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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sensor location and step estimation algorithm for personal navigation system (PNS). 

PNS has the disadvantage in that the position of the sensor must be fixed on a human body. Three-axis acceleration 

sensor is used to solve the disadvantage and to consider the real situation. We simplify the measurement data by using 

the band pass filter, witch It has the advantage in the detection of characteristic point. Through the detected 

characteristic points, it is possible to setup the parameter for the pattern detection. Depending on the sensor location, the 

parameters have the different type of noise covariance. Particularly, when the position of the sensor is changed, the 

impulse noise shows up. Considering the noise, we apply the recursive least square algorithm using the variable 

forgetting factors, which can classify the sensor location based on the estimated parameters. We performed the 

experimen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in the various environments.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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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군사, 학문, 탐사 등을 목 으로 연구되던 치 추정 기술

은 사회구조와 연계한 기술의 발달로 LBS (Location Based 

Service)라는 하나의 응용분야로 성장하 다. LBS는 용

상에 따라 CNS (Car Navigation System)와 PNS (Personal 

Navigation System)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1]. CNS는 차

량 상의 서비스로 표 인 센서로는 GPS (Global Posi- 

tioning System)가 있다. GPS는 궤도에 존재하는 24개의 

성으로부터 치 정보를 획득해 정보수신이 가능한 실외

의 좌표계를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실외 동작이 많

은 CNS에 합하다. 그러나 실내외의 이동제한이 없는 보

행자를 상으로 하는 PNS는 GPS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따

라서 실내 치정보 획득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의 연구들에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WB (Ultra Wide Band), Bluetooth 등이 있으나, 시스템 

구성 단가의 상승, 벽이나 실내에 존재하는 차폐물에 의한 

신호 차단 효과로 인해 오차가 생기는 단 이 있다[2-6]. 언

된 단 의 개선을 해 성 항법 장치와의 데이터 융합

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때 성 항법 장치는 자이로 센서나 가속도 센서와 같이 출

력 신호를 분하여 기 치로부터의 이동거리를 획득할 

수 있는 장치로써 센서 제작 시 포함되는 바이어스 오차나 

측정 시 나타나는 잡음에 의한 오차로 인해 짧은 시간에 

 오차가 발산하는 단 을 지닌다. 이외에 진행 방향과 센

서 측정 축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센서 비정렬 오차가 

있다. 센서 비정렬 오차는 자동차와 같이 이동 역이 평면

으로 제한되는 상의 경우 큰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

동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보행자의 경우 센서에 큰 

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기존의 PNS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신체 일부에 센서를 고정시키고 측정한 데

이터를 이용한다. 특히 Villanueva는 진행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첨두치가 뒤꿈치 지기와 일치함을 보 고, Auvi- 

net는 상하방향 보행가속도와 지기가 큰 연 이 있음을 

보 다[7, 8]. 일반 인 보행은 몇 개의 보행단계를 반복 으

로 수행하며 각 단계는 서로 한 계를 가진다. 이들 

단계는 지면과 발의 을 기 으로 지지기와 비지지기로 

나 고, 지지기는 한 지지 부 나 보행 특성에 따라 다양

한 구간으로 나  수 있다[9]. 

이동거리 연산을 해서는 걸음수 검출이후 고정된 보폭

을 용하거나 반복 으로 수행되는 보행 단계에서 검출 가

능한 특징 들이 이용된다[10-13].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넓은 범 의 보폭 변화를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센서 비정렬 오차를 고려하기 해 신체에 고정하는 

별도의 측정 센서는 PNS의 화  상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의 LBS 단말기는 휴 폰, PDA와 같이 작고 

경량인 개인 휴 기기가 주를 이루고 특히 휴 폰의 경우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MEMS 기술의 발달로 자이로 센

서, 가속도 센서, GPS, 상 센서 등 다양한 소형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휴 폰과 내장 센서를 이용한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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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가능해졌으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알고리즘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항법 시스템을 한 센서 치  보

폭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센서 비정렬 오차를 고려하

기 해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고 출력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디지털 필터를 설계한다. 단순화된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특징 을 이용해 센서 치의 검출이 가능하고 검출

된 센서 치에 따른 사용자 보폭 추정식 도입으로 이동거

리 연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센서 치 추정을 

한 라미터에는 특징 들이 사용되고 연산된 라미터의 

분포 역이 넓어 재귀  최소자승법을 통해 추정된 라미

터 값을 사용한다. 한 보행  센서의 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성분의 변화와 충격성 응답은 가변 망각인자

를 도입하고 인자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하여 실내외의 환경에서 반복

인 실험을 수행한다.

2 . 본  론

그림 1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속도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데이터는 정렬 과정을 통해 보다 

단순화 할 수 있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특징  검출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검출된 특징 은 걸음 수와 센서 치 추

정을 한 라미터에 사용되고 검출된 걸음 수에 연산된 

보폭을 곱하여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그림 1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2 .1  데이터 정렬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 측정 축과 이동 축이 일치하지 않

을 때 발생하는 센서 비정렬로 인한 오차를 고려하기 해 

식 (1)과 같은 3축 가속도의 합을 이용한다.

                               (1)

식 (1)에서  ,  , 는 각각 x, y, z 축의 가속도 

값을 의미하고 정지 상태에서 는 력 가속도 9.8이

다. 이상 인 경우 력 가속도 성분을 제외함으로써 보행 

가속도 합을 얻을 수 있으나 기존의 알려진 력 가속도는 

지구상의 측정 지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한 측정 장치

에 존재하는 바이어스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알려진 값과 

비교하여 다른 값을 가진다. 가속도 센서를 통해 나타나는 

보행 가속도 신호는 복잡한 형태의 출력이 반복 으로 나타

나 특징  검출이 어렵다. 따라서 가속도 신호의 단순화와 

력 가속도 성분 제거를 해 데이터 정렬과정이 필요하

다. 보행 가속도의 주 수 특성 분석을 해 푸리에 변환을 

사용한다. 일반 인 보행 특성은 20Hz 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력 가속도의 향으로 0Hz 역에서 충격성 응

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역 통과 필

터를 사용해 20Hz 역의 특성만을 남길 수 있고 이러한 

필터링 단계별 출력 변화를 그림 2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2  필터링 단계별 출력 데이터

Fig. 2  Data in filtering phase

  그림 2에서 실선은 센서로부터 측정한 실제 측정값을 나

타내고, 선은 측정 신호에 역통과 필터를 용한 출력값

이다. 그림 2를 통해 기존 출력 신호에서 확인되는 첨두치

와 필터를 통과하면서 정렬된 데이터의 첨두치가 동일한 시

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통과 필터의 최종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기존의 보행 가속도 신호를 단순화하

고 정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력 가속도의 향을 제거할 

수 있다.

2 .2  특징  검출   걸음 수 검출

앞 에서 역통과 필터를 이용해 정렬된 데이터는 그림 

2와 같이 사인 형태로 단순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정렬된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해 검출해야할 특징

은 첨두치와 0  교차 이다. 그림 3은 특징  검출을 한 

순서도를 나타낸다. 특징  검출에는 보행 가속도 신호 와 

미분값 ′을 이용하고, 와 는 각각 걸음 수와 0  교차
을 뜻한다.

그림 3 특징  검출 순서도

Fig. 3 Flow chart of characteristic poi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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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된 첨두치는 걸음 수 추출을 해 사용되고, 0  교차

은 센서 치 추정과 보폭 추정을 한 라미터 설정에 

사용된다. 일반 인 보행에서 한 걸음에 2개의 첨두치가 검

출된다. 그러나 보행시 발생하는 불특정 동작이나 정지 상

태에서 발생하는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첨두치가 오검출되

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간은 임계값을 용하여 제

거할 수 있고, 2.3장에서 수행하는 센서 치와 보폭 추정 

단계를 생략하여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3 센서 치  보폭 추정

  이상의 과정들을 통해 단순화된 보행 가속도 합으로부터 

보행횟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단  걸음에 한 

보폭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진행

방향의 가속도 신호를 연산하지 않고 특징 을 이용한 간

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센서 치에 한 신호들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센서 치에 따른 출력 패턴을 

나타낸다.

a) 센서의 손 배치시 출력 패턴

b) 센서의 상의 배치시 출력 패턴

c) 센서의 하의 배치시 출력 패턴

그림 4 센서 배치 치에 따른 패턴 변화

Fig. 4 Measured pattern by sensor location

그림 4는 자유롭게 100걸음을 보행할 동안 각 치에 배

치된 3개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는 검출

된 첨두치를 나타낸다. 그림 4(a)는 센서를 손에 들고 치 

정보를 확인하면서 보행할 때의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안

정된 시계확보를 해 사용자는 휴 기기의 움직임을 제한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출력은 그림 4(b)와 같이 상의 주

머니에서 나타나는 출력과 유사하다. 반면에 그림 4(c)는 하

의 주머니에 센서를 배치했을 때의 데이터로 앞의 두 신호

와 달리 검출되는 첨두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골반의 움직임으로 인해 센서의 이동거리가 달라지고 

센서 배치 측 다리가 지지기와 비지지기를 통과하면서 나타

나는 신호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출된 첨

두치는 크기에 따라 두 개의 패턴이 반복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첨두치의 크기가 클 때 센서 배치 

측 다리는 비지지기에 속하고 첨두치의 크기가 작을 때 센

서 배치 측 다리는 지지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세 치에 해 두 패턴을 고려할 수 있고 식 (2), (3), 

(4)와 같이 단 시간에 한 이동평균과 그에 한 표 편

차, 패턴 분류 지표 를 이용해 센서 치를 구분할 수 있

다. 센서 치 추정을 한 연산의 단 는 그림 4(c)에서 나

타나는 반복주기의 최소단  4로 한다. 센서 치 추정에 

사용되는 정보는 2.2장에서 추출한 첨두치와 0  교차 을 

이용해 연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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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첨두치의 이동평균은 보행 속도의 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첨두치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 편차를 

라미터로 사용한다. 4개의 이동구간에서 검출되는 첨두치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된 표 편차는 분포 역을 가진

다. 센서가 손과 상의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는 그 분포 

역이 좁고, 검출된 첨두치의 크기 차이가 큰 하의의 경우는 

상의와 손의 경우보다 그 값이 크고 분포 역도 훨씬 넓게 

나타난다. 센서의 배치 치를 구분하기 한 기 으로 고

정된 상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첨두치의 이동평균  표

편차는 보행자의 이동속도에 따라 유동 으로 변화하므로 

이들을 구분하기 한 기 으로 첨두치에 향을 미치는 0

 검출 시간  구간 분값을 포함한  패턴 분류 지표 

를 도입한다.

와   값은 분포 역을 가지고 센서 치 추정을 해

서는 분포 역을 보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보

행  센서 치 변화시 는 충격성 응답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기 해 가변 망각인자를 이용한 재귀  최소자승법

을 도입하기로 한다. 센서 치 추정을 한 데이터가 가지

는 분포 역을 잡음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5)

이때  , 는 각각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 는 측정 

시 포함되는 잡음 성분을 나타낸다. 이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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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시스템 출력 신호  ,  입력 

신호 벡터    , 측정 잡음 성분    
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측정 잡음 은 공분산 을 가진다.

  시스템 라미터의 추정값을  으로 나타낼 때 추정 

오차는

                       (7)

로 나타나고 이때     가 성립한다. 이

들 식으로부터 기본 인 재귀  최소자승법의 수식은 아래

와 같이 나타난다.

                  (8)

             


            (9)

        

         (10)

                       (11)

 수식들에서 는 이득 행렬, 는 오차 공분산, 는 가변 

망각인자, 는 추정 오차를 각각 나타낸다. 

식 (11)의 은 n-1 시 의 값을 이용한 오차이고, n 

시 의 오차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식 (8), (11), (12)로부터 은 식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13)

이때 가변 망각 인자 는 일반 으로 ≤ ≤의 값을 

가지며 모든 시 에서   를 만족하면 망각계수는 고정 

망각 계수를 가지는 재귀  최소자승법과 동일하다. 비용함

수를 

                          (14)

로 표 할 수 있고 이를 망각계수 에 해 정리하면

      



 

        (1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hilders는 식 (15)를 간단히 하기 

한 방법으로     ⋯ 와 같은 방법을 제안

하 다[14]. 이는 n 번째 구간에서 가장 최근의 측치 오차

정보를 해 망각인자가 보상함을 의미하며 추정기가 수렴

된 이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식은  

 

          
 

           (16)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보행시 나타나는 비정상  움직임이나 센서의 치 이동 

시 나타나는 충격성 잡음에 의한 망각인자의 동요를 제한하

기 해 망각인자의 값을  ≤ ≤  와 같이 제한

할 수 있다[15]. 이때 는 상한값 1을 사용하고 는 

보통 0.2∼0.4정도의 값을 사용한다. 이상의 가변망각인자를 

도입한 재귀  최소자승법을 통해 와 는 오차 성분의 변

화와 충격성 잡음을 고려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림 5는 

센서 치별 측정 라미터들의 추정값을 나타낸 것으로, 실

선은 의 추정값, 선은 의 추정값을 각각 나타낸다. 

(a) 손에 배치한 센서의 추정 라미터

(b) 상의에 배치한 센서의 추정 라미터

(c) 하의에 배치한 센서의 추정 라미터

그림 5  센서 배치 치에 따른 추정 라미터 비교

Fig. 5  Estimation of the sensor location

그림 5를 통해 연속 인 동작에서 손, 상의의 경우는 의 

추정값이 더 크고, 하의의 경우는 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패턴은 추정 라미터를 기 으로 구분

할 수 있고 각각의 패턴에 해 추정 가능한 보폭 는 식 

(17)과 같다.

                










×  ≤



   

              (17)

식 (17)에 사용된 는 반복 인 실험을 통해 획득한 상수

값으로 본 실험에서는 3.7의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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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  험

3.1  실험 구성

알고리즘을 한 실험 구성은 그림 6과 같이 알고리즘 확

인을 한 노트북 하나와 데이터 측정을 한 세 개의 센서

로 이루어진다. 센서 치별 실험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하기 

해 세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고 실제 환경을 고려한 

실험에서는 하나의 센서만을 이용해 실험한다. 실험에는 

Xsens사의 MTi 시리즈에서 제공되는 3축의 가속도 값을 

사용하 고 알고리즘 확인을 한 로그램은 Visual C를 

이용해 작성하 다.

그림 6  실험 장비

Fig. 6  Experimental equipment

실험은 3축 가속도 센서를 내장한 소형 휴 기기를 상정

하므로 가속도 센서를 휴 기기로 가정하고 그림 7과 같이 

상, 하의 주머니와 손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배치한다. 센

서의 배치된 치는 원으로 표시하 고 특히 손의 경우 휴

폰이나 PDA와 같은 휴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치 정보

를 확인할 때를 가정한 것으로 선 화살표는 사용자의 시

선방향을 표시한다. 

(a) 센서 배치 정면 (b) 센서 배치 측면

그림 7 센서 배치 치

Fig. 7 location of the sensor

3.2  실험 환경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하여 그림 8과 같이 서로 다

른 두 가지 환경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험을 진행하 다. 

(a) 실내 실험 환경 (b) 실외 실험 환경

  

그림 8  실험 환경

Fig. 8  Experimental environment

  그림 8(a)는 0.3×0.3m의 크기를 가지는 타일 350개가 깔린 

총길이 105m의 실내 복도로 제한된 보폭에 한 걸음수와 

보폭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한 실험 환경으로 선택하 다. 

이후 보폭 제한이 없는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해 28

×15m 크기의 실외 농구장을 실험환경으로 선택하 다.

 

3.3 걸음 수 검출   제 한된  보폭 추정 실험

표 1은 보행 수 검출 성능을 별하기 한 것으로 그림 

8(a)의 실내 복도에서 자유로운 보폭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센서 

치

실험

회수

실제 

걸음수(회)

검출 

걸음수(회)

오차율

(%)

상의

1차 100 100.5 0.5

2차 100 101.5 1.5

3차 100 100.5 0.5

하의

1차 100 101.5 1.5

2차 100 100.5 0.5

3차 100 100 0

손

1차 100 100 0

2차 100 100.5 0.5

3차 100 101.5 1.5

표   1  실제 걸음 수와 검출 걸음 수 비교

T ab le 1  Real step count and detected step count

  각 센서 배치에 따라 3번씩의 반복실험을 통해 1.5%이내

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고 연산된 걸음 수에 해

당하는 보폭 연산을 통해 추후 체 이동거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후 동일한 환경에서 보폭 연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제한된 보폭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들은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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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치
실제 

보폭(m)
추정 이동거리(m)

오차율

(%)

상의
0.6 107.06 1.96

0.9 110.24 4.99

하의
0.6 105.78 0.78

0.9 108.13 2.98

손
0.6 110.60 5.3

0.9 105.12 0.11

표    2  105m 보행시 추정 이동거리와 오차율

T ab le 2  Estimated distance and error ratio when 105m 

work

  표 2에서 보폭을 제한하기 해 0.3×0.3m의 타일을 기
으로 실험하 고 평균 인 보폭을 표기하 다. 표 2를 통해 

보폭을 제한한 체의 실험에서 6%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센서 치에  따 른  보폭 추정

자유로운 보행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8(b)와 

같이 실외에 조성된 농구 코트를 따라 걷고 한 바퀴에 해당

하는 86m를 기 으로 센서의 치를 바꾸었다. 실험에는 하

나의 센서를 사용하고 센서의 치는 상의(1차) -> 손(1차) 

-> 하의(1차) -> 상의(2차) -> 손(2차) -> 하의(2차) 순으

로 6바퀴 총 288m를 이동하 다. 그림 9는 실험을 통해 추

출한 ,   값과 그에 따른 추정값들을 나타낸다.

(a) 와 추정값 비교

(b) 와 추정값 비교

  

그림 9  측정값  추정값

Fig. 9  Measured data and estimated data

그림 9(a)에서 실선은 값을 나타내고, 선은 의 추정

값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그림 9(b)에서 실선은 의 값을 

나타내고 선은 의 추정값을 나타낸다. 각각의 추정값들

은 충격성 잡음에 해서도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추정된 값의 비교  검출된 패턴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a)는 그림 9에 나타난 추정치들을 함께 

나타낸 것으로 각 걸음의 크기 비교에 의한 패턴 분류는 그

림 10(b)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0(b)에서 0값은 손과 상의 

패턴을 나타내고 1값은 하의 패턴을 나타낸다. 센서 치 

추정 결과 1300지 에 나타난 2걸음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에서 성공 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라미터 추정치 비교

(b) 패턴 검출 결과

 

그림 1 0  추정치에 따른 패턴 분류

Fig. 1 0  Pattern detection by estimated data

의 값이 격하게 변하는 지 과 실제 보행수를 기 으

로 총 6개의 구간을 나  수 있고 각각의 구간에서 추정한 

보폭은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 각각의 구간에서 나타나

는 오차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하의 구간은 패턴 오

검출로 인해 가장 큰 오차율을 가진다. 한 체 구간에 

한 오차율은 약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센서

치

추정

거리(m)

오차율

(%)

센서

치

추정

거리(m)

오차율

(%)

손

(1차)
86.82 0.95

손

(2차)
88.57 2.99

상의

(1차)
89.39 3.95

상의

(2차)
80.97 5.84

하의

(1차)
84.59 1.63

하의

(2차)
80.89 5.9

표   3 실외 실험 결과  오차율

T ab le 3 Out door experiment result and error ratio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 항법 시스템 구축을 해 센서 치

와 보폭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내외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실제 보행자의 보폭 추정이 가능함을 보 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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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추정을 해 사용되는 라미터는 재귀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추정하고 보행 속도나 패턴의 변화에 따른 오차 성

분의 변화는 가변 망각인자를 도입하여 고려할 수 있다. 센

서의 치 변화시 발생하는 충격성 응답특성은 가변 망각 

인자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고 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특징 을 

이용한 간 인 보폭 추정 방법을 통해 기존연구에서 문제

가 되어왔던 센서의 고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연

속 인 보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용할 수 있

는 장 을 가진다. 한 센서 비고정 상태에서도 기존의 연

구 결과들과 동일한 6%이내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 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치 정보의 추정을 해서는 

패턴 분류  보폭 추정 이외에 보행 방향각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에 추가 으로 연구해야 할 내용으로

는 3축 각속도 센서를 이용한 이동각의 연산 알고리즘과 비

성 센서를 이용한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는 앞으로 추가 인 치 정보 시스템 구축이 어

려운 실내 환경에서 보행자의 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한 RFID나 WSN등 비 성 항법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

서 치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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