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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가속도계를 이용한 편마비 환자의 보행분석 알고리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보행 가속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가속도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상인과 편마비환자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행인

자 계산과 보행의 규칙성 및 대칭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행분석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휴대용 무선 가속도 측정 시스템은 2축 가속도계와 증폭기 및 

16Hz 저역 통과 필터로 구성된 아날로그 신호처리부(가속도 센서부)와 원칩 마이

크로프로세서, EEPROM, RF 송신부 및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리즘 개발 

및 평가를 위하여 20명의 정상인과 8명의 편마비 환자가 실험군으로, 또 다른 10

명의 정상인과 8명의 편마비 환자가 대조군으로 참여하 으며, 요추 3∼4번 위치

에서 정상인의 경우 20m 동안, 편마비 환자의 경우 10m 동안의 보행 가속도 신호

를 6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측정하 다. 보행분석 알고리즘은 크게 보행 가속도 

신호 전처리, 보 구분점 검출, 좌우 걸음 구분, 보행인자 검출, 보행 대칭성과 규칙

성 평가로 나누어진다. 보행 가속도 신호 전처리 단계로 FFT 분석과 차단 주파수 

결정,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 처리, 과도기 신호 제거 및 오프셋 제거를 하 다. 

보행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먼저 보 구분점을 검출한 후 좌우 발을 구분하 으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보행인자들을 계산하고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평가하

다. 비디오 데이터와 보행 가속도 신호를 직접 관찰하여 얻은 정보와 비교하여 알

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조군에 속한 18명의 보 구분점이 모두 정확히 검

출되었으며 한 명의 정상인을 제외하고 좌우 발 또한 모두 구분되었다. 향후 알고

리즘의 신뢰성과 더 많은 보행인자를 계산하고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임상에서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보행분석, 편마비, 가속도계, 규칙성, 대칭성



- 1 -

제 1 장 서 론 

최근 보행 장애인(편마비 환자 등)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

인 치료와 보행 훈련 및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편마비 환자의 보

행능력은 운동기능의 회복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재활 치료시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된다. 따라서 재활 치료시,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전후의 시

공간 보행인자를 측정, 비교 평가하는 것은 재활 치료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1].

보행평가는 육안적 관찰 이외에도 보행 시간인자의 측정, 3차원 운동 형상학적 

보행분석 시스템의 사용, 힘판을 이용한 운동역학적 분석, 동적 근전도, 족저압 측

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2]. 육안적 보행분석은 검사자에 따라 개인

적인 차이가 나며 일시적이기 때문에 구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정량적 보행분석 중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차원 보행분석은 좀 더 객관적이

고 구적인 자료를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비 가격이 비싸고 공간이 

제한되며 번거로운 장비보정 및 준비 과정을 수반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삼차원 분석을 위해 각 카메라로부터 이차원 

상들을 모아 재구성하는데 이 상들의 공통된 유효공간으로는 한 두 보행주기의 

자료만을 추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보행의 규칙성과 반복성이 떨어지

는 피검자의 보행을 평가, 분석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특히 편마비 환자의 경우 

뇌졸중이나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양 하지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보행

시 규칙성과 반복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 불균형이 편마비 환자의 대표적인 병

적 보행인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기존의 고가의 복잡한 측정 시스템과 필적

할 만한 성능을 가질 뿐 아니라 저가이며 휴대와 사용의 편리성을 갖는 측정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소형, 경량

의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가속도계를 사용한 보행분석에 대한 연

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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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의 보행분석에의 응용은 1873년 Marey에 의해 최초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하 다[3]. 동작분석에 6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한 Morris의 

연구[4] 이후 소형의 piezoresistive 방식의 가속도계가 개발되었고 이를 계기로 가

속도계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개의 가속도계를 이용하

는 대신 체중심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가속도계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Moe-Nilssen[5][6][7]은 체중심의 가속도를 보행분석에 적용함 있어서 

가속도계의 정 도, 정확성 및 반복성의 우수함을 검증하 고 분석 결과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 다. 가속도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보행인자를 

유도하려는 연구의 예를 보면, Evans 등[8]은 각각의 발뒤축 접지기를 구별하는데 

단축 가속도계를 사용하 고 Auvinet 등[9]은 보행주기, 활보의 대칭성과 규칙성 

등을 구하기 위해 2축 가속도계를 사용하 다. 또한 Aminian 등[10]은 두 개의 가

속도계를 사용하여 시간 보행인자를 측정하 다. Auvinet 등[11]은 가속도계를 이

용하여 보행시 체중심에서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보행주기, 보의 대칭성, 활보의 규

칙성 등을 구하고 이 인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특징을 연구하 다. 또한 

Zijlstra 등[12]은 체중심에서 얻은 3축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발뒤축 접지기를 검출

하고 오른쪽과 왼쪽 발뒤축 접지기를 구분하며 평균 보장과 보행 속도를 측정하

고 Moe-Nilssen 등[13]은 체중심에서 얻은 3축 가속도 데이터에 자기 상관 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속수, 보장, 보행의 규칙성과 대칭성을 측정하 다.

Sekine 등[1][14]은 가속도계를 편마비 환자의 보행분석에 적용하여 편마비 환

자의 보행 가속도 신호 패턴이 정상인보다 복잡하여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 다. 

또한 Mansfield 등[15]은 footswitch 대신 FES에 적용할 센서로 가속도계를 선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뒤축 접지기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정상보행과 

모의 편마비 환자 보행에 적용 및 평가하 다. 그러나 편마비 환자의 시간적 보행

인자 측정에 대한 연구와 보행인자를 자동적으로 검출, 측정하고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의 재활 훈련 평가를 위해 휴대용 무선 가

속도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보행인자를 검출할 뿐 아니라 편마비 환자의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을 평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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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능력 회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보행분석 알고리즘을 개

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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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측정 시스템 설계

2.1 시스템의 구성

그림 1. 설계한 휴대용 무선 가속도 측정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

Microcontroller
(with A/D converter)

RF module
(Transmitter)

Accelerometer
(2 axis)

RS232C Computer
(PC)

RF module
(Receiver)

RS232CEEPROM

Microcontroller
(with A/D converter)

RF module
(Transmitter)

Accelerometer
(2 axis)

RS232C Computer
(PC)

RF module
(Receiver)

RS232CEEPROM

본 연구에서 설계한 측정 시스템은 크게 가속도 신호를 측정하여 그 값을 아

날로그로 출력하는 가속도 센서부와 그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 받아 A/D 변환 후 

무선 전송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하는 송신부, 그리고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고 시리

얼 통신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로 전송하는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2채널의 가속도 신호를 A/D 변환 후 RF 모듈을 통하여 무선으로 분

석 시스템(PC)에 전송하거나 혹은 EEPROM에 저장 후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이다. EEPROM 저장모드의 경우, 30분 정도의 가속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 다.



- 5 -

표 1. 주요 하드웨어 특성 

종류 품명 제조회사 주요 특징

마이크로

컨트롤러
PIC16C73B

Microchip

(USA)

∙고성능 RISC 타입 CPU, 하버드 구조

∙4096 × 14의 EPROM, 192 × 8의 SRAM, 45

개의 특수기능레지스터, 8레벨의 하드웨어 스택

∙35개의 단일 워드 명령어, 단일 사이클의 명

령어(분기명령은 2사이클)

∙실행 속도 : DC ∼ 20MHz 클럭 입력, DC 

∼ 200ns 명령어 사이클

∙넓은 동작 전압 범위 : 2.5 ∼ 6.0V, 동작 온

도 범위 : 민수용, 산업용, 자동차용 온도범위

∙5채널 8비트 AD 변환기 내장 

∙낮은 전력 소비

가속도 센서 ADXL250

Analog

Devices

(USA)

∙가속도 측정 범위 : ± 5 ∼ ± 50g

∙낮은 잡음

∙낮은 전압 소비 (축당 2mA 미만)

RF 모듈

RX1-173.250-10
Radiometrix

(UK)

∙10 kbps 까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

  (with 25kHz channel spacing)

∙사용 범위 : ∼ 10kmTX1-173.250-10

EEPROM 24LC515
Microchip

(USA)

∙64k × 8 (512k) bit, 4개까지 연결사용 가능

∙Low Power CMO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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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속도 신호의 전처리 회로 설계

2축 가속도센서(ADXL250, ± 50g)를 사용하여 신호측정 범위는 ±1.95g로 조절

하 고 16Hz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 다. 그림 2와 그

림 3은 가속도센서로부터 얻은 신호의 전처리부와 제작된 센서부이다.

그림 2. 가속도 신호의 전처리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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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작된 센서부분

2.3 A/D 변환 및 신호저장과 송신을 위한 회로 설계

디지털 하드웨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PIC16C73B)를 기반으로, RF 모듈을 이

용하여 데이터를 무선 송신할 수 있는 부분과 EEPROM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RS232C를 통하여 컴퓨터(PC)로 전송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와 그림 5는 A/D 변환 및 신호저장과 송신을 위한 하드웨어 회로도와 제작된 송

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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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D 변환 및 신호저장과 송신을 위한 하드웨어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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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신부 회로 설계

수신부는 RF 모듈을 사용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개인용 컴퓨터(PC)로 전송할 

수 있게 설계하 다. 그림 6과 7은 데이터 수신을 위한 하드웨어 회로도와 제작된 

수신부이다.

그림 6. 데이터 수신을 위한 하드웨어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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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작된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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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원부 설계

전원부는 9V 건전지를 이용하여 7805의 회로를 통해 각 부분(송/수신기)에 5V

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은 시스템의 전원부 구성 회로도이다.

그림 8. 전원부 구성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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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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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XX/SM

1 3VIN VOUT

GN
D

VCC

2.6 통신 프로토콜 설계

RF 송신부에서는 제작된 가속도 센서로부터 유효한 데이터를 받아 RF 수신부

에 전송하기 전에는 항상 0x55를 전송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0xFF, 

0x01, 0x7F, 0x02, X축 데이터(1Byte), Y축 데이터(1Byte)의 순서로 데이터를 전

송하 다. 여기서 0xFF는 UART SYNC BYTE, 0x01과 0x7F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바이트이고 0x02는 전송하는 데이터의 채널수를 의미한다. 보행 가속도 

신호 획득을 위한 샘플링 주파수는 60Hz로 하 다. 송․수신 시 시리얼 통신 속

도는 9600b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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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행분석 알고리즘 개발

보행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휴대용 보행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

인과 편마비 환자로부터 보행 가속도 신호를 획득하 다. 획득된 신호의 보행패턴

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보행인자

를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step)와 활보(stride)

의 소요 시간, 보장(step length), 보행 속도, 보행 주기, 분속수(cadence), 보 구분

점에서의 값을 보행평가를 위한 보행인자로 검출하 다. 일반적으로 한 활보는 우

측과 좌측의 2개의 보로 이루어져 있고 한 쪽 발의 접지부분부터 다른 쪽 발의 

접지부분까지의 길이를 보장이라고 하며 1분 동안의 걸음의 수를 분속수라 한다. 

그림 9는 지면에서 발의 이동을 기술한 보장 및 활보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 후, 

퍼지 이론을 적용하여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0 ∼ 1의 값으로 정량화하 다. 

그림 10은 개략적인 보행분석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그림 9. 보장 및 활보장

우측 보장 좌측 보장

활보장

오른쪽

왼쪽 왼쪽

보폭

우측 보장 좌측 보장

활보장

오른쪽

왼쪽 왼쪽

보폭



- 12 -

그림 10. 보행분석 알고리즘 흐름도 

시작

데이터 읽기

보행 가속도 신호 전처리

보행 인자 검출

끝보 구분점 검출

좌우 걸음 구분

대칭성, 규칙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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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정상보행을 하는 30명의 건강한 성인(남자 29명, 여자 1명)

과 16명의 편마비 환자로부터 보행 가속도 신호를 획득하 다. 편마비 환자의 경

우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0m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한 16명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 다. 정상인뿐만 아니라 편마비 환자에게 모

두 적용 가능한 보행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정상인 20명과 편마비 환자 8

명의 데이터를 실험군으로, 정상인 10명과 편마비 환자 8명의 데이터를 개발한 알

고리즘을 검증, 평가하기 위한 대조군으로 사용하 다. 실험군에 속한 정상인의 연

령은 25.2±2.0세, 신장은 176.4±5.2cm, 체중은 73.9±11.9kg의 분포를 갖고 대조군에 

속한 정상인의 연령은 24.7±1.6세, 신장은 176.4±4.5cm 그리고 체중은 69.4±6.6kg 

의 분포를 갖는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은 기능적 보행분류

(functional walking category: FWC)[16]에 의해 분류된 보행능력 정도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나누었다. 실험군에 속한 편마비 환자의 연령은 48.3±15.8세 고, 유병

기간은 5.9±2.2개월이었다. 마비 위치는 사지 1명, 좌측 3명, 우측 4명이었고 남자 

5명, 여자 3명이었다. 또한 대조군에 속한 편마비 환자의 연령은 46.9±16.2세 고, 

유병기간은 7.2±3.3개월이었다. 마비 위치는 좌측 4명, 우측 4명이었고 남자 5명, 

여자 3명이었다. 표 2와 3은 실험에 참여한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의 정보이다.

표 2. 실험에 참여한 정상인들의 정보

실험군 대조군

나    이 (세) 25.2±2.0 24.7±1.6

신    장 (cm) 176.4±5.2 176.4±4.5

체    중 (kg) 73.9±11.9 69.4±6.6

성    별 (명)
남성 19 10

여성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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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에 참여한 편마비 환자들의 정보

실험군 대조군

나    이 (세) 48.3±15.8 46.9±16.3

유병기간 (개월) 5.9±2.3 7.2±3.3

성    별 (명)
남성 5 4

여성 3 4

마비위치 (명)

사지 1 0

우측 4 4

좌측 3 4

병    명 (명)
뇌출혈 4 4

뇌경색 4 4

기능적 보행분류 (명)

3. Unlimited householder walker 1 1

4. Most-limited community walker 1 1

5. Least-limited community walker 3 2

6. Community walker 3 4

보행 가속도 신호의 획득시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의 실험 조건을 달리 하 다. 

정상인의 경우, 장애물이 없는 건물 내의 평평한 복도(총 거리 30m)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걸음의 안정화 과정을 고려하여 중앙 20m의 신호만 분석에 사용하

다. 피검자는 평소 차림의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 다. 느린 걸음(분속수: 86), 

보통 걸음(분속수: 106), 빠른 걸음(분속수: 126)등 세 종류의 속도로 보행하 고 

각각 5회 반복 측정하 다. 실험 전에 대상자는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각각의 걸음 

속도에 맞도록 연습을 하고 메트로놈의 비트 음을 들으며 실험에 임하 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정상인처럼 긴 거리를 여러 번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병원 내의 평평한 복도에서 평상시 보행 속도로 20m를 걷도록 하여 체중심 가속

도를 한번만 측정하 다. 보행의 안정화를 위해 실제 측정은 시작 5m 후부터 10m 

동안의 보행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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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가속도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가속도 센서부를 등 중

앙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스판 재질의 허리밴드로 고정 부착하 다. 이 위치는 

체중심에 가깝고 기립 시 지면과 수직이어서 표면 부착 장비를 통해 체중심의 움

직임을 측정할 때 가장 적당하다[6][11]. 샘플링 주파수 60Hz로 A/D 변환하여 획

득한 보행 가속도 신호를 가속도 센서부와 함께 몸에 부착한 송신부를 통하여 수

신부로 전송하 다. 수신된 보행 가속도 신호는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Matlab 

6.5 (Mathworks,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하여 측정 

시 비디오 촬 도 함께 하 다.

그림 11. 가속도 센서부의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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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의 보행 가속도 신호

본 연구에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사용한 가속도 신호는 수직방향의 신호와 

좌우 방향의 신호이다.

그림 12. 정상인의 전형적인 보행 가속도 신호

(상:좌우 방향, 하:수직방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그림 12는 전형적인 정상인의 보행 가속도 신호를 보여준다. 정상보행시 얻은 

수직방향의 가속도 신호에는 크게 3개의 주요 특징점(2, 3, 4번)이 생긴다. 빠른 

속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 속도와 느린 속도에서는 1번 위치에 작은 특징점

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 3개의 특징점들도 속도나 대상에 따라서 항상 

3번 특징점이 크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2번이나 4번 특징점이 3번보다 크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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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찰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좌우 방향의 가속도 신호(위쪽 방향이 오른쪽 방

향을 의미)에서는 오른쪽 발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로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치중되었고 반대로 왼쪽 발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로 왼쪽으로 가속도가 

치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Auvinet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보행 가속도 신호의 특징점들이 각 보행 단계

와 서로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Villanueva 등[17]의 연구에서는 보

행 가속도 신호와 초기 접지기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사실은 

보행평가 시 가속도 신호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와 

자체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3번 특징점을 찾아 보행

인자를 계산 및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림 13. 편마비 환자로부터 얻은 보행 가속도 신호의 예

(상:좌우방향, 하:수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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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 가속도 신호의 한 예이다. 정상인의 보행 가속

도 신호와 비교해 볼 때 고주파 성분이 많이 섞여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인하여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인의 

보행 가속도 신호에 비해 규칙성과 대칭성이 떨어지고 정상인의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에서 보인 3개의 주요 특징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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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행 가속도 신호 전처리

그림 14. 보행 가속도 신호 전처리 과정

FFT 분석

차단 주파수 결정

디지털 저역 통과필터 처리

과도기 신호 제거

오프셋 제거

그림 14는 보행 가속도 신호의 전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불안정한 보행 

운동과 외부의 요인에 의한 불규칙적인 고주파 신호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디

지털 저역 통과 필터(4차, Butterworth)를 사용하 다. 차단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

해 주파수 분석(FFT 분석)을 하 다. 그림 15와 16는 실험에 참여한 정상인과 편

마비 환자로부터 얻은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의 한 예를 보여

준다. 그림 15와 16에서와 같이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주 주파수는 보통 1 

∼ 2 Hz 대역에서 존재한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전력이 큰 주파수를 디지

털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로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가 피검

자에 따라 적응성을 갖도록 하 다. 그 후 필터링된 신호에서 처음 2초간의 데이

터를 제거하여 디지털 필터 처리에 의한 과도기적 현상을 제거하 고 평균값으로 

빼줌으로써 중력 및 그 밖의 향에 의한 오프셋을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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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정상인으로부터 얻은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의 예

그림 16. 편마비 환자로부터 얻은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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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행인자 검출

보행인자를 검출하기 위해 필터링된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데이터의 주 정점

을 검출하여 보 구분점으로 사용하 다. 그 다음, 운동을 하고 있는 발의 방향 쪽

으로 내외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가 치우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오른쪽과 왼쪽 

발을 구분한 후 보 구분점을 이용하여 보와 활보의 소요 시간, 보장, 보행 속도, 

보행 주기, 분속수, 보 구분점에서의 값을 보행평가를 위한 보행인자로 검출하

다.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된 보 구분점과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행

인자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측정거리와 측

정시간이며 보 구분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정보는 알고 있는 시간 동안의 

보의 수, 각 보의 평균 소요시간 등이다. 보 소요 시간과 활보 소요 시간은 보 구

분점 사이의 시간을 계산하여 구하 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 속도, 보장, 

분속수, 보 구분점에서의 값을 구하 다. 식(1)∼(3)은 관련 수식들이다.

  


(1)

   ×  (2)

  


(3)

여기서 V는 보행 속도(m/sec), D는 측정 거리(m), T는 측정 시간(sec), SL은 

평균 보장(m), ST는 보 평균 소요 시간(sec), C는 분속수(step/min), StrT는 활보 

평균 소요 시간(sec/stride(=2step))을 의미한다. 평균 보장은 좌우 발의 평균 속도

가 같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하 다.



- 22 -

3.5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 평가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상 의사의 주관적

인 경험 지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애매성이 포함된 평가를 정량화하기 위해 퍼지이론을 적용하 다. 본 연구에

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min-max 방법을 사용한 Mamdani 추론 방법을 사용하

다[18]. 비퍼지화 방법으로는 무게 중심법을 사용하 다. 그림 1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퍼지 추론 시스템의 구조이다.

그림 17. 기본적인 퍼지 추론 시스템의 구조 

퍼지화
(fuzzifier)

퍼지추론엔진
(fuzzy inference engine)

비퍼지화
(defuzzifier)

퍼지지식기반
(fuzzy rule base)

입 력
(crisp input)

출 력
(crisp output)

퍼지화
(fuzzifier)

퍼지추론엔진
(fuzzy inference engine)

비퍼지화
(defuzzifier)

퍼지지식기반
(fuzzy rule base)

입 력
(crisp input)

출 력
(crisp output)

보행의 대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한 보행인자는 

SymST와 SymPV이다. SymST와 SymPV의 값은 아래 식 (4), (5)에 의해 구한

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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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ymST은 보 소요 시간 대칭성, LST는 긴 보 소요 시간, SST는 짧은 

보 소요 시간, SymPV는 보 구분점 값의 대칭성, LPV는 큰 보 구분점 값, SPV는 

작은 보 구분점 값을 의미한다.

또한, 보행의 규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한 보행

인자는 RegST와 RegPV이다. RegST와 RegPV의 값은 아래 식 (6), (7)에 의해 

구한다.

   
    

   
(6)

   
     

    
(7)

여기서, RegST는 보 소요 시간 규칙성, SDRST는 오른쪽 발의 보 소요 시간

의 표준편차, SDLST는 왼쪽 발의 보 소요 시간의 표준편차, SDStrT는 활보 소

요 시간의 표준편차, MRST는 오른쪽 발의 보 평균 소요 시간, MLST는 왼쪽 발

의 보 평균 소요 시간, MStrT는 활보 평균 소요 시간, RegPV는 보 구분점 값의 

규칙성, SDRPV는 오른쪽 발의 보 구분점 값의 표준편차, SDLPV는 왼쪽 발의 보 

구분점 값의 표준편차, SDPV는 모든 보 구분점 값의 표준편차, MRPV는 오른쪽 

발의 보 구분점 값의 평균, MLPV는 왼쪽 발의 보 구분점 값의 평균, MPV은 모

든 보 구분점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림 18은 퍼지화를 위한 각 입력의 소속함수이고 그림 19는 대칭성과 규칙성

을 나타내는 출력의 소속함수이다. 소속함수의 종류에는 삼각형 소속함수, 사다리

꼴 소속함수, 가우시안 소속함수, 종모양 소속함수 등이 있는데, 이중 사다리꼴 소

속함수를 각 입력의 소속함수로 선택하 고 삼각형 소속함수를 각 출력의 소속함

수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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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각 퍼나 입력에 대한 소속 함수 

그림 19. 각 퍼나 출력에 대한 소속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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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5는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 평가를 위한 퍼지 추론에 사용한 

IF-THEN 규칙이다.

표 4. 보행 대칭성 평가를 위한 퍼지 IF-THEN 규칙 

IF (전제조건부) THEN (결론부)

(SymST is G) and (SymPV is G) (Symmetry is VG)

(SymST is G) and (SymPV is M) (Symmetry is G)

(SymST is G) and (SymPV is B) (Symmetry is M)

(SymST is M) and (SymPV is G) (Symmetry is G)

(SymST is M) and (SymPV is M) (Symmetry is M)

(SymST is M) and (SymPV is B) (Symmetry is B)

(SymST is B) and (SymPV is G) (Symmetry is M)

(SymST is B) and (SymPV is M) (Symmetry is B)

(SymST is B) and (SymPV is B) (Symmetry is VB)

표 5. 보행 규칙성 평가를 위한 퍼지 IF-THEN 규칙 

IF (전제조건부) THEN (결론부)

(RegST is G) and (RegPV is G) (Regularity is VG)

(RegST is G) and (RegPV is M) (Regularity is G)

(RegST is G) and (RegPV is B) (Regularity is M)

(RegST is M) and (RegPV is G) (Regularity is G)

(RegST is M) and (RegPV is M) (Regularity is M)

(RegST is M) and (RegPV is B) (Regularity is B)

(RegST is B) and (RegPV is G) (Regularity is M)

(RegST is B) and (RegPV is M) (Regularity is B)

(RegST is B) and (RegPV is B) (Regularity is 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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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퍼지 추론 규칙은 다음과 같은 지식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행의 대

칭성이 좋으면 양측 발의 보 소요 시간의 차이가 작다. 다시 말하면, 양측 발의 보 

소요 시간 비율(작은 값 / 큰 값)이 1에 가깝다. 그리고 보행의 대칭성이 좋으면 

양측 발의 보 구분점 값의 차이가 작다. 즉, 양측 발의 보 구분점 값의 비율(작은 

값 / 큰 값)이 1에 가깝다. 또한, 보행의 규칙성이 좋으면 동일한 발의 보 소요 시

간의 사이의 차이와 각 활보 소요 시간의 사이의 차이가 작다. 그리고 보행의 규

칙성이 좋으면 동일한 발의 보 구분점의 값의 차이가 작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표준표차 값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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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그림 20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행분석 알고리즘에 보행 가속도 신호를 적용

하 을 때 나온 결과 파형의 한 예이다. 수직 축의 단위는 g이고 수평 축의 단위

는 초이다. 작은 원으로 표시된 지점이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된 보 구분점이다. 

또한 사각파의 (+) 구간이 오른쪽 발이 운동하는 구간이고 (-) 구간이 왼쪽 발이 

운동하는 구간이다.

그림 20. 보행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파형의 예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 

Right Step

Left Step

보 구분점

수직 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

①

② ③
④

Right Step

Left Step

보 구분점

수직 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

①

② ③
④

정상인의 경우 규칙적인 보행 가속도 패턴을 보이는 반면, 편마비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인다. 정상인과는 

달리 편마비 환자의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경우 그림 20의 1번 점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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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해야 하는 정점(보 구분점)과 정점 사이에서 이 정점들보다 값이 큰 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 환측을 내딛을 때의 가속도 크기가 건측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에 그림 20의 2, 3, 4번 점과 같이 검출해야 하는 정점의 크기

가 다른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원 신호에 문턱

치를 적용하여 주요 정점을 구분하는 방법은 편마비 환자의 보행 가속도 신호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 신호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이 필요하

다.

편마비환자로부터 얻은 보행신호 분석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불규칙적인 

고주파 성분에 기인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검자의 보행 주기 특성에 따

라 차단 주파수를 다르게 결정한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4차, Butterworth)를 사

용하 다. 필터를 적용한 후의 보행 가속도 신호는 고주파 성분의 향이 제거된 

사인파 형태의 간단한 패턴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수직방향의 보행 가속도 신호 

주기는 보의 주기와 상관성을 갖고 내외방향의 보행 가속도 신호 주기는 보행 주

기와 상관성을 갖는다. 필터링된 수직방향의 보행 가속도 신호의 주 정점을 검출

하여 보 구분점으로 사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은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특징점과 시간 보행인자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보행 가속도 신호를 기존의 검증된 보행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동기화하여 분석

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본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참여한 정상인 10명과 편마비 환자 8명의 보 

구분점의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보행능력에 따라 보장과 걸

음속도가 다르므로 측정 거리 10m 안에서의 전체 보 구분점의 수는 15 ∼ 32개로 

다양하게 분포하 고 모든 보 구분점을 검출하여 100%의 검출율을 보 다. 정상

인의 경우, 수집한 모든 데이터에서의 보 구분점의 총 수와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

된 보 구분점의 총 수를 비교하 고 편마비 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의 검

출율을 보 다. 신호처리에 앞서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신호의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2초간의 신호를 제거한 후 알고리즘에 적용하

다. 따라서 측정 시작 후 2초 안에 나타나는 보 구분점은 실제 보 구분점의 총 수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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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 구분점 검출 결과

Case 실제 보 구분점의 총 수 검출한 보 구분점의 총 수
검출율

(%)

P1 28 28 100

P2 18 18 100

P3 21 21 100

P4 18 18 100

P5 22 22 100

P6 25 25 100

P7 16 16 100

P8 14 14 100

N1 459 459 100

N2 494 494 100

N3 484 484 100

N4 434 434 100

N5 412 412 100

N6 455 455 100

N7 440 440 100

N8 430 430 100

N9 418 418 100

N10 475 475 100

비고 P: 편마비 환자, N: 정상인

보 구분점을 검출한 후에는 수평 보행 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구분하 다. 운동을 하고 있는 발의 방향 쪽으로 내외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가 치우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보 구분점으로 구분된 각 보의 구간 동안의 

내외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좌우를 구분하 다. 대조군에 

속한 10명의 정상인과 8명의 편마비 환자의 경우 정상인 한 명을 제외하고 보의 

좌우 구분이 모두 잘 되었다. 이는 이 피검자의 보행 특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좌우의 흔들림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행인자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1)은 측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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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계산할 수 있고 식(2)은 좌우 발의 평균 속도

가 같다는 가정 아래 성립한다. 따라서 가정에 큰 하자가 있거나 측정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이 계산 방법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 향후 사전 정보나 

가정에 독립적이고 더 많은 보행인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

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 21과 22는 개발한 알고리즘을 대조군의 보행 가속도 신호에 적용하여 얻

은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 결과이다. 그림21과 22를 보면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의 평가 수치가 정상인의 경우 1(매우 좋음)에 가깝고 편마

비 환자의 경우 그렇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의 재활 훈련 전후의 

이 수치를 비교하면 편마비 환자의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행능력 회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표 7과 그림 23은 대조군에 속한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보행 분류에 따른 보

행 대칭성과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능적 보행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량

적으로 평가한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 지만 8명의 데이터에서는 큰 상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아직 상관성을 

연구할 만큼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FWC라는 기능적 보행 분류가 

단순히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 31 -

그림 21. 대조군의 보행 대칭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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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편마비 환자
N: 정상인

그림 22. 대조군의 보행 규칙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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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편마비 환자
N: 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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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능적 보행 분류에 따른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

FWC 피검자 보행 대칭성 보행 규칙성

3 P6 0.43 0.50

4 P8 0.80 0.74

5
P1 0.77 0.55

P5 0.61 0.60

6

P2 0.84 0.09

P3 0.67 0.25

P4 0.74 0.50

P7 0.44 0.67

그림 23. 기능적 보행 분류에 따른 보행 대칭성과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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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행 가속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가속도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 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정상인 20명과 편마비 환자 8명의 보행 

가속도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의 보행인자를 계산하고 보

행 대칭성과 규칙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대조군에 속한 정상인 10명과 편마비 환자 8명의 보행 가속도 신호에 

적용한 후 비디오 데이터와 보행 가속도 신호를 직접 관찰하여 얻은 정보와 비교

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구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신호에서는 주 정점을 검출하기 힘든 

편마비 환자의 수직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전력이 큰 주

파수를 차단 주파수로 하는 저역 통과 필터 처리를 하고 일반적인 정점 검출 기

법을 사용함으로써 보 구분점을 검출할 수 있었다.

(2) 운동을 하고 있는 발의 방향 쪽으로 내외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가 치우친

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보 구분점으로 구분된 각 보의 구간 동안의 내외방향 보행 

가속도 신호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좌우를 구분할 수 있었다.

(3) 검출된 보 구분점을 기반으로 보와 활보의 소요시간, 보장, 보행 속도, 보행 

주기, 분속수, 보 구분점에서의 값 등의 보행평가를 위한 보행인자를 계산할 수 있

었다.

(4) 퍼지 이론을 적용하여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었다.

(5)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한 휴대용 무선 가속도 측정 시스템과 개발한 보행분

석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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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임상에서의 실용을 위해서 기존의 검증된 보행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동기화된 많은 보행 가속도 데이터를 확보하여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 보완함으로

써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보행인자를 계산하고 보행의 대칭성과 규칙성을 더

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임

상에서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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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Gait Analysis Algorithm for Hemiplegic 

Patients based on Accelerometry

                       

   Lee, Jae Young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portable acceleration data acquisition 

system to measure acceleration signals during walking and a gait analysis 

algorithm which can estimate gait parameters automatically and evaluate gait 

regularity and symmetry objectively. The portable acceleration data acquisition 

system consists of a biaxial accelerometer, amplifiers, lowpass filter with 

cut-off frequency of 16Hz, one-chipmicrocontroller, EEPROM and RF (TX/RX) 

module. In order to develop the algorithm, twenty normal subjects and eight 

hemiplegic patients for training set and the other ten normal subjects and eight 

hemiplegic patients for test set are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cceleration 

signals during 20m walking for normal subjects and 10m walking for 

hemiplegic patients were measured at a sampling frequency of 60Hz from a 

biaxial accelerometer mounted between L3 and L4 intervertebral area. The 

algorithm mainly includes preprocessing of gait acceleration signal, detection of 

main peaks, classification of right/left steps, calculation of gait parameters, and 

estimation of gait symmetry/regularity. Preprocessing of gait acceleration signal 

consists of FFT analysis, determination of cutoff frequency, filt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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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ion of transition signal, and exclusion of offset. The algorithm detected 

foot contacts and classified right/left steps, then calculated gait parameters 

based oninformation and estimated gait symmetry/regularity. Compared with 

video data and analysis by manual, algorithm showed good performance in 

detection of foot contacts and classification of right/left steps in test set. In 

the future, by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ability of the algorithm in order to 

calculate more gait parameters accurately and estimate gait 

symmetry/regularity more precisely and objectively, this system and algorithm 

could be used to evaluate improvement of walking ability in hemiplegic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Gait analysis, Hemiplegic, Accelerometer, Symmetry, 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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