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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 an improvement upon the previous method of estimating a body's attitude.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hat overcomes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Applying the method of separating the acceleration of

gravity component from the accelerometer's output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attitude estimation and extends the

scope. In order to apply the method of the attitude estimation in an actively moving body, a new acceleration value

containing the acceleration of gravity is calculated. This paper also proposes the method which minimizes the estimation

error in estimating the moving body's attitude which is changing rapidl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hat detects

the gyroscope’s drift and compensates for this drift using accelerometer. Applying the method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attitud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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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세측정장치(AHRS :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는 움직이는 물체(이하, 동체(動))의 항법, 제어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 자율 이동 시

스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동체의 자세를

측정하는 자세측정장치의 필요성도 매우 커졌다. 하지

만 대부분의 상업용 자세 측정 장치들이 고가이기 때

문에 저가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자세측정장치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저가형 자세측정장치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이

로 센서, 가속도 센서와 같은 저가형 MEMS 센서를

이용하고 두 센서의 정보를 결합하는데 칼만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좀 더 다양한 환경과 응용 분야들

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 추정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자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보정 기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속도 센서 값에서 중력 가속도

성분과 동체의 가속도 성분을 분리하는 기법을 이용하

여 움직이는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동체의 가속도 값에 따

라 필터의 파라미터 값을 변화시켜 자세가 빠르게 변

하는 동체의 자세 추정에서도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자이로 센

서의 드리프트 오차를 검출하고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시한 방법들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장치

를 통한 실제 실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존 방식의 자세 추정 방법을 알아보고

실험을 위해 구현한 실험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3, 4,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세 가지

보정 기법에 대한 설명과 해당 기법을 사용한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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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고자 한다.

2. 기존의 자세 추정 방법

2.1.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결합 형태의 시스템

모델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는 각각 동체의 각속도

측정과 선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만약 동체가 중

력 가속도의 영향만 받고 있다면 이 센서들을 동체에

부착함으로써 동체의 자세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경우, 센서의 출력은 동체 좌표계 기준의 값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법 좌표계 기준에서의 자세 각

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체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센

서들의 출력과 항법 좌표계에서의 자세 각도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이 관계식은 [6]에서 제시하고 있

으며, 각각 자이로 센서와 항법 좌표계의 자세 각도(롤,

피치, 요) 사이의 관계(식(1))와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

되는 동체 좌표계 각 축의 가속도와의 관계(식(2))로

표현된다. 단, 식(2)에서 는 정의된 값으로 기준 좌

표계에서 동체 좌표계로의 변환행렬이다([6] 참조).

(1)

(2)

2.2. 이산화된 칼만 필터의 적용 

이 두 센서의 정보에는 측정 잡음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

할 수 있는 도구로 칼만 필터를 사용한다[1,2]. 칼만 필

터를 설계할 때, 사용한 선형 동역학 모델은 기존의 센

서 모델을 이용하며[6], 이 식의 시스템 모델(F)와 측

정치 모델(H)는 시스템의 상태 변수를 식(3)과 같다고

할 때, 주어진 식(1),(2)를 이용하여 식(4)와 같이 유도

된다. 

(3)

(4)

단, H행렬에서 g는 중력가속도로 1(1 g)로 정의하며,

칼만 필터 모델에서 측정 잡음 V에 가속도 센서 출력

의 측정 잡음 특성을 적용한다. W와 V는 각각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잡음 오차 공분산 행렬로 센서

들의 잡음 오차 특성에 따른 설계 변수가 된다. I3는 3

차원 단위행렬이다.

이와 같이 연속적 모델로 설계된 칼만 필터를 샘플

링 시간을 적용한 이산화 과정을 통하여 식(5)와 같은

이산화 모델로 바꾸어 실험에 적용한다. 

(5)

이 식에서 Hk= H의 관계를 가지며, Φk는 테일러 급

수 전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산화 모델의 형태로 변

형한다. Ts는 샘플링 시간이다. 

Φk= exp(F(kTs)Ts) + TsF(kTs) + ···

(6)
   =

또한, 공정 잡음 w와 측정 잡음 v는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라고 가정하면 Q와 R값은 다음과 같이 이산화

할 수 있다.

(7)

그림 1은 이산화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매 샘플링

시간마다 센서의 측정값을 갱신하여 새롭게 상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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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crete Kalman filter loop.



저가형 MEMS 센서를 이용한 움직이는 물체의 자세 추정 43

Journal of KSDT Vol. 9, No. 2, 2010

를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참고적으

로 설계한 시스템은 상태 천이 행렬 Φk의 행렬 내부에

센서의 측정값이 들어가는 시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측정 모델의 zk값만 갱신해 주는 것과는 달리

매 샘플링 시간마다 zk값에 해당하는 가속도 센서 값과

시스템 모델의 상태천이행렬에 들어있는 자이로 센서

값을 모두 갱신해 주어야 한다. 

2.3. 실험 장치 구성 

일반적으로 자세측정장치(AHRS)는 각속도를 측정

하는 자이로 센서와 선형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로 구성된다. 두 센서를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중심

축에 부착하여 동체의 선형 가속도와 각속도를 측정하

고 이 값을 통해 동체의 자세를 추정하게 된다. 구현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각각 ST 사의 LIS3LV02DQ

와 InvenSense사의 IDG-300 이다. 두 센서 모두 저가

형 MEMS 센서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다. 프로세서

는 칼만 필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자세 추정 알고리즘

이 일반적으로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므로, 비교적 고성

능 MCU인 Luminary Micro 사에서 출시한 ARM

Cortex-M3 코어 기반의 LM3S8962에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에서의 자세 추정은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상태변수들의 역함수 관계인

식(8)을 이용하여 구한다[3].

(8)

그림 3(a)는 엔코더를 설치한 회전 실험기구의 사진

이고 (b)는 실제로 구현한 자세 측정 장치를 실험을 위

해 회전체에 부착한 모습이다. 회전체에 부착된 엔코더

를 이용해서 기준 자세 각도를 측정하고 구현한 자세

측정 장치로 추정한 자세 각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3. 동체의 가속도 성분 검출 및 분리

3.1. 배경이론

만약 동체가 중력 가속도의 영향만 받고 있다면 가

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동체의 절대적인 자세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즉, 항법 좌표계에서 z축으로 항상 존

재하는 1 g의 중력 가속도를 동체 좌표계의 가속도 센

서를 이용하여 각 축 상에서 그 값을 측정하면 동체의

자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체가 가속

도를 가지고 움직일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의 출력은

중력 가속도 성분과 동체의 가속도 성분의 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만으로 자세를 계산할 수 없

게 된다. 실제로 많은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체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에도 자세를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7]에서 이미

확장 칼만 필터에 시도한 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2장에서 유도한 일반적인 형태의 칼만 필터 형

태의 모델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4,7].

동체가 가속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센서에 작용

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성분뿐이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식(9)를 만족한다. 

(9)

ax, ay, az는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각 축의 선형 가

속도 값이다. 동체가 선형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각 축의 값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래서 식(10)과 같이 가속도 센서 출력의 크기에 1을 뺀

값에 절대 값을 취하고 임의의 작은 임계값을 설정하여

비교하면 동체 가속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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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W Block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ystem.

Fig. 3. The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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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0)의 부등식이 참이 되면 동체가 선형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이 된다. 동체 가속도가

검출됐음에도 가속도 센서로 자세 각도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가속도 센서의 출력에서 동체 가속도를 분리해

중력 가속도 성분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자이로 센서의 측정치를 이용한다. 

우선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가

정하고, 식(1)에서 ωz= 0으로 놓고 정리하면 식(11)을

얻을 수 있다. 

(11)

그리고, 미분 방정식 형태의 식(11)을 이산화하여 전

개하면, 이전 스텝에서의 값들을 이용하여 현재 스텝의

자세 각도를 계산하는 식(12)를 얻을 수 있고, 이 값을

이용하여 식(13)에서와 같이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4,7].

(12)

(13)

식(12)의 자세 각도 값은, 이전 스텝의 동체 가속도

가 없었던 상태에서 구한 자세 각도 값이 자이로 센서

를 통해 알아낸 현재 각속도로 샘플링 시간만큼 회전

되었다고 가정하고, 새롭게 구한 값이다. 이 값을 구하

는 데 사용한 전 상태의 자세 각도와 각속도는 이전 상

태의 중력 가속도 성분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식

(13)에 대입하여 가속도 센서 값을 역으로 추정하면 중

력 가속도 성분만 존재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는 동체 가속도 검출 및 분리 알고리즘 구성

도이다. 기존의 구조에서 동체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

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과 가속도 센서의 출력에

서 동체 가속도를 뺀 새로운 가속도 출력을 계산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3.2. 모의 실험 및 결과

우선 제시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

고, 그림 5는 그 결과이다. 동체의 자세에는 변화가 없

는 상태에서 임의의 동체 가속도를 인가하였으며, 이때

가속도 센서로 계산한 피치 각도는 동체 가속도의 영

향으로 오차가 발생하지만 제시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에 추정되는 피치 각도는 올바른 값을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실제 실험 및 결과

앞서 2장에서 구현한 자세 측정 장치에 임의의 선가

속도를 인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리니어 스테이지

에 부착한 형태를 구현하였다(그림 6).

φ
·

ωx ωy φ θtansin+=

θ
·

ωy φcos=

φk φk 1– ωx ωy φk 1– θk 1–tansin+( )Ts+=

θk θk 1– ωy φk 1–cos( )Ts+=

âx θksin–=

ây θkcos φksin=

âz θkcos φkcos=

Fig. 4. A diagram of the algorithm for detection and sep-

aration of a body acceleration.

Fig. 5. The simulation result.

Fig. 6. The modified experimental system for detection and

separation of the body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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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리니어 스테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직류

전동기를 구동하여, 각각 정방향, 역방향 회전할 때 스

테이지를 좌, 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험은 시스템의 자세를 고정한 상태에서 리니어 스

테이지를 실험 중간에 임의로 방향을 좌, 우로 바꿔가

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정지 상태

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가속도 센서

의 출력에 이러한 선형 가속도 성분이 섞이도록 하였

다. 그림 7의 (a), (b)는 각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인가된 선형 가속도와 자세 추정 실험 결

과이고, (c),(d)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b),(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고리즘이 적용

된 상태에서 자세 추정 성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동적 자세 추정 알고리즘

4.1. 배경 이론 

움직이는 물체의 자세가 빠르게 변화한다면 그만큼

자세를 추정하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저가형 MEMS

센서들을 이용한 자세 추정 시스템은 대부분 여러 센

서들의 정보를 필터를 통해 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정 지연현상이 있어서 자세가 빠르게 변화

하면 자세 추정 오차 역시 비교적 크게 발생한다. 또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자세의 변화는 미

세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자세 추정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동체의 자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에 따

라 칼만 필터의 파라미터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동체의 자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를 판단하

기 위하여 자이로 센서의 출력인 각속도 정보를 이용

하며, x, y, z축으로 회전하는 각속도의 전체 크기를 구

하고, 이 값을 바탕으로 동체 자세가 변화하는 정도를

계산하였다. 

(14)

즉, 식(14)와 같이 각속도의 전체 크기 일정한 값 이

상이 되면 동체가 자세가 변한다고 판단하여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이는 정적 자세 추정 성능도 좋게 유지

하기 위함이다. β는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정적상태와

동적상태를 구분하며, 실험적으로 0.1(rad/sec)의 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4.2. 동적 상태에서의 칼만 필터 설계 

칼만 필터의 파라미터에서 q1은 자이로 센서의 오차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고, r1은 가속도 센서의

오차 특성을 반영하는 상수 값이다. 따라서 각 센서의

오차 특성에 따라 두 값을 조절하여 칼만 필터의 추정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우선, 동체의 자세가 빠르게 변화하면 할 수록 자이

로 센서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

적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적 상태로 판별 된 경

우에 자이로 센서의 신뢰도를 값에 비례하여 높아지도

록 하였고 가속도 센서의 신뢰도는 이와 반대로 비례

하여 낮아지도록 설계하고자 하며, 이를 수식에 적용한

형태가 식(15)이다. 

(15)

여기에서 변수 qq와 rr은 칼만 필터의 파라미터 q1과

r1의 기본 값으로 각각 1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4.3. 실제 실험 및 결과 

실험은 2.3절의 회전체 실험 기구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다. 동적 자세 추정 알고리즘 부분을 추가한 자세

측정 장치를 회전 실험 기구에 부착하여 자세를 빠르

게 변화시킬 때의 성능 실험을 하였다. 이때, 자세를

규칙성이 없이 임의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8의 (a)와 (b)는 각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세를 추정한 결과와

오차를 나타내고, (c)와 (d)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상태

에서의 각각의 실험 결과이다. (b)와 (d) 를 비교하여

보면 실제 측정값과 추정값과의 오차 성능이 개선되었

음을 알 수 있다.

ωx

2
ωy

2
ωz

2
+ + ω t β>=

q1 qq 1 ωt⁄( )× 0.1×=

r1 rr ωt× 10×=

Fig. 7. The experimental results.



46 허오철·최군호·박기헌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9권 제2호, 2010

5. 자이로 센서의 드리프트 검출 및 보상

5.1. 이론적 배경 

저가형 관성 센서들의 경우에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구동하면 센서 값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드리프트 현상

이 발생한다. 관성 센서의 하나인 자이로 센서도 이러

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드리프트 현상은 자세

각도 추정 성능을 악화시키고 추정 오차를 커지게 만

드는 주된 원인이다[5]. 

자이로 센서의 드리프트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세 각도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세 각도의 차이로 검출할 수가 있다. 단, 가속도 센

서에는 중력 가속도 성분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6)

(17)

식(16)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계산한 자세 각도

이다. 자이로 센서에 드리프트 오차가 발생하면 칼만

필터를 통해 추정되는 상태 변수들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 값으로 계산한 자세 각도와 차이

가 발생하게 된다. 식(12)에서 유도했던 자이로 센서

값으로 계산한 자세 각도 , 와 가속도 센서 값으

로 계산한 자세 각도 , 의 차이를 식(17)과 같이

드리프트 오차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8].

(18)

Kx, Ky는 임의의 상수로 드리프트를 보상해주는 이

득 값이다. 실험을 통해 적절한 이득 값을 찾아서 적용

하였다.

그림 9는 제시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세 측정 시스

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5.2. 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은 3장의 실험 시스템을 사용하며, 자이로 센서

의 출력에 임의로 일정한 값을 더해서 드리프트를 가

지도록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0의 결과를 살펴보면 드리프트를 보상하는 알

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오차가 매우 줄어들어

자세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MEMS 관성 센서들을 이용

하는 자세 측정 장치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연

구들에서 발생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방법이 다

양한 응용 분야와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자세 추정 시

θk ax–( )
1–

sin=

φk ay– θkcos⁄( )
1–

sin=

dx φk φk–=

dx θk θk–=

φk θk

φk θk

ωx ωx Kx φk φk–( )–=

ωy ωy Ky θk θk–( )–=

Fig. 8. The experimental results.

Fig. 9. A diagram of the algorithm for compensation of

drift error.

Fig. 10.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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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고리듬임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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