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저가형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항법을 수행

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저가형 관성 센서를 이용한 

추측 항법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외부의 인프라 없이 구현이 가

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차가 빠르게 누적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보행 특성을 

이용한 보행자 추측 항법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는 보행자 추

측 항법의 두 분류 기법인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과 관성 항

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의 원리와 각 기법들의 기술 동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Ⅰ. 서 론

실외에서는 GPS 측정치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반면,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약해 사용자의 정확한 위

치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

치를 추정한다. 측정 방법에 따른 실내 사용자 위치 추정의 방

법들은 크게 다음의 네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현장 탐지 

(direct-sensing) 기반 기법, 삼각 측량(triangulation) 기반 

기법, 패턴 인식(pattern-recognition) 기반 기법, 그리고 추

측 항법(dead reckoning) 기반 기법이다[1]. 

현장 탐지 기반 위치 추정 기법은 주변 환경에 식별 장치

(identifiers)나 태그(tag)를 장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

는 방법이다. 대표적 방법은 전파 식별 리더기(RFID), 적외선

(IR), 초음파, 블루투스 비콘(beacon), 바코드이며 주된 단점으

로는 사용자가 추가적인 기기를 들고 다녀야 하거나 주변 환경

에 필요한 기기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2]-[6]. 

삼각 측량 기반 기법은 하나의 식별 장치를 사용하는 현장 탐

지 기반 기법과 달리 다중 식별 장치를 사용하고 삼각 측량을 

통해 위치를 추정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전파 식별 

리더기, 적외선, 초음파이며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최소한 3개 

이상의 식별 장치 정보가 필요하다. 현장 탐지 기반 기법과 삼

각 측량 기반 기법을 이용하여 위치 추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알고 있는 위치에 비콘을 설치

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 장착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방

법의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치 정확도가 달라지며 새

로운 환경에서 위치 추정을 할 경우 초기 장착 시간이 요구된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하나 이상의 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와 사전

에 수집한 센서 데이터 비교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

는 방법을 패턴 인식 기반 기법이라고 한다. 수집한 센서 데

이터의 경우에는 휴대폰의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기법, 무선 랜(WLAN) 신호나 관성 센서

를 이용하여 지도를 만드는 지문(fingerprinting) 기법이 대

표적이다. 이러한 패턴 인식 기반 기법들은 모델 학습(model 

training) 과정이 복잡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학습된 데이

터가 많아질수록 많은 저장 공간 및 계산량이 요구된다[8]. 

마지막으로 추측 항법 기반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센서만을 이

용하여 이전의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

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가속도 센서, 자이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휴대성이 뛰어난 반면 저가형 센서를 사용할 경

우, 오차가 빠르게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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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성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INS-ZUPT)과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SH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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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추측 항법을 기반으로 한 실

내 위치 추정 기법이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추측 항법(PDR, 

Pedestrian Dead Reckoning)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보행자 추측 항법은 크게 <그림 1>과 같이 관성 

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INS-ZUPT, Inertial Navigation 

System -Zero velocity UPdaTe)과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

(SHS, Step-and-Heading System)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이 두 기법들에 대한 설명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기법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에 대해 다루고, 3장에서는 관성 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은 크게 <그림 2>와 같이 걸음 검

출, 보폭 추정, 이동 방향 추정의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1. 걸음 검출 기법

걸음 검출 기법은 보행자가 이동을 할 때, 걸음이 주기적으

로 반복된다는 보행 특성을 이용하여 그 주기를 판별하는 기법

으로 보행자 추측 항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

며 검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 이동 거리 오차를 유발하

기 때문에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그림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대치 

검출 기법(peak detection), 영교차 검출 기법(zero-crossing 

detection), 일정 구간 검출 기법(flat zone detection), 그리고 

자기 상관 기법(auto correlation) 기법이 있다[9]. 최대치 검

출 기법은 주어진 구간에서 가속도계 신호의 최대 값을 검출하

는 방법으로 임계치를 기준으로 걸음을 검출한다[10]. 이 방법

은 관성 센서가 보행자의 신발에 부착되어있을 때 효과적으로 

걸음을 검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나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영교차 검출 기법은 가

속도 신호의 영점 교차 부분을 검출하는 것으로 알고리즘 구성

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점 근처 신호 떨림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속도의 기울기 변화가 없는 부분

을 검출하는 것을 일정 구간 검출 기법이라고 하며, 다리가 지

면에 닿아있는 구간을 검출하는 기법이기에 센서가 신발에 부

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1]. 자기 

상관 기법은 시간 영역에서 걸음 표본(template)을 이용하여 

걸음을 검출하는 기법이다[12]. 그 밖에도 주파수 분석을 이용

한 걸음의 주기적 특성을 이용해 걸음을 검출을 하는 방법이 있

다[13]. 자기 상관 기법과 주파수 분석 기법은 걸음 속도가 달라

지는 경우에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언급한 걸음 검출 기법들은 센서가 고정된 위치에 장착되어있

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 전화를 이용한 실내 

보행 항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동을 하면서 기기를 손에 들

고 걷기, 문자 보내기, 통화 하기, 바지 주머니에 기기를 넣고 

걷기, 기기를 가방에 넣고 걷기 등의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므

로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장착 위치 인식과 걸음 검출 알

고리즘을 결합한 알고리즘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9]. 

2. 보폭 추정 기법

보폭은 한 걸음에서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며, 보행자 추

측 항법에서는 보폭을 누적하여 보행자의 이동거리를 파악한

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폭 추정 요소는 사용자의 걸

음 주파수 (walking frequency)와 가속도 분산 (acceleration 

variance)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요소는 <그림 4>와 같이 보

폭과 선형 관계에 있어 식 (1)과 같이 선형식을 세워 보폭을 추

정할 수 있다.  

그림 2. 걸음-이동방향 결합기법(SHS) 구성요소

그림 3. 걸음 검출 기법

(①최대치 검출 기법, ②영교차 검출 기법, 

③일정구간 검출 기법 ④자기 상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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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Length f vα β γ= ⋅ + ⋅ +        (1)

관성 센서를 적분하여 보폭을 추정하면 오차가 누적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걸음 주파수와 분산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보폭 추정 

요소에 사용자의 키, 나이, 성별 등의 신체적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14], 보폭 추정 요소를 가지고 선형 기법이 아닌 

다른 상관 관계식을 구성하여 보폭을 추정하는 방법들도 있다

[10][15][16][17]. 또한 단순히 사용자의 동작들에 따라 고정된 

보폭 값을 사용하는 방법[18], 광학 흐름(Optical flow)[19], 동

작에 따른 적응 보폭 추정[20], 순환 최소 자승(recursive least 

square)를 사용하는 기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21]. 

3. 이동 방향 추정 기법 

저가형 자이로만을 이용하여 이동 방향을 추정하게 되면 큰 오

차가 발생하므로, 보행자 추측 항법에서는 지자기 센서를 이용

하여 이동 방향을 추정한다. 지자기 센서는 지구 자기장을 측정

하는 센서로 이동 방향을 계산할 수 있지만, 센서가 장기간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실

내에서 보행을 수행할 때, 지자기 센서는 주변 환경에 의한 강철 

(hard iron)과 연철(soft iron) 효과로 오차를 가지게 된다. 강철 

효과는 영구적인 자기장 외란을 생성하는 물체에 의해 발생하며 

그러한 물체는 자기장에 바이어스 오차로 영향을 준다. 연철 효

과는 강철 효과보다 복잡한 자기장 외란을 생성하는데 주로 강

자성체(ferromagnetic material)에 의해 발생하며 지구 자기장

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 

이러한 관성 센서 출력값과 지자기 센서 측정치를 사용하여 실

내에서 기기의 이동 방향 및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장 자체를 이용해서 사용자 

의 위치를 판별하는 지문 기법이다.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패

턴 인식 기반 기법으로 사전에 보행할 구간에 대한 지도를 생성

하는데, 실내의 여러 외란 요소들에 의해 각 위치마다 특징적

인 자기장 값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이 방법

의 경우 지도가 만들어진 구간에 대해 보행을 수행할 때 높은 위

치 정확도를 가지게 되지만, 사전에 해당 위치에 자기장 지도

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과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장 변

화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으면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

다[23]. 두 번째로는 다중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여 자기장 구배 

(gradient)와 속도 벡터를 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사

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센서의 교

정 (calibration)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자기 센서의 배치가 정확

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휴대폰과 같이 고정되지 않은 기기에

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24]. 세 번째는 지구 자

기장 값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위치에 대한 참 지구 자기

장 값 외에는 모두 외란으로 판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을 실내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외란 판별 방법이 매우 중요해지며 제대

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 큰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

다[25]. 마지막으로 준정적 구간(QSF, Quasi-Static magnetic 

Field) 검출을 통해 외란이 있는 환경에서도 자기장 측정치를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준정적 구간 아래에 있으면 자기장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준정적 구간이 제대로 확보되

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장 측정치를 정확히 사용할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26]. 그 밖에도 상용 스마트 기기 융합을 통한 이동 방

향 추정[27] 등 스마트 기기가 다양해지고 상용화 됨에 따라 기

기의 이동 방향 추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Ⅲ. 관성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

관성항법시스템에서는 관성 센서 신호를 적분하여 속도 및 자

세를 구하고, 속도를 적분하여 이동한 거리를 구하여 처음 있었

그림 4. 보폭과 (1)걸음 주파수 (2)가속도분산 관계 그림 5. (1)강철 (2)연철에 의한 자기장 변화[22]

(1) 걸음 주파수                            (2) 가속도분산 (1) 강철 효과 (적색)                         (2) 연철 효과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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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위치로부터의 상대 위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저가형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센서 오차에 의해 위치 

추정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센서 오차의 영향력

을 줄이기 위해서 센서 오차가 속도, 자세, 위치 등에 미치는 영

향을 필터를 이용하여 고려해 줄 수 있다. 이 때, 오차를 추정하

여 보상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나 속도 정보와 같은 측정치를 

필요로 한다. 관성 센서를 신발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신발이 지

면에 붙어있는 상황에서의 센서의 속도는 영임을 측정치로 활

용 할 수 있다. 관성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은 <그림 6>

과 같이 신발이 지면에 붙어있는 디딤기(stance phase)를 검출

하며 이때의 속도가 영이라는 가정을 확장칼만필터(extended 

Kalman filter)의 측정치로 활용하여 관성 항법에서 발생하는 

오차들을 추정한다. 

1. 디딤기 검출 기법 

신발에 장착한 관성 센서를 이용한 보행 항법 시스템에서는 

위치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속도 구간인 디딤기를 검

출해야 한다. 디딤기를 정확히 검출 하지 못하는 경우 필터가 

잘못된 측정치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정확한 걸음 검출은 정확한 위치 검출에 필수적이

다. 다양한 동작을 수행 할 경우에 영속도 구간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7]. 대표적으로 센서 신호의 

여러 값들이 기준 값보다 작은 지점을 영속도 구간으로 측정하

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가속도계 및 자이로 신호의 크기와 

분산의 크기에 따라 디딤기 판별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 <그림 7>과 같이 영속도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걸음의 종류 따라 기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의 걸음에서 정확히 검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28]. 하지만 일반적인 보행 상황에서는 이 방법으로 정확한 

걸음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각 걸음의 상태 사이의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최적의 걸음 상태를 구하고 이렇게 구한 걸음 상태에

서 영속도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29]. 이 방법은 걸음의 

주기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가지나 걸음의 방향

성 종류에 따라 걸음 상태 사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검출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

을 고려해주기 위해 기계 학습을 이용하는 알고리즘도 연구되

고 있다[30].

2. 확장칼만필터를 이용한 보행항법시스템

확장칼만필터를 이용하여 관성 항법의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먼저 필터의 상태변수(state)를 정해야 하며 주로 식 (2)와 

같이 자세, 자이로 바이어스, 속도, 가속도계 바이어스 오차들

을 상태변수로 구성한다. 

                                    (2)

필터가 실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위치 오차

를 상태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위치오차 추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하지만 속도오차가 측정치로 사용되는 경우, 위치오차는 가

관측(unobservable)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실제 환경을 정

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보행 항법 시스템에서 위치오차를 상태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위치 추정 성능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 (2)에서 위치오차는 제외되었다. 확장 칼만필터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모델과 측정치 모델을 필요로 하

그림 6. 영속도 보정을 활용한 관성항법시스템

그림 7. 일반 보행에서의 디딤기 검출[28]

20 | 정보와 통신

주제 | 저가형 관성 센서를 이용한 실내 보행자 위치 추정 알고리즘

정보와 통신 201704월 내지작업.indd   20 2017-04-19   오후 2:37:20



는데 저가형 관성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 (3), (4)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다.

                                                                  (3)

                                                                 

                 (4)

 

이 때 공정잡음(process noise)을 나타내는 Q값은 가속도계

와 자이로의 백색 잡음(white noise) 으로 설계하며 측정치 잡

음(measurement noise)를 나타내는 R값은 영속도 측정치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한다. 

3. 관성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의 한계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속도 보정을 이용한 보행항법시스템의 

경우 명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31]. 한계점을 가지게 되

는 원인에는 다양한 동작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디딤기 검

출, 발이 땅에 닿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영속도 구간이 없는 상

황,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빠르고 크게 변화하는 각속도 및 가속

도 등이 있다. 

먼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 값을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는 디딤기 검출이 어렵다. 일반

적인 보행과는 달리 계단을 오르내리기, 앉아서 걷기, 옆으로 걷

기 등의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성 센서에서의 신호 패턴

이 다르게 나타나며 실제로 지지 발이 움직이기도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디딤기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달리기를 수행하는 경우나 계단 오르내리기 상황에서는 신발

이 지면에 닿아 있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속도 가

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디딤기를 검출 

하더라도 영속도 가정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동작 상황에서 보행항법시스템

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충격 또한 관성항법시스템 

오차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관성 항법에 사용되는 센

서의 불충분한 대역폭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센서에 충격

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큰 가속도 및 각속도 변화

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법에서 사용되는 센서의 경우 

30~40Hz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이 발생할 때 실제로

는 100Hz이상의 주기가 빠른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센서에

서 실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측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적분하는 관성항법시스템에는 고려하지 못한 오차가 누적되어 

속도, 자세 및 위치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필터가 이를 고

려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유용한 보행항법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작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다[32]. 

IV. 결 론

본고에서는 저가형 관성 센서를 이용한 실내 보행자 추측 항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내 보행자 추측 항법은 크게 걸음-이

동방향 결합 기법과 관성 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으로 나

눌 수 있다. 우선 걸음-이동방향 결합 기법은 걸음 검출, 보폭 

추정, 이동 방향의 세 단계로 구성되고, 관성 항법-영속도 보정 

결합 기법은 걸음 검출 및 영속도를 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오차를 보정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함으로써 저가형 관성 

센서로는 구현할 수 없는 정확도를 보행자 항법에서는 구현 가

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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