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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체험형 VR 환경을 고려한 동작 및 위치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동작 인식은 신체부위에 복수개의 

AHRS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정의한다. 각각의 AHRS 디바이스로부터 측정되는 9축 움직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신체 분절 간의 관절각을 추출하여 동작을 보정한다. 위치인식은  AHRS 
디바이스의 관성센서를 통해 보행 정보를 추출하여 상대위치를 인식하고 BLE Fingerprint를 이용하여 누적오차를 

보정한다. 제안하는 동작 및 위치인식 기법의 구현을 위해 AHRS기반의 위치인식과 관절각 추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위치 인식 실험의 평균 오차는 0.25m, 관절 각 추출 실험에서 관절 각 평균 오차는 3.2 °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tion and position recognition technique considering an experiential VR environment. 
Motion recognition attaches a plurality of AHRS devices to a body part and defines a coordinate system based on this. 
Based on the 9 axis motion information measured from each AHRS device, the user's motion is recognized and the 
motion angle is corrected by extracting the joint angle between the body segments. The location recognition extracts 
the walking information from the inertial sensor of the AHRS device, recognizes the relative position, and corrects the 
cumulative error using the BLE fingerprint. To realize the proposed motion and position recognition technique, AHRS
–based position recognition and joint angle extraction test were performed. The average error of the position 
recognition test was 0.25m and the average error of the joint angle extraction test wa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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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현실은 최근 ICT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디바이

스와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다양

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 시

장이 전체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된다.

HMD의 보급으로 VR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으나, 적

지 않은 사람들이 VR의 몰입감 저하 및 부적응을 경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VR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움직임이 실제 운동 정도 및 반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최근 VR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황이나 환경을 사람의 감

각 기관을 통해 느끼게 하여 사용자가 상호작용이 가능

하도록 하고, 나아가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들을 

활용하여 몰입감이나 현장감과 같은 VR의 강점을 강화

하는 체험형 VR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1-3].

사용자와 가상공간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하드웨어

인 가상현실기기는 HMD와 같은 하드웨어, 컨트롤러,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HMD를 중심으로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신체의 동작을 인식하여 가상공간에서 표현

되고, 이를 통해 현실에서처럼 가상공간상 물체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HMD와 장갑, 

조끼, 총과 같은 컨트롤러만으로는 동작 표현에 한계가 

있으며, 몰입도 높은 사용자 체험형 VR의 실현을 위해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현 할 수 있는 전

신동작 추적이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적인 다수의 

오브젝트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해야하기 때문에 동작

추적과 더불어 정확도 높은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4].

일반적인 경우 보행자를 위한 위치인식 기술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GPS는 위성 기반의 전파 항법장치로서 비교적 정확하

고 절대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실내 혹은 터널 

같은 GPS신호 음영지역에서는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LAN, 블루투스, 

UWB, 초음파, PDR을 융합한 위치인식 시스템이 연구

되고 있다. 특히 Wi-Fi, BLE를 이용한 Fingerprinting 방

식과 Trilateration 기법을 활용한 실내 측위 기술이 주

목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측위 기술을 이용한 정밀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험형 VR 환경에서의 동작 

및 위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다중 AHRS를 통한 사용자 

동작인식과 BLE 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위치 인식에 관

하여 연구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동작인식기술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콘텐츠의 객체와 상

호작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머리, 눈 이외에 사

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추적해 가상공간에 반영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장갑형태

가 사용되었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며 손가락의 움직임

을 추적하는 기술로까지 발전되었다.  초기 VR은 HMD

를 이용하여 앉아있는 고정된 자세에서 머리 움직임의 

방향을 추적하여 360도의 영상을 방향에 맞추어 보여

주는 수준이었으나, 모션트래킹 기술과 3D스캔 기술 

발달로 인해 실제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

게 되었다[7-9]. 

그림 1은 오큘러스 VR사의 오큘러스 리프트(HMD)

를 사용하는 장면이다. 그림 1의 그림과 같이 사용자의 

얼굴에 착용하는 HMD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감지해, 실제 머리를 움직이는 데로 화면이 

따라 움직인다. 기존에 눈앞의 화면만 보여주는  HMD

와 달리 카메라 트래킹과 옵티컬 트래킹을 통해 시야각

을 크게 개선하여 몰입감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양

손에 쥐는 입력 도구인 오큘러스 터치를 통해 보다 직

관적으로 VR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Fig. 1 Oculus VR – Oculus Rif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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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HTC사의 Vive 제품의 개념도와 Leap 

Motion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장면이다. 전면부에 달린 

적외선 센서와 공간에 설치하는 2개의 라이트 하우스센

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상현실에 반영하

는 Room Scale 기술이 구현되었다. 3D 동작컨트롤 기

기인 Leap Motion 기술은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다양한 VR/AR에 응용된다.

Fig. 2 HTC VIVE Room Scale VR, Leap Motion[11]
 

2.2. 실내 위치인식기술

현재 실내위치인식 기술은 Wi-Fi와 BLE가 주로 이

용되고 있다. 그림3은 3.5m 내에 거리에 따른 Wi-Fi와 

BLE의 RSSI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RSSI Comparison Results between Wi-Fi and 
BLE within 3.5m[12]

그림3과 같이 BLE의 거리에 따른 RSSI 값은Wi-Fi에 

비해 Fading 현상에 나타나 오차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BLE의 RSSI 값은 그림 6과 같이 일정 거리 내 거리에 

따른 정형적인 Fading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Cell 간 변

화율에 신뢰성주어 안정적이며, 간략하다. 반면 Wi-Fi

는 불규칙적 Fading을 갖게 되어 인식에 어려움을 갖는

다. 국내에서는 WiFi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

어 이용성이 용이하여  Wi-Fi기반의 Fingerprinting 실

내 측위 기술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Wi-Fi AP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인

근의 Wearable 기기 같은 무선 환경 간섭으로 인해 실

내 위치 측위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BLE는 저 전력 기

반의 기술이며, Wi-Fi에 비해 보조 장치 없이 비콘 만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수성이 경제적이어서 BLE를 이용

한 실내 측위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구현이 각광받고 있

다[11].

Ⅲ. AHRS와 BLE Fingerprint를 이용한 위치 

인식

현재 실내 위치인식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WiFi나 BLE 중 한 종류의 통신을 이용하여 위

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

[13,14]. 

본 논문에서는 AHRS를 이용한 상대위치 인식방법

과 BLE Fingerprint를 이용한 절대위치 인식 방법을 결

합하는 위치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위치인식 

기법은 빠른 위치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주기적 위치의 

보정을 통해 시간에 따른 누적오차를 제거하여 위치인

식과 이동경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AHRS와 BLE Fingerprint를 이용

한 위치 및 이동 경로 보정 기법의 개념도이다. 상대 위

치 인식 방법인 관성센서 기반의 위치 인식 기법의 누

적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절대위치 인식 방법으로 블루

투스 RSSI 기반의 Fingerprint를 활용한 위치 인식기법

을 나타내고 있다.

Fig. 4 Position recognition using AHRS and BLE 
fingerprint

그림 4의 위치 인식 기법은 9축 센서 기반의 AHRS 

디바이스를 부착한 사용자의 걸음 수, 보폭 등의 보행 

정보를 통해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보행 정보를 통한 상대위치 인식 방식에는 시간이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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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누적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BLE 

핑거프린트 맵을 구축하고,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와  

보행 기반 위치 정보를  매칭 한다.  

제안하는 AHRS와 BLE Fingerprint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법을 구현하기에 앞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위

치 인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속도 센서를 실

험자의 발에 부착하고 지정한 경로에 따라 이동하였다. 

실험 결과 실제 이동 경로와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의 평균 오차는 0.25m, 칼만 필터를 통해 보정

을 한 후 평균 오차는 0.19m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Fig. 5 Position recognition test using acceleration sensor

Ⅳ. 다중 AHRS 기반 동작 인식

체험형 VR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동작이나 타인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모션 트래킹은 주요 기술로 작용

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동작 트래킹 방식으로

는 VR 인프라 상에서 깊이 카마레나 적외선 또는 광다

이오드를 통해 사람의 신체에 따라 정의된 관절의 위치

를 추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동작을 추적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인프라와 MTL 디바이스 사이의 시각적 장

애물이 존재할 경우 동작 추정에 있어 오차를 발생시키

며 관절의 위치추정 정보 중 말단에 해당하는 손, 발 등

의 추정된 위치는 정지 상태에서도 trembling 현상이 발

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절의 링크 정보가 수집 가능한 신체

부위에 복수개의 AHRS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이를 기

준으로 좌표계를 정의하여 각각의 AHRS 디바이스로

부터 측정되는 9축 움직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사용자의 

자세 추정은 그림 5와 같이 AHRS 디바이스가 장착된 

링크의 지역 좌표계 대비 동체 좌표계의 상대 자세정보

를 측정하여 링크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각 관절의 위치

를 계산하여 링크 좌표의 위치를 검출한다. 

Fig. 6 Multiple AHRS based Moition Tracking

이때, 동작의 인식 및 정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

터 필터를 통한 각 관절의 이동 변위 보정이 필요하다. 

이에 생체역학 측정값인 신체 분절 간의 관절각을 추출

하여 각 관절의 위치정보에 대한 사용자 동작 추적 데

이터를 보정해야 한다.

그림 6은 인접한 분절(segment)간의 관절각(joint 

angle)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도로서 경골

(tibia)및 대퇴골(femur)사이의 관절각을 예시로 나타

낸 것이다.

Fig. 7 Extraction of joint angle

그림7에서 TA(Tibia Anatomical)는 경골, FA(Femur 

Anatomical)는 대퇴골 부위를 나타내고, 각 센서의 축

은 TM(Tibia Measurement), FM(Femur Measurement)

으로 표기하였다. 각 센서 축을 하나의 축으로 변환하

기 위한 변환 행렬 TTATM은 센서 축에서 경골 축으로 변

환 된 행렬이고, TFAFM은 대퇴골 축으로 변환된 행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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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최종적으로 두 센서의 사이각을 나타내는 행

렬은 식(1)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식(1)에서 S는 두 지자기 센서(FE, TE) 사이의 얼라

인먼트(alignment)행렬이고, MF, MT는 지구 축에 대한 

대퇴골과 경골의 방위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2)

TFATA행렬의 항들을 이용하여 식(2)와 같이 관절각

인 굴곡/신전(flexion/extension), 외전/내전(abduction/ 

adduction), 내회전/외회전 (internal/externalrotation) 각

도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관성 센서를 다리에 부착하

고, 위의 식을 통해 관절각을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 하

였다. 그림 8은 추출한 관절각(y축)인 flexion/extension, 

abduction/adduction,  internal/ externalrotation을 시간

(x축)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관절각의 평균 오차는 

3.2°로 나타났다. 

Fig. 8 Joint angle extraction using two AHR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체감형 VR환경에서 사용자의 몰입

감 향상을 위한 동작 및 위치의 정밀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9축 관성측정장치 기반의 AHRS를 활용하여 동

작과 위치를 인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위치 인식 

기법으로는 상대위치 인식방법인 보행추적을 기반으

로 위치를 인식하고, 절대위치 인식 방법인 BLE 핑거

프린트를 활용하여 누적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위치 인

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동작 인식 기법으로는 신

체부위에 다수의 AHRS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이를 기

준으로 좌표계를 정의하여 각각의 AHRS 디바이스로

부터 측정되는 9축 움직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한다. 동작 인식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신

체 분절 간의 관절각을 추출하여 각 관절의 위치정보

에 대한 사용자 동작 데이터를 보정한다. 제안하는 동

작 및 위치 인식기법의 구현을 위해 가속도 센서를 이

용한 위치인식과, 관성 센서를 이용한 동작 인식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가속도 센서 기반 위치인식 

실험의 평균오차는 0.25m, 칼만 필터를 통해 보정을 

한 후 평균 오차는 0.19m로 나타났다. 두 개의 관성 센

서를 이용한 관절각 추출 실험에서 관절각의 평균 오

차는 3.2°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위치 정보와 BLE 

핑거프린트 기법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결합하는 위

치 인식 실험과 사용자 전신을 대상으로 하는 동작 인

식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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