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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깔창을 사용한 보행 분석을 한 데이터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평지 보행, 오르막 보행, 내리막 보행,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달리기, 빠른 보행

의 7가지 종류의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한 데이터에 해 제안한 데이터 처리 기법을 용 

한 결과를 실제 걸음 수와 비교하 다. 실험결과 처리한 결과가 실제 걸음 수에 가까운 결과를 보임

을 확인하 다.

1. 서론

   보행 분석은 최근 헬스 어, 재활, 의료공학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보행

분석에는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연구[2, 3], 

압력센서를 이용한 보행 분석이 연구되어 왔으며[4], 최근

엔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보행분석들이 연구되고 있

다.[1]

   웨어러블센서를 이용해 얻은 보행데이터는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해 이동 평

균 필터[5], 다단계 웨이블릿 분해  복원 기법[6]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보행분석방법의 기기 간 통

신 장애, 통제되지 않은 실험환경 등으로 인한 노이즈, 어

난 동기화와 같은 문제로 분류 성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3L-Labs Co., Ltd.(Seoul Korea)

에서 개발한 상용 스마트깔창인 FootLogger를 이용해 보

행 분석에 사용할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처리 기법은 센서데이터  단 걸음 데이터를 

추출하고, 노이즈를 제거한 후 각각의 데이터를 일정한 사

이즈()로 변형한다. 

   본 논문은 2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을 살펴보고, 3 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실제 걸음수와 처리 과정을 통해 측정한 걸음 수

를 비교한 실험결과를 보여 다. 

  

2 제안방법

  본 연구의 목 은 16개의 압력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를 단  걸음 별로 분류한 후, 이상치  노이즈를 제거 후 

각 단  걸음 데이터를 합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다. 

  2.1 단  걸음 정의

  걸음은 발이 지면에 붙어있는 stance phase와 지면에서 

떨어진 swing phase로 구분할 수 있다. [1]이 제안한 방법

에서와 같이, 우리는 센서 데이터로부터 swing phase를 

검출하 다. 그런 다음, 이를 기 으로 단 걸음을 왼쪽 

발 swing phase의 시작시 부터 stance phase의 종료시

까지의 압력 데이터로 정의하 다.

  2.2 노이즈 제거  데이터 warping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마트 깔창은 한 발당 8개의 압력

센서, 3개의 가속도 센서, 3개의 자이로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Hz단 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논문에서는 

압력센서 데이터만을 사용했으며, 압력센서는 0, 1, 2의 총 

3가지 값을 장한다. 0은 압력이 없는 상태, 1은 압력이 

있는 상태, 2는 강한 압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데이

터 처리는 크게 단 걸음 추출, 노이즈 제거, 데이터 

warping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  왼쪽 발의 시

작시 이 swing phase가 아니거나 종료시 이 stance 

phase가 아닌 데이터들은 모두 데이터 집합에서 제외하

다. 한 수집된 걸음데이터  0.01 ~0.03 의 길이만큼

의 노이즈가 존재함을 발견하 고 그 시 의 16개의 센서 

데이터 모두를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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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proposed 실제 걸음수

평지 걸음 176 176

경사 올라가기 109 114

경사 내려가기 114 114

계단 올라가기 55 55

계단 내려가기 64 65

평지 달리기 252 244

평지 빠른 걸음 186 186

표 1.  처리 데이터 개수와 실제 걸음 수 비교

그림 1. 데이터 처리 과정

  각각의 보행형태는 다양한 속도변이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우리의 목표는 압력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보행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 걸음 데이

터를 보행속도에 향 받지 않으며 데이터 사이에 동등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이에, 수집된 단

걸음 데이터   가장 짧은 단  걸음 시간()을 측정한 

후, 각각의 단 걸음 데이터(  )를 시간 동안의 데

이터로 정규화(normalize)하 다. 그림1은 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3. 실험

  3.1 데이터 수집 환경

   본 연구에서는, 3L-labs의 스마트 깔창을 이용하여 평

지 지형에서 걸음, 빠른 걸음, 달리기, 경사 지형과 계단지

형에서 각각 오르기, 내리기 총 7가지 종류의 보행 형태에 

해 걸음 수를 측정하며 수집하 다. 

  3.2 실험 방법  결과

  제안한 처리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7가

지 종류의 보행에 해 걸음수를 함께 기록된 압력데이터

를 수집하 다. 각각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단 걸음을 추출

한 후 단 걸음의 숫자를 실제 걸음 수와 비교를 표1에 표

시하 다. 7개의 보행형태  평지 달리기를 제외한 6개의 

보행형태는 처리 데이터셋이 모두 실제 측정값과 일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지 달리기의 경우 처리 데이터셋

의 개수가 실제 측정값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16개의 압력센서 데이터로부터 수집한 

보행데이터로부터 단 걸음 데이터를 추출한 후, 노이즈 

제거  보행속도에 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단 걸음데

이터를 변형하 다. 제안한 처리 기법을 이용하면 일반

인 걸음 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같은 보행형태에 해서

도 걸음 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

후 연구로는, 제안한 처리 기법이 용된 데이터에 데이

터 분류를 한 특징 추출 기법들을 용하여 다양한 보행

패턴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

지기술평가원(KETEP)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한 인력양성 성과입니다.  (No. 20174030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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