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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

이 높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 항법 시스템(PNS, Personal Navigation 

System)이라 불리는데, 예로, 소방관이나 군인의 임무수행 중 위치 정보 

제공이나 쇼핑몰 내에서 고객들의 위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다. 

개인 항법 시스템 중 보행 항법 시스템(PDR, Pedestrian Dead 

Reckoning)은 관성 센서를 사용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신발에 관

성 센서를 부착한 보행 항법은 관성 항법을 기반으로 한다. 자이로와 가속

도계이 바이어스와 백색 잡음에 의해 발생하는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관성 항법은 영속도 보정(ZUPT, zero-velocity update)과 결합된다. 영속

도 보정은 보행자 신발의 속도가 접지기(stance phase)에서 0이라고 가정

한다. 바이어스와 백색 잡음으로 인한 오차는 ZUPT등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오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행 중 신발의 움직임은 다양한 주파수 성분으로 표현된다. 특히, 신발

이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이 발생하는 heel-strike에서는 자이로와 가속도

계 신호가 급격히 변하면서 고주파 성분이 포함될 것이다. 센서는 대역폭

과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결정된다. 대역폭 

또는 샘플링 주파수가 작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주파수 성분이 측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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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측정 정확도가 낮아지고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 

주기 동안 센서가 측정한 신호를 주파수 분석을 하고 측정 신호의 정확도

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주파수 범위를 제안한다. 다양한 대역폭과 샘플

링 주파수에 따라 보행 항법 시스템의 위치 추정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한 

주파수 범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주요어 : 개인 항법 시스템, 신발에 장착된 관성 센서를 사용한 보행 항

법, 주파수 분석, 대역폭, 샘플링 주파수 

 

학  번 : 2017-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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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기술 개발과 함께 위치 추정 기술의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특히, 

사람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은 군사 작전, 소방관의 임무 수행 및 일상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는 보행자 위치를 추정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GNSS를 이용한 위치 추정 기술은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경우 절대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외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다중 경로(Multipath) 상황이나 GNSS 신호가 끊어진 경우 보행자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실내는 GNSS 신호의 음영 구간 

이므로 이것만 사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GNSS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자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은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건물 내에 Wi-Fi 

또는 BLE (Bluetooth low energy)와 같은 신호 발생기를 설치하고 신호 

정보 및 강도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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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장치를 설치하고 무선 신호 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관성 센서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IMU을 사용한 보행 

항법 (Pedestrian dead reckoning, PDR) 시스템은 사전 정보없이 보행자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주목을 받고 있다. MEMS 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성 센서의 크기는 작아졌고 보행 항법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MEMS-IMU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행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21]. 

관성 센서를 이용한 PDR 시스템의 한 방법은 보폭과 이동 방향을 

누적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17-21]. 이 방법은 센서가 

주로 허리에 장착되거나 스마트폰과 같이 손에 휴대 되어 있을 때 

사용된다. 또 다른 방법은 관성 항법을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1-16]. 신발에 관성 센서를 부착한 보행 항법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관성 

항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센서의 측정 오차로 인해 관성 항법의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치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성 

항법은 접지기 (Stance phase)에서 ZUPT (zero-velocity update)와 결합 

된다. Foxlin은 stance phase에서 ZUPT를 통해 오차를 추정하고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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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확장 칼만 필터 (Extended Kalman filter, EKF)로 구성된 기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기법은 신발이 지면이 닿았을 때 속도가 0이라는 가정을 

사용한다. 유사한 접근법들을 ZUPT-aided INS 또는 INS-EKF-ZUPT 

(IEZ)로 알려져 있다. 신발에 관성 센서을 부착한 ZUPT-aided INS 

시스템은 보행자 위치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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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INS-EKF-ZUPT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행자 위치 추정 오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필터는 관성 항법의 오차가 가속도 및 각속도의 

바이어스, 백색 잡음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에 설계되었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들을 추정한다. 그러나 그 외의 센서 성능에 의해서도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23-24]. 보행 항법 시스템을 위해 관성 센서를 

설정할 때, 동작 범위 (Dynamic range)와 샘플링 주파수 (Sampling 

rate)가 고려된다. 보행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속도 및 각속도의 

최대 크기를 알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보다 큰 동작 범위를 가진 

센서를 사용한다. 또한 샘플링 주파수는 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샘플링 주파수가 클수록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측정 할 수 있지만 연산 장치의 처리 속도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성능 외에도 대역폭도 고려해야 한다. 보행자의 움직임을 신호로 

표현하면,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신호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센서 

대역폭은 주파수 영역에서 이러한 주파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며, 나이퀴스트 샘플링 정리 (Nyquist sampling theorem)에 의해 

대역폭의 최대 범위는 샘플링 주기의 절반이다. 그러나 일부 센서는 

샘플링 주기의 절반보다 작은 대역폭을 가진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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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측정 할 수 있고, 반대로 대역폭이 좁으면 그 대역폭 보다 큰 

주파수 성분을 측정 할 수 없다. 측정하지 못한 고주파 성분은 정보 

손실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행자 위치를 추정하는데 오차를 발생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관성 센서를 신발에 부착한 보행 항법 시스템에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최소 대역폭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걸음을 걷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한다.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FFT)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보행 동안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였고, 또한 보행 

주기에 의한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시간 푸리에 변환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보행 동작 시 관성 

센서가 측정하는 신발 움직임에 대한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정 정확도를 위하여 센서가 측정 해야할 주파수 성분 범위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주파수 범위를 기준으로 보행 항법 

시스템의 위치 추정 성능을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비교를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 논문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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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 항법 시스템 

2.1. 서론 

보행 항법 시스템 (Pedestrian dead reckoning, PDR)은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관성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보행자 위치정보 시스템 중 

하나이다. 3축 가속도계, 자이로 및 자력계를 포함하는 MEMS-IMU는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MEMS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비용, 경량화 및 소형화된 관성 센서를 생산되었다. 이런 특성들은 보행 

항법 시스템에 바람직한 특성이지만, MEMS-IMU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행 항법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보행 항법은 보행자의 위치가 걸음에 의해 이동 된다고 가정한 추측 

항법(dead reckoning)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행 항법은 걸음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부착된 센서의 위치에 따라 보행 

항법은 foot-mounted [1-16], waist-mounted [22,23], 그리고 handheld 

[17-21]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Handheld 형태의 보행 항법은 주로 

스마트 폰 기반일 때 사용된다. 이 기법에서는 보행자의 위치 추정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동작으로 인한 센서 자세 추정의 오차와 이를 보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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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동 인식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보행자의 속도나 행동 인식을 

고려한 스마트 폰 기반 보행 기반은 연구되고 있다. 보행 항법은 foot-

mounted IMU와 step and heading system (SHS)로 나눌 수 있는데, 

Harle의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정리하고 있다. 다른 유형과 달리 

foot-mounted IMU를 사용하는 보행 항법은 INS을 기반으로 하고 보행 중 

발의 특성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2.2. 적분 기반 보행 항법 

적분 기반 보행 항법은 관성 항법 구조를 사용하는 보행 항법이다. 

관성 항법은 센서의 3차원 궤적을 추정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이다. 

방향 및 위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 3축 가속도계와 자이로를 사용한다. 

보행자가 사용하는 관성 센서는 스트랩 다운 형태이며, 신발에 고정된 

강체 (rigid body)라 가정한다. 항법 좌표계(Navigation frame), sensor 

좌표계와 body 좌표계로 세가지 좌표계에 대해서 보행 항법 시스템의 

정의한다. 

로보틱스에서 센서의 자세는 센서 z축이 지구중심고정좌표계(ECEF)의 

수직 축과 일치하도록 제한한다. 그런 다음 추정 위치는 수직 가속도계 

신호에서 중력 가속도를 빼고 나머지 3축 가속도에 대해 이중 적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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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구해진다. 그러나 보행 항법에서 센서 좌표계가 축 정렬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 동안 지구중심고정좌표계에 대해서 계속 

회전한다. 따라서 자이로가 제공하는 각속도를 사용하여 센서의 회전을 

추정해야 한다. 이는 각 위치 업데이트에서 추가로 자세를 위한 적분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측정 오차는 센서 데이터 내에 존재하며, 이들의 3중 

적분은 잠재적으로 3차 드리프트(drift)를 초래한다. 항공, 해양 및 군대의 

관성 항법은 오차 요인을 매우 작게 유지하고 여러 시간 동안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센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관성 센서는 보행 

항법에서 사용하기에 부피가 크고 비싸기 때문에, 대신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센서를 사용한다. MEMS 센서는 작고 

이동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오차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MEMS 관성 

센서의 개방 루프 적분은 드리프트의 영향이 커지기 전인 1~2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스트랩다운 관성 항법 알고리즘은 연구되어 왔고, 드리프트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접근법은 보완 혹은 간접 형태의 확장 

칼만 필터 (extended Kalman filter, EKF)를 사용하여, 필터가 시스템의 

상태변수를 직접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의 상태변수를 추정한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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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및 자세 오차에 대 각 3차의 상태변수와 가속도 및 자이로 

바이어스(bias)를 모델링 하는 6차 상태변수가 있는 15차 상태변수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프로세스 구조는 그림 2.1에 나와있다. 

2.2.1. 스트랩다운 관성 항법 

순수 관성 항법(pure INS)는 항공 기체의 주요 항법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다. 관성 항법은 3축 자이로와 3축 가속도계로 구성된다. 자이로 및 

가속도계와 같은 관성 센서가 순수 관성 항법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한 

자료에서 설명되어 있다 [28-31]. 

 

 

그림 2.1. 스트랩다운 관성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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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다운 관성 항법(strap-down INS, SDINS)은 이동체의 위치, 속도 

및 자세와 같은 실시간 항법 해를 제공한다. 해는 관성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측정된 가속도 및 각속도와 고전역학(Newtonian 

classical mechanics)을 사용하여 풀어서 구할 수 있다. 

각속도 및 가속도 측정을 위해 자이로 및 가속도계를 이동체에 

부착한다. 지이로는 기준 좌표계를 계산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가속도계는 가속도에서 중력가속도 벡터를 뺀 비력(specific 

force)을 측정한다. 비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중력가속도 벡터를 직접 

모델링 해야 한다. 가속도계에 중력의 영향을 분리함으로써 이동체의 

가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SDINS는 가속을 두 번 

적분하면서 외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위치를 구한다. 

자세는 두 좌표계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세는 좌표 변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a ”상의 특정 벡터는 r 로 표현되고, 좌표계 

a 에서 b 로의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b b a
ar C 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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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aC 는 방향 코사인 행렬(direction cosine matrix, DCM)이며, 각 

요소는 좌표계 a 에서 관찰 된 좌표계 b 의 방향 벡터로 구성된다. 이 방향 

코사인 행렬은 자세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자세의 표현 방법으로 오일러 각(Euler anlge)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오일러 각은 3축의 오른손 회전 법칙으로 정의된다. 방향 

코사인 행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c c b
a abC C C                          (2.2) 

오일러 각의 이 관계를 사용하면, 항체(body)와 항법(navigation) 

좌표계 사이의 자세는 롤(roll,  ), 피치(pitch,  ), 그리고 요(yaw, )의 

DCM으로 표현된다. 

n
bC C C C                            (2.3) 

방향 코사인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n
bC 은 항체 좌표계에서 항법 

좌표계로의 회전 행렬을 의미한다. 롤, 피치, 요의 방향 코사인 행렬은 x축 

기준  만큼 회전, y축 기준  만큼 회전, z축 기준  만큼 회전을 각각 

나타낸다. 오일러 각은 식(2.4)을 사용하여 방향 코사인 행렬로 변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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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cos sin sin cos cos sin cos sin cos sin sin

cos sin sin sin sin cos sin cos sin cos sin cos

sin sin cos cos cos

n
bC

           

           

    

 
 
 
  

 

  



  (2.4) 

하지만, 오일러 각은 피치가 90도가 되면 특이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4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된 사원수(quaternion)은 특이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사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 1 2 3

T
q q q qq                        (2.5) 

사원수로 방향 코사인 행렬을 표현하면 식(2.6)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2 2 2
0 1 2 3 1 2 0 3 1 3 0 2

2 2 2 2
1 2 0 3 0 1 2 3 2 3 0 1

2 2 2 2
1 3 0 2 2 3 0 1 0 1 2 3

2( ) 2( )

2( ) 2( )

2( ) 2( )

n
b

q q q q q q q q q q q q

C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2.6) 

자세 업데이트 알고리즘은 각속도와 이전 시점에서 계산된 자세를 

사용하며, 잘 알려진 attitude kinematics equation을 따른다. Attitude 

kinematics는 각 자세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처음에는,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방향 코사인 행렬 업데이트를 수행 

할 수 있다. 

c c b
a abC C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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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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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nb y nb x

 

 

 

 
 
 
 
  



  



                 (2.8) 

여기서, b
nb 는 항법 좌표계에 대한 항체 좌표계의 회전율이며, 항체 

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이다. b
nb 는 b

ib 와 b
in 을 포함한다. 

( )b b b b b n n
ni n ie ennb ib ib C                        (2.9) 

b
ib 는 관성 좌표계에서 항체 좌표계의 회전율이며, 이는 자이로에서 

측정되는 각속도이다. n
ie 는 관성 좌표계에 대한 지구 좌표계의 회전율이며, 

지구의 자전속도 이다. 그리고 n
en 는 지구 좌표계에대한 항법 좌표계의 

회전율이며, transport rate라 한다. Transport rate는 항체의 속도 벡터와 

위치로 정의되고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 

0 0 0

tan
T

NE En
en

vv v L

R h R h R h


 
 
 

 


  
               (2.10) 

0R 는 지구 반지름, h는 항체의 고도, L는 위도이다. 

이러한 각속도를 사용하여, 방향 코사인 행렬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 코사인 행렬 업데이트에 의해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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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 방향 코사인 행렬은 정규 직교(orthonormal) 행렬 

이어야 하지만, 상미분 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을 

해결하여 행렬을 업데이트 한 후, ODE의 해는 직교행렬이 아니다. 따라서 

오일러 각 또는 사원수와 같이 더 작은 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항법 좌표계 내의 속도와 위치의 항법 결과는 항법 좌표계에 대한 항체 

좌표계상에서 측정된 가속도의 변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먼저, 지구중심고정좌표계(earth centered earth fixed, ECEF)상의 위치 

벡터 R은 

 n
ie

i e

dR dR
R

dt dt
                        (2.11) 

이다. 여기서 시간 미분의 첨자는 미분을 수행하는 좌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성 좌표계에 대한 가속도는 아래의 코리올리 방정식을 

미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 ( )

ni
ie

i ii

n n n n
in ie ie ie

i

dV dV dR

dt dtdt

dV
V R

dt



   

  

      

 ,i
i e

dR dR
where V V

dt dt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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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는 비력( bf )을 측정한다. bf 는 관성 좌표계의 가속도에서 

중력을 뺀 값이다. 

b i

i

dV
f g

dt
                           (2.13) 

중력과 코리올리 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local gravity vector, lg 을 

구성한다. 

( )n n
ie ielg g R                        (2.14) 

그러면, 가속 방정식은 식(2.12)로부터 유도된다. 

(2 )n n b n n n
ie enb lV C f V g                         (2.15) 

여기서 위 첨자는 각 벡터가 표현되는 좌표계를 나타내고, 

Tn
N E DV V VV     는 항법 좌표계에서의 속도 벡터이다. 

항법좌표계에서의 속도와 위치는 식(2.15)의 적분에 의해 계산 된다. 

2.2.2. 확장 칼만 필터 

이론적으로 칼만 필터는 백색 잡음(white noise)로 인해 왜곡되어 

측정되는 선형 동적 시스템의 순간 상태를 추정하는 선형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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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linear-quadratic problem)이다. 추정기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추정 

오차의 어떠한 2차 함수와 관련해서도 최적이다. 

전형적인 칼만 필터는 선형 시스템에 대한 선형 필터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선형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 필터로 추정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비선형 추정 

기술의 진보와 향상을 위한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몇몇 

비선형 추정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EKF)와 파티클 필터(particle fitler), 무향 

칼만 필터(unscented filter)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의 측정 신호는 비선형 

시스템이다. 보행 항법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모델은 쉽게 선형화 될 수 

있으며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절에서, 이산 시간 

dynamic과 이산 시간 측정치를 고려한 이산 시간 확장 칼만 필터가 

유도한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 모델을 가정한다. 

1 1 1( , )

( , )

~ (0, )

~ (0, )

k k k k

k k k k

k k

k k

x f x w

y h x v

w Q

v R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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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ˆ

k kx x  와 1 0kw   에 대해 상태방정식의 Taylor series 전개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1

1 1
1 1 1 1 1

ˆ ˆ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ˆ ˆ( ,0) ( )

ˆ ˆ( ,0) ( )

ˆ ˆ[ ( ,0) ]

k k

k k
k k k k k k

x x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f f
x f x x x w

x w

f x F x x L w

F x f x F x L w

F x w

 
 

  
    

 
      

 
       

  

 
   

 

   

   

 

      (2.17) 

1kF  와 1kL  는 위의 식에 의해 정의된다. 잡음 신호 kw 는 아래에 의해 

정의 된다. 

~ (0, )T
k k k kw L Q L                          (2.18) 

ˆ
k kx x 와 0kv  에 대해 측정치 식을 선형화 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ˆ ˆ

ˆ ˆ( ,0) ( )

ˆ ˆ( ,0) ( )

ˆ ˆ[ ( ,0) ]

k k

k k
k k k k k k

x x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h h
y h x x x v

x v

h x H x x M v

H x h x H x M v

H x z v

 

 

 

 

 
   

 

   

   

  

            (2.19) 

kH 와 kM 은 위 식에 의해 정의 된다. kz 와 잡음 kv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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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ˆ( ,0)

~ (0, )

k k k k k

T
k k k k

z h x H x

v M R M

  
                    (2.20) 

지금까지 시스템 모델과 측정치 모델이 선형화 되었다. 즉, 칼만 필터 

방정식을 사용하여 상태 변수를 추정 할 수 있다. 이는 이산 시간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한 다음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1 1 1 1 1 1

1

1 1 1

( )

ˆ ˆ( , ,0)

ˆ ˆ( ,0)

ˆ ˆ ˆ( )

ˆ ˆ( ( ,0)]

( )

T T
k k k k k k k

T T T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P F P F L Q L

K P H H P H M R M

x f x u

z h x H x

x x K y H x z

x K y h x

P I K H P

 
     

  

 
  

 

  

 

 

 

 



 

   

  

 

             (2.21) 

2.2.3. INS-EKF-ZUPT 

일반적으로 foot-mounted IMU를 사용하는 보행자 추측 항법 

시스템(PDR)은 확장 칼만 필터(EKF)가 있는 관성 항법 시스템(INS)을 

기반으로 한다. INS-EKF-ZUPT의 핵심 아이디어는 센서 바이어스와 백색 

잡음에 의해 누적된 INS의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ZUPT-aided EKF를 

사용하는 것이다. EKF는 발이 땅에 있을 때마다 ZUPT를 사용하여 속도 

측정치를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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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NS-EKF-ZUPT 블록 선도 

 

2.2.3.1. 접지기 검출 

보행 주기는 크게 그림 2.3와 같이 접지기(stance phase)와 

유지기(swing phase)로 나눌 수 있다. 접지기 검출 알고리즘은 신호 

특성을 사용하여 신발과 지면 사이가 붙어있는 구간을 검출한다. 

일반적으로, 접지기 검출은 자이로와 가속도계 신호를 기반으로 접지기를 

판단한다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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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보행 주기 

[34]에서, 접지기는 자이로 측정값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32]에서 접지기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정 시간 범위의 가속도의 분산을 

사용하여 검출 된다. 접지기 검출 알고리즘은 [33]의 알고리즘에서 간략히 

수정된 신호 특성의 분산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 2.4은 접지기 검출 

알고리즘의 블록 선도이다. 접지기는 변형한 신호 특성 및 글리치 제거를 

사용하여 간단히 감지된다. 보행자가 움직일 때 크게 변화하는 x 및 z축 

가속도계 출력 값을 사용한다. 알고리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접지기 

단계를 감지하기 위해 세 가지 변형된 가속도계 신호, 즉 에너지(Energy), 

곱(Product), 합계(Sum)가 사용된다. 식(2.22)에서 주어진 것처럼 에너지는 

x축과 z축 가속도계 출력의 제곱근 합이다. 곱과 합은 x, z축 가속도의 

곱과 합이다. 다음으로, 에너지, 곱 및 합에 대해서 현재 시간부터 일정 

구간 이전의 분산이 계산된다. 각 구간 분산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그 특정 

조건은 식(2.23)과 같이 상황이 조건을 만족함을 의미하는 1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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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가지 조건은 x 및 z축 가속도계 출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접지기 

알고리즘을 측면 걷기, 기어가기, 계단 오르기 및 내리기 등 다양한 동작에 

사용될 수 없다. 

2 2
x z

x z

x z

Energy a a

product a a

Sum a a

 

 

 

                      (2.22)

1 var( : )

0

1 var( : )

0

1 var( : )

0

Ek l k
E

Pk l k
P

Sk l k
S

E E th
Condition

otherwise

P P th
Condition

otherwise

S S th
Condition

otherwise




























            (2.23) 

 

 

그림 2.4. 접지기 검출 알고리즘 블록 선도 



22 

 

 

그림 2.5. 접지기 검출을 위해 변형된 가속도 신호 

 

2.2.3.1. INS-EKF-ZUPT의 적용 

INS-EKF-ZUPT는 발에 장착된 관성 센서를 사용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관성 센서는 센서 좌표계에서 

가속도계와 자이로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자세, 속도 및 위치를 

계산한다. INS-EKF-ZUPT 기법은 INS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오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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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자이로 및 가속도계 신호의 바이어스 및 백색 잡음이라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보행 항법 시스템의 확장 칼만 필터는 15차 혹은 9차의 상태 

변수로 구현된다. 15차 오차 상태 변수는 자이로 및 가속도계 바이어스의 

오차와 자세, 속도 및 위치 오차가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INS-EKF-

ZUPT 기반 보행 시스템을 11차 오차 상태변수로 사용한다. 11차 오차 

상태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 ,
T

ax p v b       , 자세(  , yaw를 

제외), 위치( p ), 속도( v )와 가속도계 바이어스( ab ). State transition 

matrix는 

              

2 2

2 2 2 2

2 3 3 3

3 3

0 0 0

0 0

0

0 0 0

n
b

I

I I

S dt I C dt

I

dt


 

 



 
 
 
 
 
  

 
  


            (2.24) 

이다. 여기에서 dt 는 연속된 샘플 간의 시간 간격, 2 3S  는 S 의 

첫번째와 두번째 행이다, S 는 항법 좌표계에서의 가속도 반대칭(skew 

symmetric) 행렬이다, n
bC 는 항체 좌표계에서 항법 좌표계로의 회전 변환 

행렬이다. 자이로 바이어스는 상태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데, 항법 시작 전에 

정지상태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요의 가관측성은 낮고, 또 다른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태변수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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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오차는 확장 칼만필터의 측정치 업데이트에서 사용된다. 오차 

측정치 m 은 ˆ 0 0 0
T

v    이다, v̂ 는 추정한 속도이고 0 0 0
T

   는 

영속도인데 신발의 속도가 접지기에서 거의 0이기 때문이다. 

측정치 모델은 아래와 같다: 

3 2 3 3 3 30 0 0IH                          (2.25) 

2.3. 일반적인 보행 항법 시스템의 한계 

ZUPT와 결합된 INS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행자 추측 항법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스템의 적분성으로 인해 오차가 누적되어 

오차가 무한대로 증가한다. 시스템에 입력되는 오차의 두 가지 원인은 

측정 오차와 모델링 오차로 분류할 수 있다. 오차의 증가율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정 오차를 모델링하고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모델링된 오차의 가관성이 낮으면 오히려 오차를 발생시키고 

성능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5]. ZUPT와 결합한 INS에서, 관성센서 

바이어스 오차는 일반적으로 모델링 된다. 하지만, 바이어스 오차가 ZUPT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ZUPT와 결합된 INS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칼만필터는 ZUPT가 제공하는 속도 오차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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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무관하고 영평균과 백색잡음이라는 가정을 한다. 특히 불규칙한 

보행을 할 때, 이러한 가정은 거의 완벽하게 유지 되지 않는다. 접지기에서 

신발은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속도 보정은 위치 오차를 

유발하고 필터가 추정하는 바이어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스템이 

달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불규칙한 보행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 

상황이 악화된다. 달리기 또는 앉아서 걷기와 같은 접지기가 없는 경우 

영속도 보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증가한다. 

2.3.1. 불충분한 센서 대역폭 

자이로 혹은 가속도계에서 측정된 센서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면 

여러 주파수 성분을 가진 신호로 표현할 수 있다. 관성 센서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측정하지를 못하고 대역폭 이하의 주파수 성분만을 측정 할 

수 있다 [26, 27]. 즉, 센서에서 측정된 신호는 대역폭 이하의 주파수 

성분이며, 그 이상의 성분은 소실 된 것이다. 그림 2.5는 대역폭에 따른 

가속도계 신호이다. 회색 영역은 heel-strike로 신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을 받는 부분이고 파란색 신호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빨간색 

신호는 대역폭이 30Hz인 신호인데 대역폭이 30Hz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주파수 성분은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2.6와 같이 파란색 신호에 

비해서 그 변화가 다 표현되지 못하고 뭉개져서 표현됨을 확인 할 수 있다. 



26 

 

이처럼 보행 항법에 사용하는 센서의 대역폭에 따라서 측정되는 신호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추정 성능이 저하된다. 

 

 

 

 

그림 2.6. 대역폭에 따른 가속도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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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서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보행 

항법의 성능 

3.1. 보행자 동작의 주파수 성분 

센서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보행항법 시스템의 성능 비교를 

하기 전에 보행 중 측정한 신발 움직임에 대한 신호의 주파수 성분 분석을 

한다. 주파수 성분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 하였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번째 방법은 테스트 전 시간 동안의 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이고, 또 다른 방법은 시간 흐름에 따른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이다. 

3.1.1.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 환경 

보행에 대한 신발 움직임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성 

센서에 측정한 신호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에 사용한 센서는 Microstrain 

사의 CV5-25이다. 센서의 기본 성능은 표 3.1에 나타낸 것과 같다. 이 

센서를 실험에 선정한 이유는 센서가 제공하는 샘플링 주파수와 대역폭이 

크다는 점이다. 보행 항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사용한 센서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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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주파수는 200Hz 내외로 선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 분석을 

위한 측정 센서가 필요하므로 넓은 주파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CV5-25는 샘플링 주파수는 1000Hz, 측정할 수 있는 

대역폭은 500Hz로 이전 연구에 사용된 센서와 비교하여 넓은 주파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주파수 성분으로 인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림 3.1. CV5-25 

표 3.1. 관성 센서 성능 

 자이로 가속도계 

White noise 0.0075 / sec/ Hz  100 /g Hz  
Turn-on bias 0.1 / sec  0.0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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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 움직임에 주파수 성분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신호는 신발 

측면에 부착되는 관성센서에서 측정된다. 즉, 앞으로 분석할 신호는 관성 

센서가 부착된 지점의 주파수 성분이다. 그림 3.2과 같이 센서를 신발의 

바깥쪽 측면에 부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신발은 안전화의 일종이다. 

분석을 위한 실험 조건을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해 선정한 동작은 

걷기와 뛰기이다. 걷기 가장 보편적인 동작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뛰기는 걷기와 비교하여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ZUPT에 의해서 

보정이 어려운 동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걷기 속력은 약 1.3 

[m/sec]이고 뛰기 속력은 2.3 [m/sec]이다. 약 20m의 직선 거리를 3회 

왕복하는 것을 1회 실험으로 보았다. 직선으로 이동할 때의 보행 동작이 

일반적이므로 회전 동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선 궤적으로 선정했다. 

실험은 각 동작에 대해서 5회씩 진행하였다. 3명의 테스터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그림 3.2. 신발에 부착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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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항법 좌표계와 항체 좌표계 

지면과 수평인 좌표계를 항법 좌표계(NED)로 표현하였다. 센서가 

측정하는 측정하는 좌표계를 항체 좌표계(XYZ)로 표현하였다. 

3.1.2. 에너지 스펙트럼의 누적 분포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는 시간 함수로 

표현되는 에너지를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함수로 

변환 하였을 경우, 각 주파수 성분 별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 낸다. 즉, 

측정 신호의 시간 함수의 에너지를 주파수 함수로 변환하였을 경우, 

주파수 함수로 표현된 에너지 분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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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와 그림 3.5는 관성 센서가 측정한 각속도에 대한 

FFT결과이다. 신발의 움직임은 0Hz에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200 Hz를 

지나면서 0에 가깝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FT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이처럼 주파수 성분의 크기이다. 전체 에너지에 대하여 각 성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PSD의 CDF를 확인 하였다.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하면 0Hz 부터 그 주파수 성분까지의 신호 

에너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과 그림 3.7은 이에 대한 

결과이다. 의학 분야에서 사람의 머리가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성 센서를 사용하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충격을 받을 때 머리의 움직임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신호로 표현할 때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이 측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신발의 동작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Heel-strike에서 신발은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신발의 움직임을 관성 센서가 

정확히 측정하려면 90%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 실험에 대하여 

에너지가 90%가 되는 지점은 각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동작에 대해서 

각각 확인하였다. 각속도의 경우, x, y, z축에 대해서 각 다른 지점에서 

90%의 에너지로 도달하였다. X축 성분은 약 220Hz, Y축은 50Hz, Z축은 

140Hz이다. 이것은 각 축에 대하여 각속도의 변화가 다르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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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각속도 신호 FFT 결과 

 

 

그림 3.5. 가속도 신호 FF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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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X, Z축이 Y축에 비해서 변화가 빠르고 고주파 성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축은 신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충격과 관련된 축이다. 

충격은 신발과 지면이 닿는 부분에 대하여 반발력으로 발생하는데, X, 

Z축이다. 두 축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90%가 되는 주파수 성분이 확보가 

되려면 220Hz까지는 센서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속도에 대한 결과는 그림 3.7이다. 각속도의 CDF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점은 각 축에 대한 에너지 누적 분포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세 축에 대하여 에너지가 90%까지 도달하는 

주파수는 약 220Hz로 비슷하다. 이는 걷기와 뛰기 동작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각속도와 가속도 결과를 통하여 신발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20Hz까지의 주파수 성분이 필요하고 센서를 이를 보장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지,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테스터 3명에 대한 결과는 유사하게 나왔다. 누적분포의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90%가 되는 지점은 200~220 [Hz]로 비슷한 주파수 범위에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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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각속도 신호의 CDF of PSD 

 

그림 3.7. 가속도 신호의 CDF of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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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각속도 신호의 CDF of PSD (테스터2) 

 

그림 3.9. 가속도 신호의 CDF of PSD (테스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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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단시간 푸리에 변환 

3.1.2 절에서 신발 움직임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하였다. FFT혹은 PSD 

방법을 사용하면 각 주파수 성분에 크기를 알 수 있지만 시간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행 주기 동안 시간에 따라서 heel-strike, 

stance phase 및 swing phase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각 구간 동안의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단시간 푸리에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STFT는 time domain에서 신호를 시간 축에 

대하여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해서 FFT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구간이 위치한 시간 정보, 각 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주파수 범위, 각 주파수 성분에 대한 크기라는 3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STFT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spectrogram이 있다. 

STFT의 단점은 시간 해상도와 주파수 해상도 간에 trade-off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STFT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 흐름에 따른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시간 해상도를 더 비중으로 

두었다. 

그림 3.11와 3.12은 각 동작에 대한 각속도와 가속도의 STFT를 

나타낸 spectrogram 이다. x축을 시간축으로 y축에 주파수 성분에 대한 

크기를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power가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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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에 가까울수록 power가 약함을 의미한다. 4개의 spectrogram을 

보면 고주파까지 power가 강한 경향이 주기성을 가지며 반복하고 있다. 

그림 3.10은 동일 시간에서의 z축 가속도 신호이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 

주기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가속도 신호에서 heel-strike 구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속도의 결과를 보면, heel-strike를 제외한 보행 주기에서 

30Hz까지의 주파수 성분이 강하며 그 이상의 주파수 성분의 크기는 

파란색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반면, heel-strike에서는 200Hz 

이상까지의 주파수 성분의 크기도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heel-

strike에서 충격에 의해 신호가 급격하게 변하고 이에 각속도 변하는 것을 

암시한다. 걷는 동작과 뛰기 동작을 비교하면 뛰는 동작에서 고주파 

성분의 크기가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속도의 STFT 결과는 그림 3.12이다. 각속도와 유사하게 고주파 

성분의 power가 강한 노란색 형태가 주기성을 띄며 나타난다. 각속도와 

다른 점은 power가 큰 고주파 성분의 범위가 각속도보다 크다는 것 이다. 

그림 3.14을 보면 500Hz까지도 주파수 성분의 power가 -40dB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속도가 각속도에 비해서 heel-strike에서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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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power가 강하다. 동일한 주파수 성분을 측정 할 수 있을 때, 

가속도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관성센서를 신발 측면에 부착하고 보행 동안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에 대해서 PSD과 STFT로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였다. PSD의 

CDF 결과 신호 에너지가 90%가 되는 범위는 220Hz까지였고, 신발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성 센서가 220Hz까지의 주파수 성분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역폭으로는 220Hz이며, 샘플링 주파수는 이의 

두배인 440Hz까지 된다면 측정 오차에 의한 보행 항법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STFT로 주파수 분석을 하여, 보행 주기 동안 가가 구간에 따른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였다. Heel-strike에서 고주파 성분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구간에서는 저주파 성분만 나타났다. 

 

그림 3.10. 걷기 동작 중 z축 가속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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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각속도의 STFT 결과 

 

그림 3.12. 가속도의 STF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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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보행 주기에 대한 각속도의 PSD 

 

그림 3.14. 보행 주기에 대한 가속도의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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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센서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보행 

항법의 성능 비교 

3.1절에서 신발 움직임에 대한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보행항법 시스템의 위치 추정 성능이 센서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3.2.1.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 환경 

3.2절에서 보행항법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은 3.1절에서의 실험 환경과 

동일하다. 다만, 궤적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그림 3.15과 같이 궤적을 

설정하였으며, 궤적의 한바퀴 이동거리는 약 66m 이고 한 실험에 대하여 

총 6바퀴를 반복하였다. 실험자는 point1에서 보행을 시작하며, 마지막 

최종 위치도 point 1으로 동일하다. 보행 중에, point 2, 3, 4 세개의 

waypoint에 도착하였을 때 약 3초간 정지하여 waypoint에서의 위치를 

추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 검증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2.3절에 

설명한 INS-EKF-ZUPT 기반의 보행항법 시스템이며, 뛰기 동작에서도 

stance phase 검출과 ZUPT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용한 보행항법 시스템에 의한 위치 추정 결과는 

그림 3.16이다. 샘플링 주파수는 1000Hz이며, bandwidth가 200Hz와 



42 

 

30Hz로 다른 추정 결과이다. 대역폭이 30Hz일 때 그 궤적이 더 틀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5. 검증을 위한 실험 궤적 

 

그림 3.16 추정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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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역폭이 보행 항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대역폭이 보행항법 시스템에 미치는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에서는 샘플링 주파수 1000Hz, bandwidth는 500Hz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저대역 필터(low pass filter, LPF)를 사용하여 대역폭이 

작아지도록 하였다. 대역폭에 대한 위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를 확인 하였다. Waypoint는 그림 3.15의 

궤적을 반복할 때 각 point 2, 3, 4를 의미하며, 시작점과 끝점까지 총 

20개의 waypoint가 있다. 

그림 3.17와 3.18은 걷기, 뛰기에 동작에 대한 위치 오차이다. 보행 

항법 시스템은 INS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위치 오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시작점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보이는 현상이다. 대역폭이 

작아질수록 위치 오차가 크다. 표 3.2는 대역폭에 대한 waypoint에서의 

RMSE이다. RMSE를 보면 제안한 대역폭 이상에서는 위치 오차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한 대역폭 보다 작을수록 

오차가 점점 커진다. 커지는 오차의 경향성은 뛰기 동작에서 더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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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 (걷기) 

 

그림 3.18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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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역폭에 따른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 RMS 

대역폭[Hz] 30 50 70 100 150 200 

걷기 0.8763 0.7902 0.7894 0.7903 0.7520 0.7770 

뛰기 1.1633 0.9780 0.8022 0.7071 0.7245 0.7320 

 

3.2.3. 샘플링 주파수가 보행 항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샘플링 주파수가 보행 항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resampling하였다. Resampling 방법은 시간 축에 대해서 

데이터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 내의 평균 값을 사용하는 average filter을 

형태로 resampling하였다. 

그림 3.19, 3.20은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위치 오차 결과이다. 대역폭과 

유사하게 샘플링 주파수가 작을수록 위치 오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3.3은 각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RMS이다. RMS를 보면, 이 또한 제안한 

주파수 이상을 측정하지 못하면 오차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다만 

대역폭과 비교하여 오차가 커지는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역폭에 의한 정보 손실 보다 샘플링 주파수로 인한 정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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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 (걷기) 

 

그림 3.20.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 (뛰기) 



47 

 

표 3.3.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waypoint에서의 위치 오차 RMS 

샘플링 

주파수[Hz] 
100 125 200 250 500 1000 

걷기 1.5518 1.2615 0.9509 0.8965 0.7920 0.7588 

뛰기 1.7080 1.2652 0.7653 0.7305 0.6473 0.6371 

 

3.3. 요약 

신발 움직임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성 센서를 신발 

측면에 부착하고 각속도와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주파수 분석을 위하여 

PSD와 STFT를 사용하였다. PSD결과 신발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주파수 성분은 220Hz까지가 필요하였다. STFT 결과 보행 주기동안 각 

구간에 대한 주파수 성분이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heel-strike에서 고주파 

성분의 power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주파수 성분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경우 heel-strike에서 그 오차가 발생할 것이다. 

센서 대역폭과 샘플링 주파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행항법시스템으로 위치를 추정하였고 그 오차를 waypoint에 대해 

확인하였다. 제안한 주파수 이상에서는 위치 오차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안한 주파수 보다 작은 대역폭이나 샘플링 주파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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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작을 수록 오차가 증가하였고 뛰기 동작에서 커지는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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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행항법의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센서 대역폭 

혹은 샘플링 주파수의 범위를 제안했다. 먼저 보행 중 신발의 움직임을 

측정하였고 측정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행항법의 추정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가 측정해야 하는 

주파수 범위를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센서 대역폭과 샘플링 주기에 

따른 보행항법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제안된 주파수 

범위가 확보되면 보행항법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행 중, 보행자의 신발 움직임을 측정하고 그 측정 신호를 주파수 

분석을 하였다. 먼저 측정 신호의 PSD의 CDF를 확인하면, 신호 에너지의 

90%가 되는 지점이 약 220 Hz였다. 220Hz 이상의 주파수 성분까지 

측정이 되어야 그 신호가 나타내는 신발의 움직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TFT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주파수 성분을 확인 하였다. 

Heel-strike를 제외한 보행 항법에서는 30Hz이상의 주파수 성분의 

power는 약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Heel-strike에서는 각속도는 

250Hz, 가속도는 500Hz까지의 주파수 성분의 power가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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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eel-strike에서 신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이 발생하면서 신호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파수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항법 시스템의 추정 

성능에서도 영향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다. 약 400m 되는 

궤적으로 실험을 하였고 총 20개 지점에 대한 위치 오차를 확인 하였다. 

20개의 waypoint에 대한 RMS를 보면 bandwidth가 작아질수록 오차가 

늘어나고 제안한 대역폭 이상에서는 오차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안한 대역폭보다 작아질수록 위치 오차가 커지는데, 그 경향성이 

뛰기 동작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역폭에 

대한 위치오차처럼 샘플링 주기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샘플링 주파수가 

제안한 주파수 성분 이상을 가질 수 있을 경우 오차는 수렴하고 그 

이하에서는 오차가 증가하였다. 대역폭과 다른 점은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샘플링 주파수가 샘플링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본 논문에서는 신발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주파수 성분을 

제안하였다. 그 성능에 맞는 센서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한 센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안한 

주파수 성분 보다 낮은 성능을 가진 센서를 사용할 때는 위치 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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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것이다. 확보되지 못한 주파수 성분에 의한 오차를 고려한 

보행항법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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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high interest in technologies that provide various services 

based on personal location. These service is called personal navigation 

system (PNS), and it is used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providing 

location information during the mission of firefighters or soldiers, and 

providing customers’ location in shopping malls. 

Pedestrian dead reckoning (PDR), a personal navigation system, uses 

an inertial sensor to estimate the position of a pedestrian. PDR with 

foot-mounted IMU is based on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In 

order to reduce the estimation error caused by gyro and accelerometer 

bias and white noise, INS is combined with zero-velocity update 

(ZUPT). The ZUPT assumes that the velocity of the pedestrian shoe is 

zero in the stance phase. Error due to bias and white noise can be 

reduced by using ZUPT, but error still remain due to other factors. 

The movement of the shoe during walking is represented by various 

frequency components. In particular, the gyro and accelerometer signal 

change suddenly and contain high-frequency components in the heel-

strike, when the impact occurs as the shoe touches the g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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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U determines the frequency range that can be measured by the 

bandwidth and the sampling rate. If the bandwidth or sampling rate is 

narrow, the frequency components exceeding boundary can not 

measured and position error occurs because the measurement accuracy 

is lowered. In this paper, I propose a frequency range to analyze the 

signal measured by the sensor during the gait cycle and to prevent the 

degradation of the accuracy of the signal.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frequency range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position estimation 

performance of the PDR system with various bandwidth and sampling 

rate. 

 

Key-word : person navigation system, PDR with foot-mounted IMU, 

frequency analysis, bandwidth, samp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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