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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와 기압계를 이용한 경사면에서의 보행 거리 추정 

Step Length Estimation on a Slope Using
Accelerometers and a Ba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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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relationship between step length and accelerometer output, step length can be estima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tep length estimation algorithm, which can be used both for the plane and the slope by compensating the slope 
angle. The slope angle is estimated using a barometer and the slope angle is compensated by observing how the slope affects 
the step length estimation.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using five adult man walking data, where the average length error 
is about 3% regardless of the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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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센서하드웨어 (b) 허리에부착된센서.
Fig. 1. (a) Sensor unit hardware (b) Sensor unit is attached on the 

waist.

I. 서론

보행거리의 측정은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는 보행시 소모되는 운동량을 추정하는 것이다[1-3]. 두
번째는 보행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개인용 항법장치의 일부

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보행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

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외에서는 GPS를 사용하여 보

행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4,5]. 단, 실내나 빌딩 숲 사이에

서는 정확한 보행거리 추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보행거리 추정을 위해서 관성센서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관성센서를 사용한 시스템의 장점은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부수적인 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성센서를 이용한 보행거리 추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성센서를

신발에 부착하고, 관성항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행거리

를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6-8]에서 관성항법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거리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방법은 고성능의 관성센서가 사용되어야 하고, 영속도

보정을 위해서 관성센서의 부착위치가 신발로 제한되는 단

점도 있다. 
관성센서를 이용한 또 다른 추정방법은 보행자의 운동모

델을 이용하여 보행거리를 추정하는 것이다. [9,10]에서는

가속도계를 허리에 부착하여 보행거리를 추정하였다. 한 걸

음의 길이와 가속도계의 값 사이의 관계식을 실험을 통해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거리를 추정하였다. [11]에서는 가속

도계를 발목에 부착하여 보행거리를 추정하였다. 유사한 방

법들이 [12,13]등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모두 한 걸음의 길이

와 가속도계의 값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여 보행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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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들은 [9-13] 전부 보행자가 평지를 걷고 있다

는 가정하에서 유도되었다. 보행자가 경사면을 걸을 때에는

추정된 보행거리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13]에서

는 보행거리의 추정오차가 평지에서는 5%인 반면, 경사면

에서 13%가 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각을 고려한 새로운 보행거리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기압계를

사용해 경사각을 추정하고, 경사각을 고려한 보행거리와 가

속도값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한다.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

경사면에서도 보행거리 추정오차가 악화되지 않는 보행거

리 추정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 산을 오르내리는 등 경사면에서의 보행을 하는 경우

가 많은데,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경사면에서도 정확

한 보행거리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II. 제안하는 시스템 및 평지에서 보행거리 추정

제안하는 시스템은 가속도계 (Freescale MMA 7260QT, 
100Hz 샘플링), 기압계 (MS5803-02BQ, 10Hz 샘플링)와 무

선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그림에서 보듯이, 센서는

허리에 부착한다. 센서의 출력은 무선모듈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된다. 보행거리는 컴퓨터에서 Matlab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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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행시에저역필터를거친  값.

Fig. 2. Low pass filtered  plot during walking.

하여 오프라인으로 추정하였다. 보행거리 추정알고리즘 개

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센서하드웨어를 작게 만들려는

특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 걸음의 길이를 가속도계의 값에서 간

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9-13]의 방법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

하다. II 장에서는 평지에서의 보행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사면의 경우는 III 장에서 논의한다.

세 축을 가지는 가속도계의 출력을 ∈ 로 표시하고, 

의 놈(norm)을 로 표시한다. 가속도계의 샘플링 주기

 는 0.01초이다. 에서 는 이산시간 인덱스를 나타내

는데, 연속시간   시점에서 샘플한 를 의미한다. 

가속도계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저역통과필터를 거친 의 값이

그림 2에 주어져 있다. 의 값이 1g를 지나는 지점을 검

출하고, 이를 통해 그림에서와 같이 한 걸음을 알 수 있다. 
인덱스 는 번째 걸음이 시작되는 이산시간 인덱스를 나

타낸다. 예를 들면, 번째 걸음은 의 시간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걸음 길이를 추정할 수 있는 파라메터로 본 논문에서

는  를 사용하였다.

  


   

∥∥
 

여기서 는 번째 걸음에서  값의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정의된 파라메터 는 그림 2에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한

다. 파라메터 와 한 걸음 길이 () 사이의 관계가 그림 3

에 주어져 있다(평지에서의 결과). 

 

그림 3. 파라메터 와걸음길이 ()사이의관계.

Fig. 3. Relationship between  and  .

그림 3에서 와 는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으

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한다.

  (1)

여기서 과 은 사람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파라메터이

다. 과 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별로 보정작업이 필요

하다. 보정작업에서는 한 걸음 길이를 실제로 측정할 필요

가 있는데, 걸음 길이의 측정에는 [14]에서의 방법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보정작업에서 과 을 구하면, 식 (1)을 이용해 걸음

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파라메터 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5명의 남자

의 몸무게와 신장은 표 1과 같다.
5명에 대해서 각각 과 을 구한 뒤, 평지에서 50m를

걸은 뒤, 식 (1)을 이용하여 걸은 거리를 추정하였다. 추정

된 결과가 표 2에 주어져 있다. 
평균 오차는 1.58%이고, 최대 오차는 3.6%이다. 이 결과

는 [9,11]에서 보고된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은 식 (1)이 아니고 (유사한 방법이

[9,11]에서 사용되고 있음),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경사면에

서의 보행거리 추정이다.  대신에 다른 파라메터를 한 걸

음 길이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max∥∥
와 의 관계 및 ∥∥

와 의 관

계가 주어져 있는데, 와 비슷하게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5명의몸무게와신장.
Table 1. Weight and heigh of five persons.

대상 몸무게(Kg) 신장(cm)
A 70 177
B 58 169
C 56 175
D 71 167
E 8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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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가지파라메터의선형관계오차값.
Table 3. Linear relationship error of three parameters.

직선방정식과 오차 절대값 평균

대상  max∥∥
∥∥

A 0.0114 0.0951 0.0141
B 0.0285 0.1117 0.0567
C 0.0074 0.2955 0.0373
D 0.0229 0.1852 0.0292
E 0.0175 0.0985 0.0316

평균 0.01754 0.1572 0.03378

표 2. 평지에서50m 보행실험.
Table 2. 50m walking experiments on the plane.

보행속도 대상 추정치(m) 오차(%)

느림

A 49.8 0.4
B 49.6 0.9
C 50.9 1.8
D 51.9 3.6
E 51.0 2.02

혼합

A 50.2 0.4
B 48.5 3
C 50.7 1.4
D 50.4 0.7
E 49.8 0.38

빠름

A 49.5 1
B 48.6 2.8
C 51.0 2
D 51.7 3.3
E 49.99 0.02

최대치 3.6(%)
평균 1.58(%)

그림 4. max∥∥
 (위) 및 ∥∥

(아래) 와한걸음길이

()와의관계.

Fig. 4. Relationship between max∥∥
 and   (top), 

∥∥
 and    (bottom). 

본 논문에서 를 사용한 이유는 가 max∥∥
와

∥∥
에 비해서 더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파라메터  , max∥∥
, ∥∥

와 의 관

계에 대한 선형관계(직선방정식)를 최소자승법으로 구하고, 
구한 직선방정식과 파라메터값과의 오차 절대값의 평균값

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가 직선방정식과 가장

작은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두 파라메터와 비교해서 보행거리와의 선형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I. 경사면에서의 보행거리 추정

식 (1)은 평지에서의 보행을 가정하고 유도되었는데, 이
관계식이 경사면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경
사각이 3o, 5.5o, 9o

인 경사면에서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 5에 주어져 있다. 
그림 5에서 경사면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경사각에 관계

없이 와 사이에 비슷한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사면을 내려가는 경우에는 경사각에 따라, 서로 다른 선

형관계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의 관찰에서, 식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min (2) 

여기서 는 경사각을 나타낸다. 
양의 값은 경사면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

은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식 (2)에서   

은 보행자에 의존하는 파라메터이다. min는 경사면

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0이 되어, 식 (1)과 동일하게 된다. 
경사면을 내려가는 경우, min항이 경사각에 의한

걸음 길이 오차를 보정하는데 사용된다.
식 (2)를 사용할 경우 보정작업이 식 (1)에 비해서 더 시

간이 걸리게 된다. 평지에서 뿐만 아니라, 경사면에서의 보

행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정작업을 간단하게 위해

서,  과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

저 5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평지와 경사면에서의 실험을 통

해서 각각   을 계산하였다. 다음에 5명에 대해서

 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림 6과 같이

과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 (2)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m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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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nd  사이의관계.

Fig. 6. Relationship between  and .

그림 7. 보행거리(), 고도차()와경사각( ).

Fig. 7. Walking distance(), height difference() and inclination 

angle().

그림 5. 파라메터 와한걸음길이 ()사이의관계 (경사면을

올라간경우와내려간경우).
Fig. 5. Relationship between  and   (walking up and walking 

down).

여기서 와 는 그림 5의 관계에서 유도된 상수이다. 식
(3)을 사용할 경우, 평지에서의 보행데이터 만을 사용해 보

정작업을 할 수 있어, 보정작업이 식 (2)와 비교해서 상당

히 간단해진다.
식 (2) 또는 (3)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사각 를 추정

할 필요가 있다. 경사면의 경사각이 일정하다는 가정아래

(그림 7 참조), 경사각은  sin  로 추정할 수 있

다(는 고도차이고, 는 보행거리임). 고도차 는 기압계

를 사용해 구하고, 보행거리는 식 (2) 또는 (3)을 사용하여

구한다. 고도차를 계산할 때, 고도는 다음의 식을 사용해

구하였다.

 







여기서 는 저역통과필터를 거친 기압계의 출력이다.

경사각의 변화가 완만하다는 가정아래, 경사각의 추정은

4 걸음마다 실시한다. 경사각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정작업

 - 실험을 통한 계산 (식(2) 사용 경우)

 - 실험을 통한 계산 (식(3) 사용 경우)

•번째 걸음

     

  기압계를 이용하여 고도  계산

   min   (식 (2)) 또는

   min   (식 (3))

  if ( mod(i,4) == 0 )
      

      

      sin


  end

경사각 추정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사각

5.5o
의 경사에서 테스트를 하였다. 그림 8에서 추정된 경사

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사각 추정 오차가 1o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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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사면을50m 걸어내려가는실험.
Table 6. 50m walking down on a slope.

보행

속도
대상

추정치(m) 오차(%)
(1) (2) (3) (1) (2) (3)

느림

A 57.3 50.63 51.44 14.6 1.26 2.88
B 54.49 51.2 50.61 8.98 2.4 1.22
C 57.8 49.59 48.95 15.6 0.82 2.1
D 56.54 51.74 52.74 13.08 3.48 5.48
E 57.1 51.4 51.87 14.2 2.8 3.74

혼합

A 56.99 50.69 52.2 13.98 1.38 4.4
B 55.07 51.49 51.29 10.14 2.98 2.58
C 54.85 47.37 46.8 9.7 5.26 6.4
D 55.93 51.5 52.33 11.86 3 4.66
E 56.85 51.86 52.27 13.7 3.72 4.54

빠름

A 56.33 50.75 51.95 12.66 1.5 3.9
B 53.9 50.35 49.86 7.8 0.7 0.28
C 54.9 47.5 47.85 9.8 5 4.3
D 55.83 51.73 52.36 11.66 3.46 4.72
E 55.7 51.43 51.78 11.4 2.86 3.56

최대치 15.6 5.26 6.4
평균 11.94 2.71 3.65

그림 8. 경사각() 추정 (위: 일정한경사각, 아래: 경사각변함). 
Fig. 8. Inclination angle estimation (top: constant inclination, 

bottom: different inclination).

IV. 실험결과 

표 1에 나타난 5명의 20대 남자를 대상으로 보행실험을

통해 보행거리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실험

을 하기 전에, 식 (2) 및 (3)에 필요한 파라메터   를

5명의 남자에 대해서 각각 구하였다. 구해진   ,

가 표 4에 주어져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5명이 경사각이 5.5o
인 경사면을 따

라 50m 걸어 올라갔다. 이 경우에는 식 (1) (경사고려 안

함), (2) (개인별 경사보정 파라메터 사용), (3) (개인별 경사

보정 파라메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사보정)의 세 가지 방법

이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식 (2) 및 (3)에서

min항이 0이 되어, 세 식이 모두 같아지기 때문이다.

경사면을 걸어 올라가는 경우, 특별한 경사각 보정이 없

어도 평균적인 보행 거리 오차가 3.51% 정도로 비교적 양

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선형근사파라메터 와 .

Table 4. Linear approximation parameters  and .

대상    

A 197 102 185 179.22
B 157 95 114 132.8
C 243 76 220 232.6
D 160 110 143 136.3
E 202 89 200 185.02

표 5. 경사면을50m 걸어올라가는실험.
Table 5. 50m walking up on a slope.

보행속도 대상 추정치(m) 오차(%)

느림

A 51.27 2.54
B 49.02 1.96
C 52.83 5.66
D 50.76 1.52
E 51.32 2.64

혼합

A 52.23 4.46
B 51.567 3.13
C 47.4 5.2
D 51.89 3.78
E 51.53 3.06

빠름

A 52.39 4.78
B 52.8 5.6
C 50.79 1.58
D 51.16 2.32
E 52.2 4.4

최대치 5.66
평균 3.51

두 번째 실험에서는 5명이 경사각이 5.5o
인 경사면을 따

라 50m를 걸어 내려갔다. 실험 1과 같은 길을 방향만 반대

로 걸었다. 식 (1), (2) 및 (3)을 이용한 보행거리 추정치가

표 6에 주어져 있다.
식 (1)을 사용한 보행거리 추정오차의 평균이 11.94%로, 

경사각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행거리 추정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식 (2)와 (3)의 경우, 식 (2)에 의한 보행거리 평균

오차가 2.71%로, 식 (3)에 의한 3.65%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식 (3)의 경우, 식 (2)보다 약간 부정확한 반면 개인

적인 경사보정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그림 9에서 표시된 127m 길이의 도

로를 걸었다 (P4지점에서 P1지점까지). 그림 9에서, P4-P3 



가속도계와 기압계를 이용한 경사면에서의 보행 거리 추정 339

표 8. P4 지점에서P1 지점까지의보행 (반복실험).
Table 8. Walking from P4 to P1 (repeated experiments).

보행

속도
대상

추정치(m) 오차(%)
(1) (2) (3) (1) (2) (3)

느림

A

135.8 127.4 126.1 6.9 0.3 0.7 
134.0 125.7 124.4 5.5 1.0 2.0 
133.6 125.2 123.9 5.2 1.4 2.4 
135.4 125.8 124.3 6.6 1.0 2.1 
135.4 125.6 124.1 6.6 1.1 2.3 

평균 6.2 1.0 1.9 

B

131.0 124.2 122.9 3.1 2.2 3.2 
131.7 124.9 123.7 3.7 1.6 2.6 
132.6 125.8 124.5 4.4 1.0 2.0 
133.2 126.5 125.3 4.9 0.4 1.4 
134.1 127.3 126.0 5.6 0.2 0.8 

평균 4.3 1.1 2.0 

빠름

A

137.6 129.6 128.4 8.3 2.1 1.1 
135.3 127.3 126.1 6.5 0.3 0.7 
135.0 127.1 125.9 6.3 0.1 0.9 
135.6 127.1 125.7 6.8 0.0 1.0 
134.1 125.8 124.6 5.6 0.9 1.9 

평균 6.7 0.7 1.1 

B

136.3 130.4 129.4 7.3 2.7 1.9 
131.7 125.5 124.4 3.7 1.2 2.1 
132.4 125.9 124.8 4.2 0.8 1.8 
134.2 128.0 126.9 5.7 0.8 0.1 
132.0 125.9 124.8 4.0 0.9 1.8 

평균 5.0 1.3 1.5 

그림 9. 실험을위한보행궤적.
Fig. 9. Experiment walking trajectory.

표 7. P4 지점에서P1 지점까지의보행.
Table 7. Walking from P4 to P1.

보행

속도
대상

추정치(m) 오차(%)
(1) (2) (3) (1) (2) (3)

느림

A 138.8 125.1 126.9 10.16 0.71 0.71
B 131.5 124.7 122.8 4.37 1.03 2.54
C 132.7 122.0 119.7 5.32 3.17 5.00
D 139.3 131.5 133.0 9.69 3.54 4.72
E 137.8 127.0 127.9 8.50 0.04 0.76

빠름

A 139.7 130.3 130.6 10.87 3.41 3.65
B 123.4 119.0 117.9 2.06 5.56 6.43
C 135.9 125.8 123.8 7.86 0.16 1.75
D 129.7 123.5 123.8 2.13 2.76 2.52
E 137.8 128.6 129.4 8.57 1.29 1.90

최대치 10.87 5.56 6.43
평균 6.95 2.71 3.00

및 P2-P1 구간은 평지이고, P3-P2 구간은 경사각이 6 ~ 8o
인

내리막 경사이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실험과 비슷하게 식 (2) 및

(3)을 사용한 보행거리 측정알고리즘의 오차가 평균 2~3%
로 비교적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2)와 (3)의
차이도 커지 않아, 파라메터 보정과정을 고려하면 식 (3)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 (1), 
(2), (3)의 거리추정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 A와 B
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림 9의 127m에 대해서 5번 더 실

험을 하였다. 실험결과가 표 8에 주어져 있다. 표 7의 결과

와 비슷하게 보행거리 추정의 정확성은 식 (2), (3), (1)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경사각을 고려한 보행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식 (2)를 사용한 첫 번째 알고리즘

은 경사면에서의 개인별 보정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지

만, 보다 정확한 거리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식 (3)을
사용한 두 번째 알고리즘은 평지에서 개인별 보정만으로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사면이 존재하는

127m의 보행 실험에서 경사각을 보정하지 않는 식 (1)의
경우에는 거리 추정 오차가 6.95%로 나타났다. 식 (2)와 (3)
의 경우 거리 추정 오차가 2.71% (식 (2))와 식 3.00% (식
(3))로 경사각을 잘 보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개인용 항법장치에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행거리와 함

께 경사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량 등을 계산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알고리즘

은 평지보행만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13]의 경우와 같이 경

사면에서 보행거리 추정오차가 10% 이상이나 커지는 단점

이 있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

한 보정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걸음의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도  및  등의 파라메터를 손쉽

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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