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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G} : 관성 좌표계(global frame) 

{B} : 기준 좌표계(base frame) 

{BMj} : j번째 하지부 관절의 이동좌표계 

{ iS } : 센서고정 좌표계(sensor-fixed frame) 

,i j  : 좌표계{i}에 대한 좌표계{j}의 각속도[rad/s] 

,i jv  : 좌표계{i}에 대한 좌표계{j}의 선속도 [m/s] 

,i jR  : 좌표계{i}에 대한 좌표계{j}의 회전 변환행렬 

, 1i ip  : 좌표계{i}에 대한 좌표계 {i+1}의 상대위치 

1. 서 론 

Navigation시스템은 적용 대상에 따라 Car 

Navigation System(CNS)와 Personal Navigation 

System(PNS)로 나뉜다.(2) 차량에 국한되는 CNS와 

달리 PNS는 군사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 서비스 

Key Words: Lower-limb Kinematics(하지부 기구학), Inertial Sensor(관성센서), Wearable Sensor(착용형 센서), 
Walking Gait(걸음새), EMG(근전도) 

초록: 본 논문은 하지부의 각 분절에 부착된 착용형 관성센서의 자세 및 각속도 정보와 하지부 기구학

을 기반으로 착용자의 보행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보행 주기 중 발바닥과 지면이 

완전히 접촉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골반부에 장착된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을 적분하여 보행속도를 추

정할 수 있다. 이 때, 보행 시 골반부의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속도의 측정오차의 누적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지부 기구학을 기반으로 추정된 보행속도를 매 보행 주기마다 골반 관성센서

의 가속도 출력신호 적분 초기값으로 갱신한다. 그 결과 6분 가량의 야외 보행 실험을 수행한 결과, 오

차 누적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보행속도 추정 오차의 RMS는 0.08m/s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method is proposed for estimating pedestrians' walking velocity based on lower-limb 
kinematics and wearable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sensors. While the soles and ground are not in contact during 
the walking cycle, the walking velocity can be estimated by integrating the acceleration output of the inertial sensor 
mounted on the pelvis. To minimize the effects of acceleration measurement errors caused by the tilt of the pelvis while 
walking, the estimated walking velocity based on lower-limb kinematics is imposed as the initial value in the 
acceleration sign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pelvis inertial sensor. In the experiment involving outdoor walking for six 
minutes, sensor drift due to error accumulation was not observed, and the RMS error in the walking velocity estimation 
was less than 0.0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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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등 개인 생활의 곳곳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

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 PNS는 사용자의 활동량

을 정량적인 값으로 산출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보행속도 및 이동 거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계산하고 정량

적인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3) 군사 분야에서

는 human leader-mobile follower system을 통해서 군

장 또는 부상자 운반에 이용될 수 있다. 

LOCKHEED MARTIN는 리더군인을 추종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인 Squad Mission Support System 

(SMSS)를 제시하였다.(13)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PNS는 Human-Robot Interaction 

(HRI) 분야의 유망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부상

하고 있다.(14) 

기존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속도 및 위치 추정

시스템으로, GPS, DGPS, wifi 및 RFID가 있다. 그러

나 GPS는 그 정밀도가 상당히 낮고,(9) 실내에서의 

사용이 어렵다.(12) GPS의 정밀도 문제를 개선한 

DGPS는 무게와 부피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wifi 기반의 시스템(11)

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RFID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 신호에 노이즈가 포함된다는 

문제점(10)이 있다. 착용형 센서 기반 시스템은 상

기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PNS를 

위한 보행속도 추정 시스템에 이용하기 적합하다. 

착용형 센서 기반의 보행자 속도 추정 시스템은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신호의 적분을 통해서 속

도 및 위치를 추정하는 관성 항법 시스템(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과 하지부 기구학을 통해서 

골반의 속도 및 위치를 추정하는 하지부 기구학 

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다. 관성 항법 시스템은 보

행자의 신체에 부착된 관성센서(Inertial Measure-

ment Unit, IMU)의 가속도 출력신호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속도 및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이고,(5,6) 

하지부기구학 시스템은 지면과 접촉한 발로부터 

골반 중심점까지의 하지부기구학 해석을 통해서 

보행속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이다.(7) 관성 항법 시

스템의 경우 적분 오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

문에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8) 하지부기구학 시스템의 경우는 인체 관절

의 불규칙적인 형상이나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서 기구학 해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16)에서는 force sensitive resistor를 이용

하여 발과 지면 사이의 접촉을 검출하고 및 관성

센서를 이용한 하지부 기구학을 통해서 보행자의 

골반 중앙 점의 이동 속도 및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센서 기반의 발-지면 접촉 검

출 시스템은, 센서 파손, 탈부착의 불편성 및 시스

템의 복잡성 증가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인체 관절의 복잡한 형상과 근육의 움직임

으로 인해서 착용형 관성센서를 이용한 하지부 기

구학 해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지부 기구학의 수학적 모델 정의(17) 및 수학적 

오차 보정에 관한 연구(17)가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관성 항법 시스템과 하지부 기구학 

시스템의 융합을 통해서 각각의 문제점을 상호 보

완하고, 센서 편향(drift)에 강인한 실시간 보행속

도 추정법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7개의 관성센서

를 보행자의 발, 정강이, 허벅지 및 골반에 부착하

고 하지부 각 분절의 가속도, 각속도 및 자세 값

을 측정한다. 지면과 접촉한 발바닥으로부터 골반

까지의 기구학 해석을 통해 보행속도를 추정하고, 

하지부 기구학 해석이 어려운 구간은 골반에 부착

된 관성센서의 관성 항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행

SwingSwing

SwingFC TO HS FC

HS FC TO

Left foot:

Right foot: HO

HO

Lower-limb
Kinematics:

Left foot to pelvis

Inertial navigation:

Pelvic IMU

Lower-limb
Kinematics:

Right foot to pelvis

Inertial navigation:

Pelvic IMU

Lower-limb
Kinematics:

Left foot to pelvis

 

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posed walking velocity estimation method according to contact steps between foot and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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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추정한다. 발과 지면 사이의 접촉을 검출

하기 위해서 관성센서 기반의 발-지면 접촉 검출 

알고리즘(15)을 이용한다. 하지부 기구학 해석의 불

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지부 기구학 보정

을 수행한다.(16) Laser Range Finder(LRF)를 기반으로 

측정한 보행속도와 관성센서시스템을 기반으로 추

정한 보행속도의 RMS 오차를 통하여 제안하는 

추정방법의 성능을 검증한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지부 기구학과 골반 관

성센서를 이용한 관성 항법의 개념을 Fig. 1에 개

략적으로 도시하였다. 하지부 기구학 기반의 보행

속도 추정은 발이 지면과 완전히 접촉한 Full 

Contact(FC) 구간(15)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지부 기구학 기반의 보행속도 추정이 불가능한 

구간인 왼발과 오른발 모두 FC이 아닌 구간에서

는 골반에 부착된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신호 적

분을 통해 보행속도를 추정한다. 
 
2.1 하지부 기구학 기반의 속도전파 모델 

하지부 기구학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속도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지면과 접촉해 있는 발바닥으로

부터 골반 중앙까지의 속도전파 모델을 정의해야 

한다. 속도전파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구학 

모델의 관절 각속도 및 관절 좌표계의 자세를 측

정해야 한다. Fig. 2에 지면과 접촉한 왼발로부터 

골반 중앙까지 각 관절에 할당된 좌표계를 제시하

였다. 오른발이 지면과 접촉한 경우에도 각 관절

의 좌표계는 같은 방법으로 할당된다. 

한쪽 발이 지면과 FC상태일 때, 해당 발목에 할

당된 기준 좌표계 {B}에 대한 골반 중심 좌표계 

{4}의 원점의 선 속도는 {B}로부터 {4}까지의 속

도 전파(velocity propagation)모델(4)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때 정강이, 허벅지 및 골반의 동작

은Fig. 2와 같이 부착된 5개의 관성센서들의 각속

도 및 자세 출력에 의해서 정량화될 수 있다. 

즉, 관성센서의 각속도 출력은 센서자체의 좌표

계(sensor-fixed frame) {Si}에 대한 {Si}의 순간 자세 

변화율로서 계측되며, 3
,i iS Sw Î 로 표기한다. 또

한, 관성센서의 자세 출력은 관성계 {G}에 대한 

{Si}의 SO(3)행렬 3 3
, iG SR ´Î 로 표기하도록 한다.  

속도전파 모델의 계산을 위해서는 하지부의 각 

분절의 관성센서로부터 측정된 각속도 ,i iS S 로부

터 {B}에 대해서 표현된 각 관절 좌표계 {i}의 각

속도 ,B i 이 계산되어야 한다.  
 

1 1 1

2 2 2

3 3 3

,1 , , ,

,2 , , ,

,3 , , ,

,4 ,3

T
B G B G S S S

T
B G B G S S S

T
B G B G S S S

B B

R R

R R

R R

 

 

 

 

  

  

  



 (1) 

 
3

,B iw Î 는 앞서 생성된 기준 좌표계 {B}에 대

해서 표현된 각 관절 좌표계 {i}의 각속도 벡터이

다. 즉, 각 분절의 각속도 정보인 ,i iS S , 각 관성센

서에서 직접 계측되는 , iG SR , 그리고 선행연구(14,18)

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구한 관성계 {B}에 대한 

{G}의 자세정보 ,G BR 의 전치결과를 식 (1)에 대입

하여 각 관절의 각속도 ,B i 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기저부 {B}에서 말단부 {4} 방향으로의 

속도전파를 위해서는 ,B i 뿐만 아니라 ,i i 이 필요

하다. 식 (1)를 통해 얻은 ,B i  및 선행연구(14,18)에

서 제시된 방법으로부터 구한 Fig. 2의 좌표계 

{ iBM }의 자세를 통해서 ,i i 을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 , ,i i i

T
S BM G S G BR R R  (2) 

, , , ,i i i i

T T
B BM G B G S S BMR R R R  (3) 

1

2

3

1,1 , ,1

2,2 , ,2

3,3 , ,3

T
B BM B

T
B BM B

T
B BM B

R

R

R

 

 

 

 

 

 

 (4) 

{4}

{3}={BM3}

{2}={BM2}

{1}={BM1} {B}

{S2}

{S1}

{S3}

{S4}

{S5}

Bx

Bz

1y

1x

2y
2x

3y 4y

3x 4x

1Sx

1Sy

2Sx

2Sy

3Sx

3Sy

4Sy

4Sx

4Sy

4Sx

{G}
Gx

Gy

Gz

 

Fig. 2 Coordinate frames assigned to joints from left 
foot contacted with ground to middle of pel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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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i iS BMR 에서 {BMi}는 {B}가 최초 생성

되는(14,18) 계측 초기 시점에 {B}와 같으며, 하지부 

모든 관절에 부착되는 고정 기준 좌표계로 설정된

다. 이 때 각 관성센서들의 부착 자세가 서로 상

이하기 때문에 , i

T
G SR 를 {B}가 생성되는 초기 시점

에 구해진 일정한 크기의 행렬 ,G BR 에 곱해주어 

각 센서의 ,i iS BMR 를 구할 수 있고, 식 (3)으로부터 

, i

T
B BMR 도 구할 수 있다. 식 (4)를 통해 얻은 하지

부 각 관절 좌표계 각속도 ,i i 와 정강이, 허벅지 

및 골반의 길이(p1,2, p2,3, p3,4)를 이용하여 {B}에 대

한 {4}의 원점의 선 속도를 구하기 위한 속도전파 

모델은 아래의 식 (5), (6), (7)과 같다.  
 

1,2 1,1 1,1 1,2

2,2 2,1 1,1 1,1 1,2

, 2 , 1 1,1 1,1 1,2

2,3 2,2 2,2 2,3

( )

     ( )( )T
B BM B BM

v v p

v R v p

R R v p

v v p









  

  

   

  

 (5) 

3,3 3,2 2,2 2,2 2,3

, 3 , 2 2,2 2,2 2,3

3,4 3,3 3,3 2,3

( )

     ( )( )T
B BM B BM

v R v p

R R v p

v v p







  

   

  

 (6) 

4,4 4,3 3,3 3,3 3,4

, 4 , 3 3,3 3,3 3,4

,4 ,4 4,4

( )

     ( )( )T
B BM B BM

B B

v R v p

R R v p

v R







  

   

 

 (7) 

 
여기서 발목에 위치한 좌표계 {1}의 원점 선 속

도 v1,1은  0 0 0
T
로 가정한다.  

FC을 제외한 Heel Strike(HS), Heel Off(HO) 및 

Toe Off(TO) 단계(15)에서는 발바닥의 임의의 지점

의 회전축에 대하여 발이 회전하면서 발목 중심에 

속도가 발생된다. 따라서 FC구간에서만 유도된 속

도전파모델을 적용하여 보행속도를 추정할 수 있

다. 오른발이 지면과 접촉한 경우에도 상기 과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 발목으로부터 골반 중심

점까지의 속도전파 모델을 유도할 수 있다. 
 
2.2 골반부착 관성센서 기반의 관성 항법 

일반적으로 가속도 출력신호의 적분을 통하여 

속도를 추정할 경우, 가속도 출력에 포함된 측정오

차의 지속적인 누적으로 인하여 속도추정 결과에 

편향이 발생된다. 보행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행주

기 동안 오른발과 왼발이 모두 FC이 아닌 구간은 

약 11%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C 구간 동안에 식 (5) - (7)의 하

지부 기구학 기반의 속도 전파 모델을 통하여 

{B}에 대한 골반 좌표계 {4}의 원점의 선 속도 
3

,4Bv Î 를 매 20ms마다 추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의 FC이 종료되고 다음 FC이 감지되는 시점

까지 직전 FC구간의 마지막에 추정된 선 속도 

,4 1B i
v


를 아래의 식 (9)의 골반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 신호 적분의 초기 값으로 갱신한다. 즉, 매 

보행주기 중 FC이 종료되어 골반 관성센서의 가

속도 값을 적분하는 경우, 초기 선 속도 값을 속

도전파 모델의 선 속도 값으로 갱신함으로써, 적

분 오차의 누적으로 인한 적분 결과의 편향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

력은 센서 자체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출력되므로, 

식 (8)과 같은 후처리과정을 거쳐 식 (9)의 aB,4를 

구할 수 있다.  
 

 
4 4 4,4 , , , [0 0 ]'T

B G B G S S Sa R R a g    (8) 

1
,4 ,4 ,41

i

i

t

B B Bi i t i
v v a dt


    (9) 

3. 관성 항법 및 하지부 기구학 기반의 
보행속도 추정 실험 

3.1 측정 시스템 

하지부 기구학 모델을 기반으로 보행속도를 추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바닥과 지면의 접촉 검출

은 본 연구팀의 사전연구 결과인 관성센서 기반의 

발-지면 접촉검출 알고리즘(14)을 적용한다. 

양쪽 발(EBIMU model, E2BOX) 및 양쪽 정강이, 

허벅지 및 골반(MTx model, XSENS)에 관성센서를 

FC ?

IMU based FGCD algorithm(14)

Lower-limb kinematic model 
based estimation

,4B i
v

Integration of acceleration from Pelvic 
IMU

yes no

1
,4 ,4 ,41

i

i

t

B B Bi i t i
v v a dt


  

yes

,4 1B i
v



no

,4B x y zi i
v v v v   

FC is over ?

Fig. 3 Walking velocity estimation through periodic 
updating the walking velocity from the velocity 
propagation model to the initial value in the 
integ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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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부착하였다. 양쪽 발 및 정강이에 

부착된 관성센서는 발-지면 접촉 검출(14)(FGCD; 

Foot Ground Contact Detection)에 이용되고, 양쪽 정

강이, 허벅지 및 골반에 부착된 관성센서는 하지

부 기구학 보정 및 보행속도 추정에 이용된다. 
 

3.1.1 하지부 기구학 보정 

인체 관절의 불규칙한 형상과 근육의 움직임으

로 인해서 착용형 관성센서를 이용한 하지부 기구

학 해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학적 오차를 보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에 따라 하지부 기구학의 수학적 모델을 정의하고 

기구학적 오차 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5와 같이 

발판이 설치된 보정판을 이용하여 실제 인체의 말

단 좌표계와 기구학 모델의 말단 좌표계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구학 모델의 분절 길이 및 초

기 자세에 대한 보정(calibration)을 수행하였다. Fig. 

5에서 FH는 Foot Holder를 의미한다. 

3.1.2 센서 부착위치 선정 

관성센서는 근육 위에 부착되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센서의 자세 출력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강이 앞쪽 및 골반 뒤쪽은 근육 층이 얇

고 뼈와 가깝기 때문에 근육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가정 할 수 있는 반면, 허벅지는 근육 층

이 두텁기때문에 센서의 자세가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근육 움직임에 의해 발

생하는 센서 자세의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정 동작 시 허벅지의 근육들 중 가장 적게 활성

화 되는 부위를 조사하고 그 위치에 관성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보정판의 6개의 발판에 오른 발을 고정하고 무

작위로 동작할 때에 발생되는 허벅지의 근전도 측

정결과를 Fig. 7과 같이 도시하였다. 허벅지 각 부

위의 근육 활성도 비교를 위해 설치된 3개의 근전

도 센서 (PSL-iEMG2 model, Physiolab)는 허벅지의 

앞, 옆 및 뒷부분에 부착되며, 근육 활성도를1.65V

와 3.3V 사이의 전압 값으로써 출력한다. NI의 실

시간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보정판에 설치된 6개의 

foot holder에서 각각 1분간 수집한 허벅지의 근전

도 포락선 신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최대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든 foot holder에서 허벅

(a) (b)

IMU
(MTx model)

IMU
(EBIMU model)

Fig. 4 7-IMU sensors attached on (a) both shanks, feet,
(b) thighs, and pelvis for estimating the walking 
velocity 

 

FH 1
FH 2

FH 3

FH 4

FH 5

FH 6

FH Base

평면형

경사형

FH 3 : XYZ Earth fixed angle

7.32

24.23

17.13






 

 









FH 4 : XYZ Earth fixed angle

8.21

13.20

20.51








 

 







Fig. 5 Calibration of the lower-limb kinematics using 
six sole-shaped jig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eak value of the 
EMG envelope signals of the thigh collected for 
one minute in each of six sole-shaped jigs 

(a) (b) (c) 
 

Mean S.D Peak Mean S.D Peak Mean S.D Peak

FH1 1.72 0.036 1.87 1.70 0.017 1.78 1.65 0.005 1.69

FH2 1.72 0.044 1.99 1.70 0.025 1.81 1.66 0.008 1.73

FH3 1.72 0.060 2.03 1.70 0.026 1.80 1.68 0.018 1.80

FH4 1.77 0.080 2.12 1.72 0.030 1.84 1.68 0.020 1.75

FH5 1.75 0.070 2.13 1.72 0.027 1.85 1.69 0.024 1.83

FH6 1.77 0.091 2.20 1.74 0.034 1.87 1.70 0.038 1.89

 
 

(a) (b)

(c)

 

Fig. 6  EMG sensors attached to the lower-limb part for 
estimating muscle activities at (a) front, (b) side, 
and (c) back of the t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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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뒷부분의 근전도 포락선 신호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예비 실험 결과를 토대로, 5개의 관성센

서들을 양쪽 정강이 앞쪽 뼈(tibia) 바로 위, 양쪽 

허벅지 뒷부분 및 골반 뒤쪽 중앙 뼈(sacrum) 바

로 위에 전용 스트랩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실험

을 진행하였다. 
 

3.2 실험 방법 

과거 하지부 근골격계 질환 및 부상 경험이 없

는 20대 성인 남성(키: 181.2cm, 몸무게: 78.8kg) 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보행속도 추정 실험에 앞서, 

하지부 기구학 모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지부 기구학 모델의 기구학적 보정(calibration)을 

수행한다. 하지부 기구학의 보정은 Fig. 8의 (a)의 

발판(footplate)을 보정도구로 활용하고, 보정 대상

이 되는 오차인자는 식 (6) - (8)의 하지부 각 분절

의 길이에 해당되는 , 1i idp  와 각 분절의 자세에 해

당되는 id 로 설정하였다. 추정오차가 소수점 아

래 4자리에서 변화가 없으면 보정을 종료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8의 (b)와 같이 관성센서 기반의 

보행속도 추정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벤

치마크 시스템으로서 2D 레이저 스캔 센서(Laser 

Range Finder, LRF) 를 활용하였다. 

Fig. 9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LRF를 이용하

여 보행자의 골반 중심점과 LRF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된 거리 값의 수치 미분을 통해서 

보행 자의 이동 속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

i LRF i LRF
i LRF

p p
p

t
n --

= =
D


 


 (10) 

(a)

x

y
z

{B}

Normal 
walking

Distance
measurement

LRF
(LMS111 model)

(b)

x

z
{B}

y

 

Fig. 8 (a) Calibration of lower-limb kinematics before 
walking experiment and (b) environment of 
straight walking experiment 

 

LRF

보행자

Walking direction

Center point
tracking

y [m]

x
[m

]

-2 -1 0 1 2

0

1

2

3

4

5

LRF

Start
(1.327, -0.0174)

Finish
(4.604, 0.0803)

 

Fig. 9 Method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a subject 
using LRF sensor (left) and its experimental 
result (right) 

 
식 (10)은 후향차분(backward differential)의 수치

미분을 이용하여 LRF와 보행자의 사이의 상대 속

도를 구한 것이고 여기서,  는 
T

x y    이고, p


는 [dx dy]
T이며, 데이터 수집률은 25Hz이다. 

제안하는 관성센서 기반의 보행속도 추정 시스

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다음 2가지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1로부터 Fig. 9의 (b)와 같이 약 3m의 

거리를 직선으로 보행하여 단거리 보행 시 관성 

항법 시스템의 추정속도 발산 현상이 개선됨을 확

인하였다. 실험 2로부터는 가로 2m, 세로 3m 사

각형의 안쪽을 20바퀴 보행하여 오랜 시간 보행 

시에도 센서 편향에 견실하게 보행속도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실험에서 LRF를 이용

하여 측정된 보행속도와 관성센서 기반의 시스템

을 이용하여 추정된 보행속도의 비교를 통해서 제

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3.3 실험 결과  
 
3.3.1 실험 1 

LRF를 이용한 보행 거리 측정 결과, x축 및 y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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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velops of muscle activity measurements from 
three pair of EMG sensors (a) front, (b) side, and 
(c) back of t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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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각각 약 3.28m 및 0.10m를 이동하였다. y

축 방향 이동거리는 x축 방향 이동거리의 약 

3.05%에 해당하는 매우 짧은 거리이다. 따라서 직

선 보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동속도인 vx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성센서 기반의 보행속도 추정 시

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공칭 기구학 모델(nominal kinematic model) 및 가

속도 출력신호 적분을 통해서 추정된 보행속도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기구학을 이용하여 보행속

도가 추정된 구간과 골반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

신호의 적분을 통해 보행속도가 추정된 구간을 확

인할 수 있다. 골반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신호

의 초기 값이 갱신되지 않고 적분 오차가 누적되

는 보행속도 또한 도시되어 있다. 2.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FC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골반 

관성센서의 가속도 출력을 직접 적분할 때 보행 

속도의 초기값 ,4 1B i
v


을 속도전파 모델을 통해 추

정된 보행 속도의 값으로 갱신하여 적분오차의 누

적으로 인한 편향 정도가 개선되었음을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상기의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행속도 추정방법의 시간에 

따른 추정값의 편향 특성 제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단, 제안하는 보행속도 추정법의 정밀도가 하지

부의 공칭 기구학 모델의 불확실성에 매우 의존적

이기 때문에, 보정 기구학 모델(calibrated kinematic 

model)을 이용하여 추정된 보행속도 및 LRF를 이

용하여 측정된 보행속도를 Fig. 11에 비교하여 도

시하였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행속도 

추정 시 보정된 기구학 모델을 이용할 때 정확한 

보행속도 추정이 가능하다. LRF를 통해 측정된 보

행속도에 대해서 보정 기구학 기반의 관성센서 시

스템의 경우에는 0.0719m/s의 RMS 오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된 보행속도를 통해서 보행거리를 계산

한 결과, 3.28m를 나타낸 LRF의 측정값에 비하여 

보정된 기구학 기반의 관성센서 시스템의 경우 

3.24m로 나타났다. 
 
3.3.2 실험 2 

Fig. 12는 보정된 기구학을 이용하여 추정된 보

행속도 및 LRF를 이용하여 측정된 x축 및 y축 방

향 보행속도를 나타낸다. 20바퀴를 약 330초 보행

하는 동안 센서 오차 누적에 따른 편향 없이 보행

속도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 

보정된 기구학을 이용하여 추정한 보행속도의 

RMS 오차를 제시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착용형 관성센서를 기반의 착용

자의 보행속도 추정에서 센서 편향(drift)에 대한 

강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성 항법 시스템 및 하

지부 기구학 모델 기반 시스템의 융합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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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experimental comparison of drift of estimated 
walking velocity between the proposed method 
and simple inertial navigation 

Table 2 Comparison of the estimated walking distance 
and the RMS error of estimated walking 
velocities using nominal and calibrated lower-
limb kinematics with respect to the LRF 
measurement result 

 Distance [m] RMS error [m/s]
LRF 3.28 - 

Calibrated kinematics 3.24 0.0719 

 
Table 3 Comparison of the RMS error of the estimated 

walking velocity components using nominal and 
calibrated lower-limb kinematics with respect to 
the LRF measurement result 

 RMS error [m/s] 

Walking speed vx vx 

Calibrated kinematics 0.0789 0.0782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walking velocity 
estimation using nominal kinematics, calibrated 
kinematics, and LRF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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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또한 제안 방법의 보행속도 추정 시 시

간에 따른 편향 방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350

초 가량 보행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지부 

기구학을 통해 추정한 보행속도를 매 보행 주기마

다 관성 항법의 초기값으로 갱신하면 관성 항법의 

오차 누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보행속도 추정방법은 이후 

모바일 로봇의 야외 실시간 리더추종 제어에서 기

준입력으로서의 리더의 보행속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레이저센서(Lidar)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리더 추종이 어려운 야간, 

장애물 환경 하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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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walking velocity estimation using nominal kinematics, calibrated kinematics, and LRF 

sensor for 35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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