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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을 이용한 지자기 방위각 추정 기술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Geomagnetic Azimuth using LSTM

오종택*, 김성훈**

Jongtaek Oh*, Sunghoon Kim**

요  약  지자기를 측정하여 방위각을 추정하는 방법은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내외의 금속 구조물 
때문에 지자기에 외란이 발생하여 추정된 방위각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왔지만 오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된 지자기 센서 값을 LSTM 구조의 신경망에 적용하여 
방위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사전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본 논문에서
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EKF를 사용하여 지자기
센서 값을 균등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4개의 은닉층을 사용하여 평균 방위각 추정 오차가 
0.9도인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azimuth by measuring the geomagnetism has been used for a 
very long time.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an error occurs in the estimated azimuth due to 
disturbances in the earth's magnetic field due to metal structures inside and outside the room.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correct this, there is a limit to reducing the error.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estimating the azimuth by applying the measured geomagnetic sensor data to
the neural network of the LSTM structure. Data preprocessing is very important for learning a neural 
network. In this paper, data is collected using the built-in acceleration sensor, gyro sensor, and 
geomagnetic sensor in the smartphone, and the geomagnetic sensor data is uniformly sampled using 
EKF. As a result, an average azimuth estimation error of 0.9 degrees was obtained using four hidde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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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지표면 상에서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으며, 이 방법
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자기 센서로 사용자의 방위각
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잠수함의 지향 방

위각을 측정하는 등의 군사적인 용도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건물 내부나 지중에 설치된 금속 파이프나 광

물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에 외란이 생겨서 방위각을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측정된 자기장 데이터를 
보정하여 추정 방위각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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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에도 
지자기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x, y, z)의 3 축으로 지
자기 값을 측정할 수 있다. x 축과 y 축 방향으로 측정
한 지자기 값을 각각 와 라고 할 때, 이때의 방위
각 는 다음 식 (1)과 같다.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때는 
2/4 분면과 4/4 분면 및 1/4 분면과 3/4 분면을 구분
하기 위해서 반드시 atan2()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tan  
          (1)

지자기 외란이 없는 장소에서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
전하며 지자기 센서를 측정하고, 이를 x-y 2차원 평면
에 그리면 (0, 0)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을 그린다. 그
러나 외란이 있는 장소에서 측정하면, 원의 중심도 (0, 
0)이 아니며 원도 찌그러진 모양을 하게 된다. 기존의 
자기장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은 찌그러진 모양을 가
능한 원형으로 보정하고(soft iron 보정), 중심을 (0, 0)
으로 이동시키는(hard iron 보정) 원리이다[5]. 그림 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정된 센서 데이터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방위각 오차를 보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림 1. 외란이 있는 지자기 센서 데이터와 보정 이후의 데이터
Fig. 1. Geomagnetic sensor data with distortion and 

after compensation 

[6]에서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측정한 지자기 센서 데
이터가 동심원으로부터 벗어난 횟수를 근거로 계산된 방
위각이 옳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임의
의 어떤 지점에서 지자기 센서 값을 측정하고 방위각을 
계산하였으나 틀렸을 확률이 높으면, 근처의 다른 임의의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된 방
위각이 옳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나올 때까지 이동하며 
여러 번 지자기 센서 값을 측정하면 결국에는 정확한 방

위각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까지는 
관성 센서를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방위각을 추적할 수 있
으므로 항법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Ⅱ. LSTM 구조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이때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세트
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들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 이 순서가 달라
질 경우 결과가 달라지는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7~9].

순환 신경망은 다층 퍼셉트론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은닉층이 다른 신경망
과 다르게 노드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어있는 형태를 가
지며 이전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으면서 데이터 세트의 
순서가 결과 예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에서 Xn은 각각의 입력 변수들로 앞선 순서의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가 다음 순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함께 입력되어 처리된다. 그런데 이 순환 신경망은 
훈련과정에서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앞에서 입력한 데
이터를 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림 3과 같은 Long Short-Term 
Memory(LSTM) 모델이다[10].

그림 2. 순환 신경망의 일반적인 구조
Fig. 2. General structure of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림 3. LSTM의 세부 구조
Fig. 3. The detailed structure of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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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그림 4와 같이 다층 신경망 모델이 사용된
다. 그림에서는 3개의 은닉층과 하나의 출력 노드를 보
여주고 있는 간단한 모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더 복잡
한 구조가 사용되었다.

그림 4. 일반적인 다층 신경망 구조
Fig. 4. The general structure of multi-layer neural 

network

Ⅲ. 제안된 지자기 센서 측정값 및 LSTM 
학습 방법

지자기 센서 측정값으로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구성 방법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
는 특정 지점에서의 방위각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점에서 한 바퀴 회전하면서 측정한 지자기 센서값을 
사용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에 지자기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지자기 
센서값을 측정하는데, 사람이 손에 들고 제자리에서 회
전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자기 센서값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특정 방위각에서 더 많은 지자기 
센서값을 측정하여 신경망에 학습시키면 일종의 편향된 
학습이 되므로 방위각 추정이 정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한 바퀴 회전하면서 등간격의 방위각에서 지자기 센서
값을 샘플링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회전 각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11]. 식 (2)을 적용하여 pitch 각과 roll 
각인 와 를 구한 후, 식 (3)을 이용하여 회전각 를 
구한다. 여기서   는 x-y-z축 방향으로의 가속
도 센서 값이고, p, q, r은 x-y-z축 방향으로의 자이로 
센서 값이다.

 sin ∙ cos
    sin

              (2)


























 sintan costan
 cos sin
 sinsec cossec















        (3)

그러나 식 (3)은 시간에 대한 미분식이고 비선형 방정
식이므로, 확장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회전각을 구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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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회전하며 측정된 지자기 센서 값. (b) 회전 
등간격으로 샘플링된 방위각

Fig. 5. (a) Measured geomagnetic sensor data with 
rotation. (b) Sampled azimuthal angle with 
equal rotational angle

그림 5의 (a)는 임의의 장소에서 측정한 X-Y 평면에
서의 지자기 센서 값이다. 지자기 외란이 없으면 동심원
이어야 하는데 외란 때문에 찌그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소에서는 지자기 센서 값으로 방위각을 계
산해도 실제 방위각과의 오차가 매우 크다. (b)는 가속
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값으로 회전각을 추정하고, 일정
한 회전각 간격에 맞추어 샘플된 지자기 센서값에 의해 
계산된 방위각을 표시한 것이다. 외란이 없으면 직선이 
되지만 외란 때문에 비선형 곡선이 되었다. 회전 등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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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샘플링되고 정확히 초기 방향부터 360도 회전각까
지만 지자기 센서 값과 방위각 데이터만을 구한 것이므
로, 특정 방향으로의 데이터가 더 많지 않다. 기계 학습
에서는 데이터로 훈련시킬 때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여 
훈련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6은 방위각 10도 간격으로 샘플링된 LSTM 훈
련 데이터의 일부분이다. 첫 번째 줄은 실제 초기 방위
각이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은 각각 x축과 y축의 지
자기 센서 값인 와 이며, 마지막 줄은 식 (1)로 계
산한 측정 방위각이다. 이 경우에는 지자기 외란이 커서 
측정 방위각 오차가 27.5도로 매우 크다. 초기 방위각이 
0도인 것은 처음에 스마트폰이 지향한 방위각이 북쪽이
기 때문이다. 여러 장소에서 측정을 해보면 장소에 따라
서 방위각 오차의 크기가 매우 다르다. 초기 방위각을 
레이블로 학습시키는 이유는 지자기 측정 데이터의 패
턴으로 초기 방위각의 추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
다. 초기 방위각만 정확히 추정하면 다른 방향은 관성 
센서로 추정할 수 있다.

0.0  11.82  -6.54   27.5
0.0  12.48  -9.78   36.4
0.0  11.52 -11.58   43.4
0.0  10.26 -13.50   51.0
0.0   8.64 -15.90   59.9
0.0   6.42 -16.56   67.6
0.0   4.20 -17.58   75.7
0.0   0.90 -18.24   87.0
0.0  -1.32 -19.14   94.2
0.0  -4.86 -18.78  105.4

그림 6. LSTM 신경망 학습 데이터의 일부분
Fig. 6. A part of data for training LSTM neural network

LSTM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는 총 15군데의 장소에
서 측정한 지자기 센서 값이 사용되었으며 테스트 하는 
데 20군데의 장소에서 측정한 지자기 센서값이 사용되
었다. 동서남북 4가지의 실제 방위각을 초기 방위각으
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표 1은 방위각 추정에 사용한 LSTM 모델의 파라미
터를 정리한 것이다. 총 4개의 은닉층을 사용하였고 출
력층에서 추정 방위각이 출력되도록 설계되었다. 

계층(종류) 노드 수 파라미터 갯수

LSTM_0 (은닉층) 16 1,280
LSTM_1 (은닉층) 160 113,280

LSTM_2 (은닉층) 480 1,230,720
LSTM_3 (은닉층) 224 631,680

LSTM_4 (출력층) 1 904

표 1. 방위각 추정에 사용된 LSTM의 모델 파라미터
Table 1. LSTM model paprameter for estimating 

azimuthal angle 

그림 7은 학습 데이터로 LSTM 모델이 학습되는 과
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00 번째의 epoch에서 거의 
수렴된다.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검증 데이터
를 구성한 후에 검증을 해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는 
훈련 데이터 및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0.0042와 
0.0027이다.

그림 7.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의한 학습 과정
Fig. 7. Training procedure for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표 2는 동서남북 4가지 방위각에 대하여 각각 20 회
씩의 방위각을 추정한 오차의 평균이다. 

방위각 평균 방위각 추정 
오차 전체 추정 오차

북쪽 (0도) 0.25도

0.895도
동쪽 (90도) 0.9도
남쪽 (180도) 2.23도

서쪽 (270도) 1.2도

표 2. LSTM 모델을 이용한 방위각 추정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azimuthal angle 

using LSTM model

표 2의 결과를 보면 4가지 방위각에 대해서 평균 추
정 오차가 0.9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기존의 지자기 오차 보정 방법에 비해서 매우 정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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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또한 지자기 센서 값을 측정 시에, 실제 방위각
을 1도 이하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오
차를 고려하면 추정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자기 센서 데이터를 LSTM 구조의 
신경망을 적용하여 방위각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경망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데이터를 취득하고, 관성 
센서와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회전각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자기 센서 데이터를 균등하게 샘플링
하였다. 추정 결과는 매우 정확하여 추정된 방위각을 의
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향후에는 추정된 방
위각에 대한 정확도 확률을 추정하여 신뢰도를 판정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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