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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물이나 교량, 터널과 같은 구조물의 붕괴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울기 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

성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센서를 사용한 기울기 센서를 많이 사용

하고 있으나 측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360도 전 방위에 대해 고정밀도를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MEMS 센
서가 갖는 오프셋과 스케일 오차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MEMS 센서가 갖는 기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밀도

가 높은 각도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MEMS 센서 모듈과 전송 모듈을 제작하여 교정 전 센서 모듈의 각

도 정확도와 교정 후 각도 측정 정확도를 비교하여 교정 알고리즘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 기술을 적

용하였을 때 360도 전 방위에 대해 ±0.015도의 정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ilt sensors are mainly used to measure the collapse of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bridges and tunnels. Recently, due 
to the ease of use and low price, many tilt sensors using MEMS sensors have been used, but the measurement angle 
range is limited, and thus, they do not have high precision for 360 degree. This is due to the inherent offset and scale 
errors of MEMS sensors.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lgorithm for the calculation of precision angles to reduce the 
mechanical error of MEMS sensors, and produced a MEMS sensor module and a transmission module to compare the 
angle accuracy of sensor modules before calibration and the angle measurement accuracy after calibr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technique has a precision of ± 0.015 degrees for all 360-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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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토목 구조물의 붕괴를 예측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구

조 변화와 변위 상태를 원격지에서 분석하기 위한 다양

한 센서들과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1-3]
구조물의 변위 측정은 다수의 기울기 센서를 구조물

에 부착하여 각도를 측정하고 이 각도를 변위 길이로 환

산하여 그림 1과 같이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

게 된다. [4]

Fig. 1 Management Standards of Building Inclinometer

지반의 침하나 터널 변형을 측정하는 경사계 관리 기

준은 구조물의 강성이나 지반의 특성, 지지구조 등 다양

한 환경들을 조사하여 전문가들이 관리 기준치를 설정

하고 있으며, 통상 터널 시공 현장에서는 3mm 이상 변

위가 발생하면 주의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변위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식 1과 같이 센서의 길이

와 변위 각의 sine 값을 곱해주면 된다. [5]

 
 × sin

(1)

표 1은 센서 길이를 50[mm]으로 가정했을 때, 측정한 

각도의 정밀도에 따른 변위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1[mm]
의 변위 측정 정밀도를 가지려면 각도 측정의 최소 정밀

도는 0.02° 가 되어야 한다. 

Table. 1 Angles and Displacements for 50mm Sensor 
Length

Angle[°] 0.1 0.05 0.02 0.01

Displacement[mm] 5.02 2.5 1.0 0.5

표 2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울기 센서의 측정 범위

와 측정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측정 범위가 360°인 

센서들은 정밀도가 각각 ±0.05°, ±0.1°로 높지 않다.
따라서 터널의 형상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

의 부착 위치나 구조와 무관하게 기울기 변위를 정밀하

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360° 전 방위에 대해 ±0.02° 이상

의 측정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360° 전 

방위에 대해 ±0.02°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고정밀 기울

기 측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울기 측정을 위한 기존 연구

들의 알고리즘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4장
에서는 제시한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Ⅱ. 관련 연구

MEMS 센서를 판매하고 있는 Analog Devices사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Roll, Pitch, Yaw 세 방향의 기울

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그림 2는 3축 가

속도 센서의 기울기 방향별 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림 2(a)
는 사분면에서 각 축의 정의를 그림 2(b)는 수평면과 X축

과의 각도를 그림 3(c)는 수평면과 Y축과의 각도를 그림 

2(d)는 중력 벡터와 Z축과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Angles for Independent Inclination Sensing:
(a) Sign of acceleration for quadrant detection, 
(b) Angle between the horizon and the x-axis, 
(c) Angle between the horizon and the y-axis, 
(d) Angle between the gravity vector and the z-axis.

Model Manufacturer Range Resolution

DMI810-30 RION TECH ±30° ±0.01°

PRO3600 SPI TRONIC 360° ±0.05°

FRADA Posital 360° ±0.1°

RAS-2-10 Level Development ±10° ±0.05°

Table. 2 Measurement Range and Measurement Accuracy 
of the Tilt Sensor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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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3, 4는 삼각함수 공식을 사용하여 3축 가속도 

출력으로부터 X, Y, Z 축의 각도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

여주고 있다. [6]

  tan 







  


 




(2)

  tan 







  


 




(3)

  tan 








  

 




(4)

상기 수식에 0°에서 360°까지 MEMS 센서를 회전시

켜 출력 값을 적용하여 각도를 계산하면 그림 3과 같이 

이상적인 값과 차이가 발생하며 모든 각도 구간에서 측

정값이 이상적인 값보다 크거나 낮게 나타나는 오차를 

Offset 오차라 하고 센서의 출력 값이 X, Y, Z 축의 최대 

출력값 간의 차이를 Scale Factor 오차라 정의한다. [7]

Fig. 3 Error of MEMS Accelerometer Tilt Sensor

이러한 Offset과 Scale Factor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

여 MEMS 센서를 고해상도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체에 

고정하고 0°부터 360°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하면

서 각도 값을 측정하고 실제 값과 측정값과의 차이로 

Gain과 Offset을 구하여 보정 방정식을 산출하여 측정

된 각도 값을 보정하지만 360° 모든 방위에 대한 측정 

오차는 표 2에서와같이 ±0.05°의 오차를 가지게 된다.
MEMS 센서의 출력을 각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식 

2, 3, 4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각함수의 출력이 각도마다 

감도가 다름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여 측정 정

밀도를 높이는 연구도 있었으나 360° 모든 각도에 대해

서 0.2°의 정확도를 가질 뿐이었다. [8]
이처럼 360° 전 방위에 대해 측정 각도의 정확도를 향

상하기 위해서는 보정 값들을 산출하여 측정 각도를 보

정하고 있지만, 정확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Ⅲ. 시스템 설계

3.1. 알고리즘 설계

각도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그림 4와 같이 10bit ADC와 24bit ADC 2개를 사

용하고 24bit ADC의 입력단에는 측정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Span Control과 증폭도 조절을 위한 Gain Control 
단을 두었으며, MCU(Micro Control Unit)는 10bit ADC
의 출력 값을 분석하여 MEMS 센서 출력의 대략적인 값

을 추측하고 24bit ADC의 측정 범위를 좁혀 매우 높은 

정밀도의 각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ain 
Control과 Span Control을 위하여 16bit DAC(Digital 
Analog Converter)를 사용하였으며 Gain은 최소 1배에

서 최대 100배까지 입력 신호를 증폭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고 Span은 최소 –1.5[V]에서 최대 +1.5[V]까지 제

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alog Filter는 1[KHz] 이
상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도록 LPF(Low Pass Filter)로 

설계하였다.

Fig. 4 Error of MEMS Accelerometer Tilt Sensor

그림 5는 고정밀도 각도 측정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의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10bit ADC로 MEMS 센서의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정

밀 ADC 변환을 위한 Span과 Gain을 계산하며 24bit 
ADC에 입력된 입력 전압의 범위와 증폭 도를 제어하게 

된다. 
Span은 MEMS 센서가 가지고 있는 Offset 오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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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기 위하여 MEMS 센서 출력 전압을 Offset 전압만

큼 상쇄시켜 ADC 변환 범위를 넓혀 주는 역할을 한다. 

Fig. 5 Proposed Angle Calculation Diagram

3.2. 고정밀 기울기 측정 센서 모듈 개발

그림 6은 고정밀 기울기 측정 알고리즘을 시험하기 

위하여 제작한 PCB(Printed Circuit Board)이며 MCU는 

10bit ADC를 내장한 32bit clock 속도를 가진 Cortex-M3 
계열의 STM32F103을 사용하였으며, 24bit ADC와 

RS485 Transceiver, Regulator로 구성하였다. 

Fig. 6 MEMS Sensor PCB

3.3. Calibration Jig 개발

그림 7은 해상도 0.005° 단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

는 AC Servo Motor와 Motor를 정밀 구동할 수 있는 

Driver와 MEMS Sensor를 고정할 수 있는 Plate와 외부 

진동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Concrete 
Support로 구성되어 있다.

Fig. 7 Calibration Jig

3.4. Calibration Jig 제작

그림 8은 Calibration을 위한 Program으로 AC Servo 
Motor를 구동하고 MEMS 센서가 회전하였을 때 이상

적인 값과 현재 값을 표시하며, Offset 및 Scale 오차를 

보정 할 수 있는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프로그램에

서는 0°, 45°, 90°, 135°, 180° 일 때, 각각의 ADC 값을 

읽어 표시하며 각각의 각도에서 가져야 할 표준값과 비

교하여 보정 값을 자동으로 산출하며, Roll과 Pitch에 대

해 각각 보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보정 값도 각각 산출

된다. 

Fig. 8 Calibration Program

먼저 Offset 보정 값을 계산해주기 위하여 그림 9에서

와 같이 0° 일 때와 180° 일 때 센서의 출력 값을 읽어 보

정 값을 산출하게 된다.

Fig. 9 Graph of Angle Error Due to X-axis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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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의 그래프에서는 Y축 값은 중력 가속도 값으

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24bit ADC의 출력 값은 

0~16,777,215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 이 출력 값을 중력 

가속도 값으로 환산하고 식 (2),(3),(4)에 대입하여 각도

를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센서 각도가 0° 일 때 측정

값이 358.9° 가 출력되고 180°에서 183.2° 가 측정되었

다면 0°에서는 -1.1°, 180°에서는 +3.2°의 오차가 발생

하였으며 이 두 오차의 차이는 -4.3°가 된다.

 sin× (5)

보정 값을 XOFFSET라 하고,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sin(-4.3 × pi/180) × 8,388,608 = -628,649가 되며 MES 
센서 출력 값에 이 값을 빼주면 Offset 오차가 보정된다.

Scale 오차는 MEMS 센서의 X, Y, Z 축에서 출력되

는 최댓값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X, Y, Z축 각각의 

최댓값을 측정하고 제일 큰 축의 값을 기준으로 보정 값

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3.5. 측정 데이터 전송 모듈 제작

그림 10은 센서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고 측정 데이터

를 RS485로 수신하여 컴퓨터나 서버로 전송해 주기 위

한 측정 데이터 전송 모듈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0(a)
은 Block Diagram, 그림 10(b)은 제작한 PCB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데이터 전송 모듈에서 3초마다 센

서 모듈에 측정 전송 명령을 보내고 센서 모듈은 명령을 

받으면 측정 및 각도 계산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제

작하였다.

Fig. 10 Data Transfer Module: (a) Block Diagram, (b)PCB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각도 측정 기술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3개의 MEMS Sensor 보드로 0°부터 15° 간
격으로 345°까지 24개 지점의 각도를 교정하지 않은 상

태에서 측정하여 기록하였고 교정을 한 후 각도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표 3은 세 개의 센서 보드를 교정하기 

전 측정한 각도이며 0°를 기준으로 15°씩 각도를 증가하

며 센서 보드에서 계산한 각도 값을 기록한 것이다.

Table. 3 Angle Before Calibration (Unit: °)

No. No. 1 No. 2 No. 3

0 0.002 0.001 0.001 

15 15.111 14.995 14.870 

30 30.216 30.003 29.781 

45 45.319 45.049 44.762 

60 60.452 60.162 59.836 

75 75.576 75.311 74.995 

90 90.660 90.450 90.172 

105 105.694 105.540 105.317 

120 120.624 120.524 120.366 

135 135.428 135.352 135.270 

150 150.119 150.041 150.008 

165 164.710 164.609 164.635 

180 179.239 179.102 179.190 

195 193.791 193.617 193.762 

210 208.423 208.246 208.445 

225 223.185 223.036 223.304 

240 238.107 238.017 238.349 

255 253.190 253.194 253.578 

270 268.402 268.500 268.928 

285 283.699 283.890 284.322 

300 299.038 299.283 299.693 

315 314.360 314.607 314.951 

330 329.628 329.829 330.075 

345 344.837 344.954 345.077 

그림 11은 이상적인 값과의 측정값의 오차를 그래프

로 표시한 것이며,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한 오

차의 추세가 유사하며, 측정 각도에 따라 측정 오차는 변

하고 있으며 최대 오차는 약 2°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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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aph of Angle Error Before Calibration

표 4는 센서 보드를 교정한 후, 측정한 각도이며 그림 

12는 측정 오차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오차가 각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

이나 최대 오차는 약 0.015° 수준으로 교정하기 전 2°의 

오차보다 약 1/100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Table. 4 Angle After Calibration (Unit: °)

Angle No. 1 No. 2 No. 3

0 0.001 0.001 0.003 
15 15.002 14.995 14.993 
30 30.001 29.994 30.001 

45 45.002 45.004 44.997 
60 60.003 59.991 59.994 
75 74.991 74.990 74.997 

90 89.997 89.994 89.995 
105 104.986 104.989 104.988 
120 119.986 119.987 119.988 

135 134.994 134.991 134.995 
150 149.993 149.989 149.992 
165 164.986 164.989 164.997 

180 179.990 179.990 179.991 
195 194.989 194.990 194.990 
210 209.989 209.990 209.990 

225 224.990 224.993 224.990 
240 239.988 239.986 239.989 
255 254.987 254.986 254.993 

270 269.990 269.985 269.983 
285 284.989 284.988 284.985 
300 299.992 299.983 299.990 

315 314.992 314.982 314.986 
330 329.990 329.988 329.986 
345 344.991 344.986 344.987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은 센서 

보드를 회전시키는 Calibration Zig가 0°를 기준으로 회

전을 하기 때문에 각도 증가에 따른 기계적 누적 오차일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Fig. 12 Graph of Angle Error After Calibr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MS 센서를 사용하여 기울기 각도

를 산출하는 경우 MEMS 센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 

Offset과 Scale 오차로 인해 측정 각도에도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Offset과 Scale 오차를 줄이기 위한 

공식을 만들어 적용하였으며 높은 정밀도를 가지기 위

하여 10bit ADC와 24bit ADC 2개를 사용하여 측정 범

위를 한정하고 좁은 범위에서 고해상도의 ADC로 MEMS 
출력 값을 측정하여 계산함으로써 고정밀 기울기 측정

이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교정 전 최대 오차가 2°이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제품으로 교정 후 최대 오

차가 ±0.015°로 교정 전보다 매우 낮아졌고, 목표로 한 

±0.02° 정밀도를 만족하였으며,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360° 전체 각도를 가

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PRO3600의 경우 ±0.05°의 

오차를 가지므로 이 제품보다 약 3배 이상의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측정 각도가 높아질수록 측정 

오차가 커지는 문제의 원인이 Calibration Zig의 누적 오

차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더욱 높은 정밀도의 각도 측정

을 위해서는 Calibration Zig의 회전 정밀도를 현재 

±0.005°보다 더 정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MEMS 센서 기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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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정밀도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에 해당하므로 다양

한 토목, 계측 현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

며 향후 연구로는 제어 정밀도를 ±0.001°까지 높인 

Calibration Zig를 제작하여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진 기울

기 측정 센서 모듈 개발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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