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0, No. 4, pp.65-71, Aug. 31, 2020.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65 -

https://doi.org/10.7236/JIIBC.2020.20.4.65

JIIBC 2020-4-9

칼만 필터를 이용한 WiFi Fingerprint 및 
PDR 데이터의 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sion of WiFi Fingerprint and PDR data 
using Kalman Filter

오종택*

Jongtaek Oh*

요  약  실내외에서 스마트폰의 이동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하여 WiFi Fingerprint 방식과 Pedestrian Dead
Reckoning 방식을 연동하였다. 전자는 절대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위치로부터 랜덤하게 오차가 발생하며, 후자
는 연속적으로 위치를 추정하지만 이동할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추정 위치 데이터를 연동시키기 위한 모델과 Kalman Filter 수식을 정립하였고, 최적 시스템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시스템 잡음과 측정 잡음의 공분산 값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측정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
이 상호 보완된 향상된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accurately track the trajectory of the smartphone indoors and outdoors, the WiFi
Fingerprint method and the Pedestrian Dead Reckoning method are fused. The former can estimate the
absolute position, but an error occurs randomly from the actual position, and the latter continuously 
estimates the position, but there are accumulated errors as it moves. In this paper, the model and 
Kalman Filter equation to fuse the estimated position data of the two methods were established, and 
optimal system parameters were derived. According to covariance value of the system noise and 
measurement noise the estimation accuracy is analyzed. Using the measured data and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roved performance was obtained by complementing the two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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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실내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
에서의 위치 추정 기술이 중요하게 되었다. 실외에서도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위성 신호가 수신되

지 않는 지역에서는 위치 추정이 불가하며, GPS를 이용
한 경우에도 위치 추정 오차가 5~20 m에 이르러 정밀한 
실외 위치 인식 서비스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외 위치 추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음향 신호를 
이용하여 삼각 측량 방식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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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1]. 그러나 음향 신호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가
청 주파수 대역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시끄
러운 문제가 있다. 주변에 Zigbee Access Point (AP)들
을 배치하고, 수신 신호의 세기를 삼각 측량 방식으로 측
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2, 3].

 그러나 전파 전파(radio propagation)의 고유 특성
인 다중 경로에 의한 페이딩 현상 때문에 전파의 경로 손
실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위치 추정 오차가 작지 않은 문
제가 있다. 이와 다르게 주변에 많이 설치된 WiFi 무선
랜 공유기들의 수신 신호를 사전에 일정 간격으로 측정
하여 데이터로 저장하여 놓고, 나중에 위치를 측정하려는 
장소에서 다시 공유기들의 수신 신호를 측정한 후, 이 신
호들과 저장된 데이터들을 비교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정
하는 기술들(WiFi Fingerprint: WFP)이 많이 연구되었
다[4~6]. 이 방식은 위치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에 많은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공유기들의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데이터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가
로 및 세로 방향으로 1 m 간격으로 측정하였을 때, 위치 
추정 정확도가 약 1 m 정도에 이른다[7].

한 편,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및 자이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 궤적을 추적하는 연구도 많이 진
행되어 왔다[8]. 지자기 센서의 경우는 주변에 설치된 쇠 
구조물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지자기 방위각의 오차가 
매우 큰 문제가 있다[9].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는 저가형
을 내장되어 있어, 단순히 이중 적분의 방법으로 스마트
폰의 이동 거리와 회전 각도를 추정한다면 매우 큰 추정 
오차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들고 걷는 보행자를 대
상으로 발을 바닥에 딛는 충격을 검출하고, 보폭과 회전 
방향을 추정하는 Pedestrian Dead Reckoning (PDR)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0~12]. 이 방식의 경우 
보폭을 추정할 때 가속도 데이터와 사용자의 키 등의 다
양한 파라미터를 활용한 수식을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걷
는 자세에 따라 오차가 매우 크며, 회전 각도를 추정할 
때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Extended 
Kalman Filter (EKF)에 적용하는데 역시 추정 회전 각
도에 오차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동 거리가 증가할수록 
위치 오차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PDR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 위치 추정 방식이므로, 출발 위치의 절대 
위치 좌표를 입력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이동 궤적을 정확히 추적하
기 위하여, WiFi Fingerprint 기술과 PDR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Kalman Filter를 적용하

여 두 가지의 데이터를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
였으며, PDR 방식을 위한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고, WFP 방식의 데이터와의 Kalman Filter 연
동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Ⅱ. PDR과 WFP의 위치 추정 모델

1. PDR과 WFP에 의한 위치 추정
PDR 방식은 보행자가 센서를 들거나 부착하고 보행

하는 경우, 발걸음에 따른 충격을 기준으로 보폭과 걸음
수를 추정하여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
속도센서나 자이로센서 등의 센서 데이터가 수 msec 간
격의 고속으로 수집되더라도 수 msec 간격으로 이동거
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르게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방식은 센서 데이터를 시간
에 따라 이중 적분하여 이동거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즉, 발걸음을 딛거나 뗄 때마다 이동거리를 계산한다. 따
라서 실제로 이동거리가 계산되고 생성되는 시간은 수 
msec 간격이 아니라 발걸음을 걷는 시간 간격에 따른다.

한편, WFP 방식에 의한 위치 추정은, 사전에 여러 장
소에서 주변의 무선랜 공유기들의 신호를 측정하여 데이
터 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위치를 파악하려는 장소에서 
무선랜 공유기들의 신호를 측정하여 기존의 데이터와 비
교하여, 가장 유사한 데이터의 장소를 현재의 장소로 추
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무선랜 공유기들
의 신호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주변의 무선랜 
공유기가 많을 수 록 길어지며, 2.4GHz와 5.8GHz 대역
폭을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2.4GHz 대역
만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더 소요된다. 
실험적으로 주변 무선랜 공유기들의 신호를 한 번 스캔
하는데 약 3초 정도가 소요되었다. 

PDR 방식의 발걸음을 뗄 때의 위치 추정 시간과 
WFP에 의한 절대 좌표 추정 시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
생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추정 위치를 Kalman Filter
로 연동(fusion)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위치 추정 
완료 시간을 맞춰 주어야 한다.

상대 위치 추정 방식인 PDR 방식은 단거리에서는 이
동거리와 방향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이동 거리가 증가할
수록 위치 오차가 누적되어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
것을 절대 위치 추정 방식인 WFP 방식으로 보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WFP 방식 역시 위치 추정 오차가 있으므
로,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오차가 작은 경우에만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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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추정 위치와 fusion 시켜줘야 한다.

2. 위치 추정 좌표 모델링
각종 센서의 데이터 수집 시간 index를 k라고 한다. 

스마트폰과 같이 비실시간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장치에
서 k와 k+1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스마트폰
에서 수 msec에 해당한다.

PDR 방식에서 발걸음을 뗄 때 추정한 상대 좌표는 
  이고, stepno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
나씩 증가된다. 발걸음 사이의 시간은 걸음걸이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백 msec 이상이다.

WFP 방식에서 추정한 절대좌표는  이고, 
wfp는 WFP 방식으로 추정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된다. 
추정 시간 간격은 보통 3초 이상이다.

PDR 방식으로 상대 좌표를 추정하는 시간 사이에, 
WFP 방식으로 절대 좌표가 추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즉, PDR 방식으로 추정 좌표가 약 4~5회 정도 생성되는 
동안 WFP 방식에 의한 추정 좌표는 1회 정도 생성된다.

그림 1 (a)에서는 stepno 시간에 PDR 방식으로 추정
한 위치   이후의 시간 wfp에서 WFP 방
식으로 추정된 위치  와 이 때의 위치를 
extrapolation 방법으로 추정한 좌표가    이
다. 즉, WFP 방식으로 위치를 추정한 때의 PDR 방식의 
추정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것은 PDR 방식과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
다. 이 때 점선의 원은 실제로 사용자가 k+n 시간에 있
다고 추정되는 위치의 범위이다. (b)에서는 이 범위에 대
해 더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점선 원은 n 시간 구간 동안
의 예상 이동 거리 와 방향 전환 범위의 각도 
±에 의한 k+n에서의 예상 위치 범위 모델이다. 
여기서 은   와  와의 거리이다.

 

x, longitude(경도)

y, latitude(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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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PDR 방식과 WFP 방식에 의한 위치 추정 시간 
인덱스, (b) k 시간에서 k+n 시간에서의 이동 위치의 
범위.

Fig 1. (a) position estimation time index for PDR and 
WFP method, respectively, (b) moving position 
scope from time index k to k+n.

     은 이전의 PDR 방식에 의해 추
정된 좌표이고,  는 가장 최근에 발걸음에 
의해 추정된 PDR 방식의 좌표이다.  는 WFP 
방식에 의해서 현재 추정된 좌표이다.   은 
WFP 방식으로 좌표가 추정될 시간에 extrapolation으
로 예측된 PDR 방식의 좌표이다. 즉, 다음의 발걸음에 
의한 PDR 방식의 좌표       생성 이전
에 이동했을 추정 좌표이다.

사용자의 순간적인 이동 거리 및 방위각 변동 즉, 이동 
위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속적인 이동 궤적을 고려하
면, WFP 방식의 추정 좌표  는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R의 예상 위치 범위 이내에 있
어야 한다. 여기서  ∙sin 이다. 

WFP 방식에 의해 추정된 좌표  가 이 원의 
밖으로 벗어나면 WFP 방식의 추정 좌표가 오류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에는 WFP 방식의 추정 좌표 
 는 무시한다.

extrapolation에 의한 추정 위치 좌표   의 
예상 위치 범위를 원으로 모델링하면,  ∙sin  
로, 범위의 반지름 R은 예상 이동 거리 과 방향 전
환 범위 각도  에 의해서 정해진다. 시범적으로 
   

로  설정한다. 향후 각도는 시험을 통해 수정
하며,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Ⅲ. 칼만 필터를 이용한 연동

1. Kalman Filter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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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 방식의 경우 발걸음을 검출하기 위한 주파수 검
출 방식, 최대 최소 가속도의 합 방식 그리고 적응형 임
계값 방식 모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므로 센서 자체의 
오차를 고려해야 하고, 사용자의 보폭을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는 사용자의 다리 길이가 다르므로 정확한 거
리를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걷는 속도와 자세, 패턴에 따
라서 이동 거리 추정 오차가 매우 크다.

PDR 방식과 WFP 방식으로 각각 추정한 위치 좌표 
데이터를 Kalman Filter로 fusion하는 것은 PDR 방식
과 WFP 방식으로 각각 위치 추정 좌표가 생성될 때마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PDR 방식과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시간 간격이 다르고, 정확도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선형
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PDF 방식의 위치 추정 좌표는 system 

transition equation에서 prediction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좌표는 측정값 
에 사용된다. 그러나 시간 및 조건에 따라 다른 값들이 
사용된다.

즉, PDR 방식에 의해 위치 추정 좌표가 생성될 때는, 


 으로 수식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

때의   도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한
편, WFP 방식으로 추정된 좌표가 생성되면, 


 이고, 이 때의 측정값 는 다음 식

과 같다.

 










    
≤ ∙sin 

 처리 안함  
(1)

즉, WFP 방식의 추정 위치 좌표 값이 k+n에서 
extrapolation으로 추정된 PDR 방식의 위치 좌표의 오
차 범위 이내 일 때만 Kalman Filter의 측정값으로 사용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DR 방식과 extrapolation으
로 추정된 위치 좌표인  를 사용한다. 

   를 계산할 때에, INS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미 생성된 
 와      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extrapolation 기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     (2)

    ∙

여기서 m은 와 과의 추정 시간 차이이
다. 즉, 비례관계로 가정하여  를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이것도 생략하여 약간의 오차를 감
수하고,   대신에   즉,  를 
Kalman Filter의 prediction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PDR 방식의 경우 단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에 상대 좌표 추정이 비교적 정확한 장점을 이용하고, 
WFP 방식의 경우 절대 좌표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 오차 때문에 추정 위치가 예상하지 않는 위
치로 도약하는 경우에는 Kalman Filter 측정값으로 사
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2. Kalman Filter 적용 방안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슴 앞에 거의 

수평으로 들고 스마트폰의 뒷면은 바닥을 향해 있는 상
태에서, 사용자가 실내에서 걸어갈 때 그 이동거리를 측
정하는 방법을 가정한다. WFP와 PDR 방식으로 추정한 
위치 좌표값을 Kalman Filter에 입력하여 위치 좌표를 
연속적으로 추정한다.

가. PDR 방식으로 추정 위치 좌표 생성 시
이때의 Kalman Filter의 state transition equation

과 measurement equation은 각각 다음과 같다.

        
       (3)

    (4)
 
식 (3)에서는 PDR 방식으로 상대 좌표를 예측

(prediction)하고, 식 (4)에서는 식 (3)의 예측값을 측정
값으로 사용한다. 식 (3)은   의 
형태이므로, 기존의  의 system 
transition equation에서의 Kalman Filter 수식과 약
간 달라야 한다[13].  따라서, 아래의 기존의  Kalman 
Filter 알고리즘에서, prediction 부분을 


    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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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기값 선정: , 
② Prediction(예측값과 오차 공분산 예측값 계산): 

    

  

  
 

③ Kalman gain 계산:  
  

 

④ Update(추정값 계산):  

     




⑤ Update(오차 공분산 계산):  
    



⑥ 후, →로 증가 시키고, ②부터 반복 수행

나. WFP 방식으로 추정 위치 좌표 생성시










 

 
 





















                  (5)

 










    
≤ ∙sin 

 처리 안함  

(6)

식 (5)에서 extrapolation으로 상대 좌표 예측
(prediction)을 하고, 식 (6)에서 WFP 방식의 추정 위치 
좌표의 오차에 따라서 선택한다. 식 (5)와 (6)에서 
  대신에  을 사용할 수도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두 가지 다른 데이터를 연동하여 값을 추정할 때 Kalman 
Filter를 많이 사용한다. 이때 system transition 
equation과 measurement equation을 적절하게 정립
해야 하며, 또한 시스템 잡음의 공분산 Q와 측정 잡음의 
공분산 R을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야 Filter의 성능이 좋
아진다. 공분산 값은 이론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값을 설정하며 좋은 결과가 산출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각형의 경로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의 센서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MATLAB으로 PDR 추정 위치 좌표를 계산하
였으며, 또한 해당 위치 좌표를 기준으로 약간의 시간 지
연 동안 이동한 위치 좌표에,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갖는 
위치 오차값을 더하여 WFP 방식으로 추정한 절대 위치 
좌표를 가상적으로 생성하였다. 따라서 이 가우시안 오차
의 분산값으로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오차의 정도를 조
정한다. 

PDR과 WFP 방식의 추정 위치 좌표의 시간이 동일하
지 않고, 짧은 경로에 대한 PDR 방식의 오차는 작고, 
WFP는 절대 좌표를 추정할 수 있지만 랜덤한 위치 추정 
오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
점을 Kalman Filter로 보완하는 것이다. 

(a)

(b)

(c)

그림 2. WFP 추정 오차의 분산이 0.2일 때, Kalman Filter 
출력: (a) Q=[0.01 0; 0 0.01], R=[0.01 0; 0 0.01], 
(b) Q=[0.01 0; 0 0.01], R=[0.1 0; 0 0.1],(c) 
Q=[0.1 0; 0 0.1], R=[0.01 0; 0 0.01].

Fig. 2. Kalman Filter output for the WFP estimation error 
variance of 0.2: (a) Q=[0.01 0; 0 0.01], R=[0.01 
0; 0 0.01], (b) Q=[0.01 0; 0 0.01], R=[0.1 0; 0 
0.1],(c) Q=[0.1 0; 0 0.1], R=[0.01 0; 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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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오차의 분산이 0.2
인 경우이다. 시스템 잡음의 공분산 Q와 측정 잡음의 공
분산 R 값의 변화에 따라 Kalman Filter의 성능이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원은 PDR 방식으로 
추정한 발걸음의 좌표이고, +는 생성된 WFP 방식의 추
정 위치 좌표이다. 그림 3은 WFP 방식의 위치 추정 오차
의 분산이 0.5인 경우이다. 위치 오차가 더 커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3. WFP 추정 오차의 분산이 0.5일 때, Kalman Filter 

출력: (a) Q=[0.01 0; 0 0.01], R=[0.01 0; 0 0.01], 
(b) Q=[0.01 0; 0 0.01], R=[0.1 0; 0 0.1],(c) 
Q=[0.1 0; 0 0.1], R=[0.01 0; 0 0.01].

Fig. 3. Kalman Filter output for the WFP estimation error 
variance of 0.5: (a) Q=[0.01 0; 0 0.01], R=[0.01 
0; 0 0.01], (b) Q=[0.01 0; 0 0.01], R=[0.1 0; 0 
0.1],(c) Q=[0.1 0; 0 0.1], R=[0.01 0; 0 0.01].

두 가지의 WFP 추정 오차 경우에 대해서, Q보다 R이 
더 큰 경우에 연동된 추정 위치가 가장 정확하다. 즉, 
WFP의 오차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 이유는 R이 측정 
잡음의 공분산이므로, R이 크면 Kalman Filter의 알고
리즘에서 Kalman gain 이 작아지므로, WFP 측정값
보다는 PDR 예측값의 비중을 크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PDR 방식과 WFP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이 
두 가지 방식의 데이터를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연
동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치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모델과 수식을 정립하고 최적
의 파라미터를 구했다. 향후에는 WFP 방식의 추정 좌표
의 정확도를 구하여 이를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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