 측풍이 부는 경우를 나

타낸다. Fig. 6은 북풍이 부는 경우이며, 최종 설

계한 모델이 1초 이내의 수렴속도와 ±2 m/s 이

내의 오차 수준으로 바람을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동풍이 부는 경우로, 동일한

성능을 보이며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은 조종입력이 있는 경우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조종입력이 있는 경우가 추종결과의 진폭이 더

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종입력으로 인

해 탄의 가속도가 진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V. 결 론

본 논문은 탄도수정탄의 대기속도 추정을 위

한 필터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상

시스템의 경우 넓은 속도와 고도의 운용범위를

커버하기 위한 추정 필터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확장 칼만필터를 적용 하였다. 또한, 확장

칼만필터의 자코비안 행렬이 클 경우, 실시간으

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칼만필터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 방법이다. 이때 선형모델

은 탄도 상의 특정 속도에서 미소교란을 모델링

한 것이다.

구성된 추정필터는 센서와 바람 모델을 포함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검토하였다. 시

뮬레이션은 대기속도와 각속도 모델의 오차에 대

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오차 공분

산의 행렬을 네 가지 경우로 선정하여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측정수렴시간 1초 이내, 오차범위

±2 m/s 의 대기속도 추정필터의 성능을 확인하

였다. 또한 조종력이 고려된 경우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향후, 탄도수정탄의 대기속도 추정필터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장착위치에 따른 영

향, 수정신관의 롤 회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추정필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조종입력이나 공력모델 오차

로 인한 필터 모델의 불확실성을 극복 할 수 있

는 적응 추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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