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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센서를 사용한 발의 움직임 추정용 평활기

Foot Motion Estimation Smoother using Inertial Sensors

서 영 수*, 지 영 준
(Young Soo Suh1 and Youngjoon Chee1)

1University of Ulsan

Abstract: A foot motion is estimated using an inertial sensor unit, which is installed on a shoe. The inertial sensor unit 
consists of 3 axis accelerometer and 3 axis gyroscopes. Attitude and position of a foot are estimated using an inertial 
navigation algorithm. To increase estimation performance, a smoother is used, where the smoother employs a forward and 
backward filter structure. An indirect Kalman filter is used as a forward filter and backward filter. A new combining algorithm 
for the smoother is proposed to combine a forward indirect Kalman filter and a backward indirect Kalman filter. Through 
experiments, the estima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moother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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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행분석 시스템은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시스템

이다[1]. 걸음걸이를 분석함으로서 피관찰자의 상태 등을

분석하는 의료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보행분석 시스템으

로는 피관찰자의 몸에 마커를 부착하고, 마커를 카메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범용 모션 캡

처인 vicon 등이 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2]
에서는 저가형 비전시스템을 사용한 보행분석시스템이 제

안되었다. 비교적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의 측정이 가능하지

만, 측정가능한 범위가 비교적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행경로에 카메라 또는 랜드마크를 많이 설치함으로서 측

정가능 범위를 길게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시스템

이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관성센서를 신발에 부착하여, 발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발의 움직임을

자세추정 알고리즘 또는 관성항법 알고리즘 [3]을 사용하여

추정하는데, 보행경로에 특별한 장치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이 편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측정가능 범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관성센서 기반 시

스템에는 의료목적으로 발의 자세 및 위치를 추적하는 시

스템이 있다[4,5]. GPS 신호가 없는 실내 등에서 개인의 위

치를 추정하는 개인용 항법장치[6,7]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연구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성센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신발에 부착하여 발의 움직임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시

스템을 다룬다. 이미 [4-7]에서 관성항법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발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일

*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접수: 2011. 12. 13.,  수정: 2012. 3. 22.,  채택확정: 2012. 4. 3.
서영수, 지영준: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yssuh@ulsan.ac.kr/yjchee@ulsan.ac.kr)
※ 이 논문은 2011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반적인 소형의 관성센서로는 수초 이상의 시간동안 의미

있는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힘들다. 발에 관성센서를 설치

하면, 보행 시 발이 거의 주기적으로 발이 땅에 닿고 이 때

발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영이 된다. [4-7]의 알고리즘들은

이 영속도 구간(zero velocity interval)을 통해 주기적으로 위

치 및 자세 오차를 보정함으로서 수분 이상의 시간동안 위

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4-7]의 알고리즘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모두 Kalman filter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세 및 위치의 정밀도는 관성센서의 정밀도 및 관

성센서가 보정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

및 위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터 대신에 평활기

(smoother)를 사용한다[8]. 보행 시 발이 움직이는 부분은

두 개의 영속도 구간 (발에 땅에 닿아있는 구간) 사이에 항

상 있게 된다. 이 두 개의 영속도 구간을 각각 전방향 필터

(forward filter) 및 역방향 필터 (backward filter)의 시작점으

로 두고, 전방향 필터와 역방향 필터를 결합한 평활기를 사

용한다. [9]에서는 자세 추정을 위한 평활기가 제시되었고, 
[10]에서는 외부 위치 센서를 사용한 경우에 자세 및 위치

추정을 위한 평활기가 제시되었고, [11]에서는 자세 평활기

를 구한 후 다시 속도 평활기를 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속도 구간에서 속도가 영이고 발이 다시

땅에 닿는다는 가정 (즉, 축의 위치가 영속도구간에서 0이
됨) 아래 [10] 및 [11]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평활기를 제

안한다.

II. 시스템 구성

신발에 그림 1과 같이 관성센서 (XSens MTi)를 설치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항법 좌표계(navigation coordinate frame)
와 동체 좌표계(body coordinate frame)의 두 개의 좌표계가

사용된다. 항법 좌표계는 축이 중력가속도의 방향과 일치

하도록 설정된다. 발의 위치 및 속도는 항법 좌표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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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발에설치된관성센서.
Fig. 1. An inertial sensor unit installed on a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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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평활기의개요. 
Fig. 2. Overview of the proposed smoother .

된다. 동체 좌표계의 세 축은 관성센서의     세 축과

일치한다. 보행분석을 행하는 곳은 경사지지 않는 실내 또

는 평지로 가정하였다. 

III. 관성항법 알고리즘과 영속도 검출

항법 좌표계와 동체 좌표계 사이의 회전은 쿼터니언

∈ 으로 표시한다. 항법 좌표계에서 발의 위치 및 속도

를 각각  및 로 표시한다. 관성항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3]:

  




   ′
  

(1)

여기서 는 동체 좌표계에서 회전속도 벡터이고, ()는

항법좌표계(동체좌표계)에서 본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이고, 
는 쿼터니언 에 해당하는 회전행렬이다[12]. 행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1)에서  은 가속도계 , 자이로스코프  , 자

기센서 을 사용해서 구한다. 각 센서의 출력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 

 
  
 

(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은 지자기

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센서 노이즈   는 서로 비상

관(uncorrelated) 영평균 가우시안 백색 잡음이고, 각각의 공

분산 행렬은   으로 표시한다. 센서의 바이어스

등은 [13]의 방법으로 미리 보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보행

실험의 경우 실험이 길어야 수십초 정도임으로 이 기간 동

안의 바이어스의 변동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해도 큰 무리

가 없다.
저가형관성센서를 사용한 경우 식 (1)을 사용해 계산한

위치()는 오차가 10초 이내에 수십 m 이상으로 매우 크

게 된다[14]. 보행분석의 경우 발이 거의 주기적으로 지면

에 닿고, 이 때에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이용해 영속도 보

정을 행할 수 있다. 발의 속도의 직접적인 측정은 어렵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의 값이 작고, 가속도계 값의 변화가

작을 때 영속도라고 간접적으로 판별한다. 자세한 영속도

검출 알고리즘은 [11]에 주어져 있다.
한 스텝의 걸음은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영속도구간 사

이에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스텝의 걸음을 한 영속도

구간의 중간에서부터 다음 영속도구간의 중간까지로 정의

한다. 각 걸음에 대해서 전방향 및 역방향으로 자세, 속도, 
위치를 추정하고, 평활기를 사용하여 자세, 속도, 위치의 추

정값을 구한다. 그림 2에서 아래첨자 f, b, s는 각각 전방향

(forward direction), 역방향(backward direction), 평활기

(smoother)에 의한 추정값임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은 평활기에 의한 쿼터니언, 속도, 위치의 추정값

임을 나타낸다. 
전방향 추정의 초기 자세값은 이전 걸음스텝의 평활기의

최종값을 사용한다. 이전 걸음스텝이 없는 첫 번째 걸음의

경우에는 [15]의 TRIA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와 로부

터 구한다. TRIAD 알고리즘에서는 피치 (pitch)및 롤(roll) 
각도는 가속도계로부터 구하고, 요(yaw) 각도는 자기센서로

부터 구한다. 즉, 자기센서 값에 포함된 피치 및 롤 각도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서, 자기센서에 외란이 있더라도 피치

및 롤 각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방향 계산시 자세 쿼터니언의 추정값 는 (1)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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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식을 이산화해서 사용한다. 센서의 샘플링 주기가 

이고, 이산시스템의 시간 인덱스를 라고 할 때,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이 근사가 가능하다[11].

  

 


 




 














(3)

위 식의 계산에서 각속도 을 알 수 없음으로, 대신에

자이로스코프 출력 를 사용한다. 쿼터니언의 계산 후 놈

(norm)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한다. 전방향 추정의 속도 및

위치의 추정값 
은 적분의 사다리꼴 근사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
(4)

식 (3) 및 (4)의 관성센서값만을 이용해 한 걸음 동안의

자세, 속도 및 위치를 계산한 것이다. 관성센서의 잡음 및

수치적분에 의한 오차 등으로 인해, (3) 및 (4)의 계산값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관성항법 알고리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3) 및 (4)의 자

세, 속도 및 위치의 계산값은 걸음구간의 초기에는 정확하

나, 걸음구간의 마지막단계로 갈수록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오차값은 IV 장의 전방향 필터를 이용해 보정한

다. 
역방향 추정은 그림 2와 같이 걸음구간의 마지막단계에

서 초기단계로 시간을 역방향으로 가면서, 자세, 속도 및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세 및 위치의 오차

는 걸음구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초기단계로 감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V 장에서 전방향 및 역방향 추

정값을 결합하면 전체적인 오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역방향 추정의 초기 자세값 (역방향의 경우 초기자세값

이 최종값임)은 와 로부터 TRIAD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구한다. 속도 초기값은 0이고, 위치의 경우 축 값만 0
으로 설정한다. 위치의 경우 거의 평평한 바닥을 걷는다는

가정을 사용하였고, 신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의 축 위치

가 0으로 가정하였다. 역방향 추정의 경우 위치의  및 

축 값은 알 수 없음으로, 전방향 추정의 최종값을 사용하였

다 (IV 장의 전방향 필터를 사용한 후의 최종값). 식 (1)을
역방향으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5)

전방향 추정과 비슷하게 (5)의 근사식을 구하여 역방향

추정값을 구한다. 자세 쿼터니언 추정값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다. 

   




 




 














(6)

역방향 추정의 속도 및 위치의 추정값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7)

역방향 추정의 경우 관성센서값을 저장한 후에 계산해야

함으로, 실시간 계산은 할 수 없다. 

IV. 전방향 및 역방향 필터

이 장에서는 전방향 필터(forward filter)와 역방향 필터

(backward filter)를 사용하여 전방향 및 역방향 추정값에 포

함된 오차를 추정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관성센서 외에는

다른 센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으로 IV 장에서 계산된 자

세, 속도 및 위치값을 보정할 물리적인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걸음 단계의 영속도구간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구

간)에서는 속도가 0이라는 사실과 평지를 걷고 있다는 사

실 (즉, 영속도구간에서 축의 값이 0)을 가상의 측정값으

로 사용한다.

전방향 자세 쿼터니언 추정값에 포함된 오차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6].

⊗ (8)

여기서 ⊗는 쿼터니언 곱셈을 나타낸다. 오차가 작다는

가정아래, 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


 


 

 
 (9)

속도 및 위치의 오차   및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전방향 필터의 상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1)

전방향 필터의 상태는 식 (3),(4)에서 계산된 자세, 속도, 
위치 추정값에 포함된 오차를 나타낸다. 이 오차를 칼만필

터 (Kalman filter)를 이용해 추정한다. 
상태 의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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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벡터 ∈ 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시스템 (12)를 이산화 한 후, 이산칼만필터(를 전방향 필

터로 사용한다. 영속도 구간에서는 축 위치가 0이고 속도

가 0이라는 정보를 측정값처럼 사용한다. 즉, 측정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3)

식 (13)을 사용하여 영위치 및 영속도 보정을 한 후 자

기센서 의 값을 이용해 요(yaw) 각도의 보정을 행한다. 

자기센서 이 피치 및 롤 각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 각도 보정에만 사용되도록 [17,1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방정식은 상태 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4)

여기서 는 가상적인 잡음으로 공분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분산   및 는 각각 발이 땅에 닿아 있을 때, 축

위치 및 속도가 0이라는 가정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발이 땅에 닿았을

때의 축 위치가 항상 0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

다. 실제로는 축 위치가 항상 0이 아닐 수 있음으로 아주

작은 값의 을 사용한다. 도 마찬가지로 0 대신에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한다. 

전방향 필터에서 를 구하면, 이 값들을   

에 반영하고, 를 0으로 만든다. 전방향 필터의 오차공분

산 은 칼만필터로 보정하고 난 뒤의 자세, 속도 및 위

치 추정값 (  )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식 (13)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보정을 한 뒤의, 




값은 보정전과 비교해서 오차가 현저히 감소

한다. 위치의 최종값만이 필요한 기존의 개인용 항법관련

논문 [6,7]에서는 전방향필터만을 사용하였다. 보행분석의

경우에는 위치의 최종값과 함께 중간에 발이 어떻게 움직

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식 (13)의 측정보

정에서는 영속도구간 이전 (즉, 발이 움직이는 구간)의
  는 보정되지 않는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평활기가 필요하다.
역방향 필터의 상태 는 전방향 필터 상태 와 똑같

이 구성된다. 

 















∈ . (15)

역방향 필터의 상태는 식 (5),(7)에서 계산된 역방향 계산

값의 자세, 속도, 위치 추정값에 포함된 오차를 나타낸다. 
상태 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16)

역방향 필터로는 전방향 필터와 마찬가지로, 식 (16)을
이산화하고 이산칼만필터를 적용하였다. 측정치 와 측정

방정식은 전방향 필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7)

 











        
        
        
        



여기서 는 와 동일하게 정의되고, 도 와 동일하게

정의된다.

전방향 필터와 마찬가지로 역방향 필터에서 를 구하

면, 이 값들을   에 반영하고, 를 0으로 만든

다. 역방향 필터의 오차공분산 는 역방향 필터로 보정

하고 난 후의 추정값들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V
장에서 사용되는 평활기에는 전방향 필터의 오차공분산

과 역방향필터의 오차공분산 을 이용하여, 전방향

및 역방향 추정값을 결합한다.
전방향 필터와 역방향 필터를 사용한 와 의 추정

치를 각각 와
로 표시한다 (는 이산시간 인덱스를

나타냄). 역방향 필터에서 칼만필터의 표준적인 표시법과

같이 측정 업데이트를 하기 전의 추정값을 


 로 표시한

다. 측정 업데이트가 없을 때에는  


이다. 또한 측

정 업데이트 전의 역방향 필터의 오차공분산을 
 로 표

시한다.

V. 평활기

이 장에서는 평활기를 사용하여 전방향 추정치

(  )와 역방향 추정치(

 


 


)를 결합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값을 구한다(그림 3 참조). 기본적인 아이

디어는 전방향필터에서 전방향 추정치와 역방향 추정치의

차이를 가상측정값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영속도구간이 아

닌 경우에는 이 가상측정값만을 이용해 측정 업데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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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k-1

, 1 , 1 , 1ˆ ˆ ˆ, ,f k f k f kq r v- - - 계산

시간 k

, , ,ˆ ˆ ˆ, ,f k f k f kq r v 계산

영속도 구간이면 측정 업데이트

,ˆ f kx 를

, ,ˆ ,f k f kx P 계산

, , ,ˆ ˆ ˆ, ,f k f k f kq r v 에 반영 후 ,ˆ 0f kx =

, , ,ˆ ˆ ˆ, ,s k s k s kq r v 계산평활기에서

, , ,ˆ ˆ ˆ, ,b k b k b kq r v- - -
계산

시간 k+1

, 1 , 1 , 1ˆ ˆ ˆ, ,b k b k b kq r v+ + + 계산

,b kP-
및

그림 3. 전방향및역방향추정값과의결합. 
Fig. 3. Fusion of forward and backward estimation.

하고, 영속도구간에는 식 (13)과 이 가상측정값을 모두 이

용해 측정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전방향 추정치와 역방향 추정치를 이용하여 가상 측정값

를 유도한다. 가정에서 자세 쿼터니언은 다음 식을 만족

한다.

⊗ 

⊗ (18)

위 식에서 쿼터니언 의 벡터 부분 식만을 다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

(19) 

여기서  및
 은 각각 의 스칼라 부분과 벡터 부분

에 해당한다. (19)를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

(20)

다음은  와 

에 대한 식을 유도한다. 






  



 

(21)

마찬가지로  와 

에 대한 식을 유도한다. 



 




 
(22)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식 (20)-(22) 에서 다음 식이 주어진다.

  (23)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

전방향 필터에서 추정된 는 이미 , , 에

반영된 후  으로 되어 있다. 식 (23)에서 는 영평

균이고, 공분산이 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영

평균이고, 공분산이 
  인 확률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눈문에서는 식 (13)을 칼만필터의 측정식처럼 이용해 다

시 한번 를 추정한다. 영속도 구간일 때에는 식 (13)에

서 한 번 측정 업데이트를 행하고, (23)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측정 업데이트를 행하는 것과 같다. 영속도 구간이 아닐

때에는 (13)에 의한 업데이트는 없으므로, (23)만을 측정 업

데이트에 이용한다. 이 때 는 측정 잡음으로 취급된다. 

전방향 추정의  위치 추정값의 최종값을 역방향 추정값

의 위치 추정값의 초기치로 사용하여, 엄밀하게는 

와 와 비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측정 업데이트에서는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였다. 
식 (23)를 이용한 측정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24)

(24)에서 구한 를
  에 반영한 값이

  이다. 

VI. 실험

제안한 평활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두가지 실험

을 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화이트보드에 반경 0.36 m
의 반원을 그리고, 관성센서를 반원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
림 4에서 평활기에 의해서 추정된 궤적과 전방향 필터에

의해서 추정된 궤적이 표시되어 있다. 비교를 위해서 반경

0.36 m의 반원 (참값)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시작점의

초기 위치는 0이다 (즉,  ). 전방향필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또한 최종



476 서 영 수, 지 영 준

0 0.1 0.2 0.3 0.4 0.5 0.6 0.7 0.8
-0.2

-0.1

0

0.1

0.2

0.3

0.4

0.5

x position

z 
po

si
tio

n

 

 

estimated trajectory (smoother)
estimated trajectory (forward filter)
true trajectory

그림 4. 관성센서의반원궤적움직임. 
Fig. 4. Half circle trajectory movement of an inertial senso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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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성센서의반원궤적움직임.
Fig. 5. Half circle trajectory movement of an inertial sensor unit.

위치에서 오차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종 위치에서의 영속도 보정을 통해서 오차가 줄어 든 것

이다.
전방향 필터, 역방향 필터, 평활기의 비교를 위해 각각의

방법에 의한 축 위치 추정값을 그림 5에 표시하였다. 그
림 4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그래프의 축이 시간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5의 하단의 그림은 영속도구간 추정을 나타

내고 있다. 값이 1인 구간은 영속도 구간을 나타내고, 0인
구간은 영속도 구간이 아님을 나타낸다. 평활기의 추정값

이 거의 참값과 동일하다고 보면, 전방향 필터의 추정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역방

향 필터의 추정값은 2.7초에서 시간의 역방향으로 계산해

나가는데, 오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활기

를 사용함으로 전체적인 추정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발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는지 테

스트하기 위하여, 50 m의 직선 보행을 실시하였다. 그림 6
에서 제안한 평활기에 의한   축 위치 추정값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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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0 m 보행시위치추정값.
Fig. 6. Estimated position (50 m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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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0 m 보행시  위치추정값.
Fig. 7. Estimated    position (50 m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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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위치추정값 (55초에서 57초사이).
Fig. 8. Estimated position (between 55 and 57 seconds).

져 있다. 그림 7에서는   위치값을 평면에 표시하였다. 
그림 7에서 평면상에서 추정된 거리는 48.5 m로 50 m 보행

시 약 1.5 m (3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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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발의Euler 각도.
Fig. 9. Foot Euler angle.

그림 8에서는 그림 6의 위치 추정값을 자세히 보기 위하

여, 55초와 57초 사이의 값만을 따로 표시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전방향 필터와 역방향 필터에 의한 추정값도 같이

표시하였다. 55.4초에서 56.2초 사이가 발이 움직이는 구간

임을 알 수 있다. 55.4초 바로 이전과 56.2초 이후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영속도 구간이다.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

로, 전방향 필터의 오차는 시간이 지남 (55.4초에서 56.2초
로 감에 따라)에 따라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역방향 필

터도 시간이 56.2초에서 55.4초로 감에 따라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활기를 사용함으로 보다 정확한 발의

움직임의 추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발의 자세값을 Euler 각도로 표시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자세값은 쿼터니언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Euler 각도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이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발의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한 평활기를

제안하였다. 보행 시 발은 거의 주기적으로 땅에 닿고, 이
때 발의 속도가 0이 되고 이 구간을 영속도구간이라고 한

다. 발이 움직이는 구간은 두 개의 영속도 구간 사이에 존

재하게 된다. 전방향 필터는 앞 부분의 영속도 구간에서 시

작하여 자세, 속도, 위치를 추정하고, 역방향 필터에서는 뒷

부분의 영속도 구간에서 시작하여 자세, 속도, 위치를 추정

하였다. 평활기에서는 이 두 추정값을 결합하여 보다 정확

한 발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의료용 또는 스포츠 분석 등의 용도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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