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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1) 일반적으

로 낙상이 일어나기 전 먼저 인체는 균형을 잃게

되며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한 보상운동이 일어난다 여기서 균형상실. (loss

은 물리적 기계적 감각적인 부of balance, LOB) , ,

분이 통합되어 있어 원인을 직접적으로 찾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부분 낙상검출은.

보상운동 발생 여부를 검출하는 방법적 문제로

접근하였으나 낙상에 대한 검출 성공률, (success

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rate, SR) .
(2) 최근

에는 보상운동과는 관계없이 운동 제어신호를 예

측하여 균형의 상실여부를 판별하여 낙상을 예측

하는 방법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낙상검출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3)

균형상실이 보상운동보다 먼저 발생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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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보상운동보다는 균형상실을 검출하는 방법이 낙상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다 균형상: .

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데이터 처리부 내부 모델 구성부 검출부로 구성된다 이 알고리즘에서, ,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 모델 구성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중 내.

부 모델과 관계된 변수들이 검출 성공률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내부 모델과 관계된 변수는.

내부 모델의 선형화에 필요한 변수와 알고리즘의 실행 주기에 대한 변수이다 각각의 변수들이 가지는.

중요도 평가하기 위하여 검출 성공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민감한 변수는 알고.

리즘의 실행 주기이며 주기가 초일 때 검출 성공률이 로 가장 좋게 나왔다 또한 주어진 변수, 0.3 97.1% .

들에 대하여 검출 성공률이 이상이 되는 설계 변수의 범위를 제시하였다95 % .

Abstract: The detection algorithm for loss of balance had three main parts: one for processing data, another

for constructing an internal model, and a third for detecting the loss of balance. The part related to the

internal model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lgorith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internal model on the success rate of the algorithm. The internal model

depends on the type of linearization adopted and the operating period of the algorithm. The design variables

were evaluated by performing sensitivity analysis of the variables of the internal model in order to obtain the

success rate of the algorith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sensitive variable was the period and the

period of 0.3 s yielded the highest success rate of 97.1%. Further, the ranges of the design variables that can

facilitate a success rate of over 95%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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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반적으로 균형상실을 검출하는 것이 낙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의 내부 변수 및 그 값은 연구자

의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검출 알고리즘.

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검출 성공률에

대하여 민감도가 큰 변수를 설계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상실을 검출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모델링이다 중추신경계의.

내부적 작동 상태를 알기 위하여 단일 입출력관

계를 가지면서 자유도를 가지는 의자의 뒷다리1

로 균형을 잡는 운동 모델을 선정한다 이 운동.

모델을 입출력값의 상호관계 관계를 통계적 처리

에 의한 선형 모델로 근사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상실 검출 알고리즘에서 선형으로 근사화된

내부 모델에 관계된 설계변수를 제안하고 각 변,

수가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균형상실 검출2.

낙상과 균형상실2.1

영문의 은 넘어짐 혹은 낙상 이라고 일컬fall ‘ ’ ‘ ’

어지고 있다 넘어짐은 자세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낙상은 넘어져서 다친다는 의미,

가 강하다 낙상예방을 위한 국제연구그룹에서는.

낙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4)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넘어지거나 강한 바람“

혹은 의식상실 간질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갑작,

스런 마비에 의해 낮은 자세로 내려오는 것이

다.”

낙상은 과 같이 시간에 따라 전 단계Fig. 1

임계단계 후 단계(pre-fall phase), (critical phase),

회복단계 로 나눌(post-fall phase), (recovery phase)

수 있다.(2) 여기서 임계단계는 의300 ~ 500 ms

짧은 시간에 급격한 신체 움직임의 변화를 수반

하며 신체가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낙상을 검출하는 연.

구는 바로 이 임계단계에서의 움직임을 정량화하

여 낙상의 발생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거

나 예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

다.(5 7)∼

균형상실 에 대한 정의는(loss of balance, LOB)

정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정.

Fig. 1 Four phases of falling

량적 관점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평형을 이룬 상태 혹.

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 사이에 평형을 이

루어 안정한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한다.

신체의 균형 상태는 크게 정적 평형 상태와 동

적 평형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

이 없거나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균형을 유

지하는 경우를 정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 정상,

보행의 경우나 달리기 등 비교적 빠른 움직임이

발생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

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 발생된 제어신호 중CNS)

오류신호는 그 균형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경우 신체에서는 각 부위의 운동 균형이 깨

어지게 되는데 이 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보,

상운동을 하게 된다.(3) 보상운동이 성공하면 균형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지만 실패하게 되

면 낙상이 발생하게 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균형상실은 낙상의 범주에

속한다 정상인에 대한 정상보행의 경우 낙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Fig. 2

와 같다 신체의 세부 근육들을 제어하는 중추신.

경에서 제어신호의 오류가 발생한다 제어신호.

오류에는 크게 외적요인에 의한 오류와 내적요인

에 의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지.

면의 돌출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발이 걸려 보

행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발을 지면,

에서부터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거나 발목운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의 발에 걸리는 경우 등이

후자에 속한다 질병이나 노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8,9)

보상운동과 균형상실 검출2.2

낙상이 일어날 때 균형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

는 유일한 증거는 외부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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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of LOB Detection of Falling

Fig. 2 Comparison of detection of LOB with detection
of falling

한 보상운동이다 균형을 상실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몸과 손 발 등을 이,

용하여 매우 빠른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보상운동이라고 한다 보상운동의 발생.

여부는 머리나 무게 중심 같은 특정 부위의 운동

이 어떤 임계값 혹은 기준값 이상이 되는지를 확

인하여 판별한다.

보상운동은 일반적으로 임계단계에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운동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낙상을 판별하는 것은 단순히 진행 중인 낙상을

검출하는 것이어서 낙상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일상생활.

중의 운동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화DB

하고 그것으로 피실험자의 이상 운동을 규명함,

으로써 넘어짐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10)

균형상실을 검출하는 것은 보상운동과 관계없

이 균형상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낙상을 검출하는

것이다 보상운동의 원인인 균형상실 시점은 낙.

상 발생의 초기 시점 혹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 검출하는 것은 낙상을 예측하는 효과를 가

진다 낙상을 예측하게 되면 낙상으로 인한 부상.

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나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

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균형상실을.

검출하는 기법을 운동제어 및 신경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신경계의 반응이 늦은 노령층에

적용하게 되면 보상운동 유무로 판별하는 기존,

검출 방법에 비해 보다 빠르게 낙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낙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낙상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하는 본 연구의 기저연구로 낙상 검출 방법이

아닌 등Ahmed
(3)이 제안한 균형상실 검출 방법

을 선택하였다.

내부 모델2.3

낙상의 위험을 감지한 중추신경계는 보상운동

에 필요한 근육들에게 제어 신호를 보낸다 중추.

신경계는 어떤 임의의 동작에 대하여 적합한 제

어 신호를 사용하여 동작을 제어한다 이때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 중 낙상에 관련

된 신호를 선별하며 그 신호를 분석하여 낙상의,

위험을 판별하게 된다 그러나 중추신경계가 낙.

상의 위험을 감지하고 판별하는 과정이나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중추신경계.

내부에서 매우 복잡하게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간단한 자유도의 운동을 통1

하여 복잡한 중추신경계의 내부 과정을 설명하였

다 여기서 자유도 운동으로 의자의 뒷다리로. 1

균형을 잡는 운동 모델 균형 작업 을 사용하였다( )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 작업 모델은 점Fig. 3 P

이 피봇팅된 도립진자로 간략화 할 수 있다 몸.

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자를 뒤로 미는 힘이

도립진자를 움직이는 입력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자의 가속도가 시스템의 출력이 된

다.

중추신경계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입출력

값을 이용하여 선형으로 근사화된 함수를 사용한

다 이 근사화된 함수를 중추신경계의 내부 모델.

이라고 하며 선형으로 근사화되었기 때문에 선,

형 내부 모델이라고도 한다 출력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전까지의 입출력 값으로 근사화된 선형

내부 모델에 현재의 입력값을 적용한다.

선형 내부 모델을 통하여 예측된 결과인 가속

도와 센서를 통하여 측정된 가속도의 차이를 내

부 모델의 오차라고 한다 혹은 중추신경계에서.

균형유지를 위해 제어하는 운동과 실제 발생한

운동의 차이이므로 제어오차라고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선형 내부 모델을 적용한 알고리즘에

서 이례적으로 큰 제어 오차의 발생이 균형상실

의 발생을 의미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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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알고리즘 및 변수 선정3.

실험 방법3.1

의자의 균형 잡기 실험은 의자의 뒷다리로 균

형 상태를 최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실험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실험자가 의자에 앉Fig. 3

은 후 발을 밀어 천천히 의자를 뒤로 기울이면서

실험한다 이때 의자의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신.

체의 다른 움직임은 없도록 하였다 피실험자들.

은 나이가 세 전후인 건강한 성인남녀 명으30 9

로 구성되었다 은 피실험자의 신체적 특. Table 1

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예비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뉘어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가 기존 연구를 잘 따르는지 비교 검증을 위하여

에비실험을 수행하였고 구현된 알고리즘의 내부,

설계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였

다 예비실험은 모든 피실험자들이 연습없이 각.

각 회씩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은 이들10 .

중 비슷한 체격을 가진 두 명의 피실험자(S8, S9)

를 선택하여 회 실험을 한 세트로 총 세, 10 12

트를 수행하였다.

발반력은 힘판 을 사용하였고 머(Kistler, 8256A) ,

리와 의자의 가속도는 저주파 가속도계(Wilcoxon,

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센서를 통하여799LF) . 1

의 샘플링 주기로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기kHz ,

존 연구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의 대역0.3 ~ 3Hz

필터를 적용한 값을 알고리즘에서 사용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례적으

로 큰 제어신호의 오차가 균형상실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실험을 통.

하여 얻은 결과들을 이용하여 검출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설계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균형상실 검출 알고리즘과 성공률3.2

는 균형상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Fig. 4

개략적인 흐름을 블록선도로 표현한 것이다 검.

출 알고리즘은 크게 데이터 처리부 내부 모델,

구성부 검출부로 구성된다 데이터 처리부는 센, .

서를 통해 얻어지는 입출력값을 처리한다 내부.

모델 구성부는 발반력(ground reaction force, GRF)

을 이용해 운동제어에 필요한 가속도를 예측하

고 검출부는 제어오차에서 이례적으로 큰 값,

Subject Age Height Weight

P1 31 174 86

P2 35 186 78

P3 36 163 54

P4 30 172 85

P5 30 165 52

P6 31 160 53

P7 30 173 72

P8 25 171 65

P9 30 171 65

Average 30.9 170.5 67.8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Fig. 3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balancing
task in the seated posture

Fig. 4 Block diagram of the detection algorithm of
LOB

이 검출되는지를 확인(control error anomaly, CEA)

한다.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에서 입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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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면 다리를 통해 인체와 의자가 함께 움직

이게 된다 이 때 의자의 움직임을 센서를 통하.

여 의자의 가속도( 를 얻는다 센서를 통하여 얻) .

은 의자의 가속도와 내부 모델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가속도( 와의 차이를 제어오차로 계산하게)

된다 제어오차 중에 이례적으로 큰 값을 검출기.

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검출 성공률 은 기존 논문에서(success rate, SR)

제시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모두 평가하였다.

첫 번째가 균형상실 발생 시기가 의자의 넘어짐

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초 이내에2

발생한 경우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

째는 앞에서 성공된 경우의 균형상실 발생시점이

보상운동 발생시점보다 이전에 검출된 것100 ms

이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자의 성공률.

을  후자의 성공률을, 라고 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 (2)

여기서 은 전체 실험 횟수 는 첫 번째 성공N , p

횟수 는 두 번째 성공 횟수를 각각 나타낸다, q .

첫 번째 성공을 해야 두 번째 성공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과 와 의 상호 관계는N p q N p≥

로 표현할 수 있다q .≥

실제 유효한 검출 성공률은 과 을 동

시에 만족하는 경우이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총.

개 경우의 수에서 개를 뽑은 후 사건 다시N p ( A),

에서 개를 뽑는 경우 사건 가 된다 따라서p q ( B) .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개에N

서 개가 뽑히는 경우가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q ,

할 수 있다.

 ∩  


(3)

이 값은 사건 가 발생할 확률 와 사건A P(A) B

가 발생할 확률 가 서로 곱하여 진 것과 같다P(B) .

  ×    

× 


 


(4)

식 과 에서(3) (4)  ∩     ×  를

만족하므로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를 이용.

Name Mean Value(sec)

S1

S2

h1

h2

hd

Time interval for identifying internal model

Time interval for operating 3-sigma method

Moving shift of the threshold of S1

Moving shift of the threshold of S2

Operating period of the LOB algorithm

2

2

0.1

0.1

0.1

Table 2 Design variables and conventional values
of LOB detection algorithm

하여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검출 성공률

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SR) .

 


×


×  

× (5)

변수 선정3.3

검출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부 모델을

구성하는 부분과 제어 오차를 감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내부 모델 구성부 후자를. ,

검출부 혹은 시그마법을 이용하므로 시그마법3- 3-

적용부라고도 한다 내부 모델 구성부와 검출부.

를 검출 알고리즘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개의5

변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는 각 변수들의, Table 2

의미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값을 정리한 것이

다.

내부 모델 구성부의 주요 변수로는 내부 모델

을 선형으로 근사하기 위해 필요한 입출력 데이

터의 양을 결정하는 변수 과 근사화된 내부 모S1

델을 갱신하는 주기인 가 있다 검출부의 주요h1 .

변수는 시그마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오차3-

데이터의 양을 결정하는 와 시그마법에 의한S2 3-

상한값을 갱신하는 주기인 가 있다 는 균형h2 . hd

상실 검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주기로 내부 모

델 구성부와 검출부 모두에 관계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그룹 중 일반적인 시그마3-

법은 변화시키지 않고 내부모델을 구현하는 변,

수들 에 대하여 변수의 민감도를 평가(S1, h1, hd)

하였다.

여기서 시그마법은 제어 오차의 평균과 표준3-

편차를 이용하여 이례적으로 큰 오차 를 판(CEA)

정하는 방법이다 제어 오차의 평균에서 표준편.

차의 배에 해당하는 값을 오차의 상한값이 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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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상한값보다 큰 값을 로 규정한다, CEA . 3-

시그마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 연구 논문에 자세

히 기록되어 있다.(3)

민감도 평가 결과4.

내부 모델 근사를 위한 데이터 구간4.1

내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창

의 크기인 의 시스템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S1

였다 는 기존 설계변수 값에서 값만. Fig. 5 S1 0.1

초에서 초까지 초씩 변화될 때 검출 성10.0 0.1

공률 을 나타낸다 크기의 변화에 따른 성(SR) . S1

공률을 살펴보면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는95 %

범위는 초이다 최대 성공률을 가지는1.6 8.1 .∼

값은 초이며 그때의 성공률은 각각S1 3.5 , 99.2

이다%(SR1), 97.5 %(SR2), 96.7 %(SR) .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경우 더 나은 운동

제어능력을 가진다 에서도 초반부터 약. Fig. 5 2

초까지는 급격하게 증가 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일반적인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초 이후에는 성공률이 급격하게. 7.6

감소하는데 이는 제어신호와 운동간의 상호관계

가 선형 근사화된 내부 모델에 잘 반영되지 못함

을 의미한다.

의 경우는 초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SR2 8

으나 의 경우는 급격히 떨어진다 이것은 첫SR1 .

번째 성공 이 이뤄진 횟수와 관계없이 두 번(SR1)

째 성공 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SR2)

미하며 이는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 3.1 SR1

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확인시켜 준다SR2 .

반면에 을 너무 작게 선택하면 오차가 거의S1

에 수렴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센서의 샘플0(zero) .

링 주기와 근사화를 위한 크기 을 같이 두면S1

모든 오차가 이 된다 이는 시그마의 통계적0 . 3-

가치를 가지기 위한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균형상실 검출에 의미가 없어지고 또한 실제 결,

과에서도 이 줄어들수록 검출 성공률도 줄어드S1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

변수 은 수학적으로 내부 모델을 선형 근사화S1

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클. S1

수록 근사화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므

로 잘 근사화된 내부모델을 얻을 수 있으나 선,

형화의 한계로 인하여 어느 이상 혹은 이하의 값

을 가지게 되면 검출 성공률이 줄어드는 것을

Fig. 5 Success rates for various values of S1(upper)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출 성공률을 고려하여.

값을 설정할 경우 약 초가 가장 적절S1 1.6 ~ 8.1

한 설계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내부 모델이 갱신되는 주기4.2

내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창 이 움S1

직이는 간격을 이라고 한다 이를 다시 표현하h1 .

면 은 이전에 구성된 내부모델을 갱신하기 위h1

한 시간 간격이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은 설. h1

계값이 아니었으나 이 움직이는 크기가 내부S1

모델의 내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절에서 변수로써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하

였다.

을 초에서 초까지 초씩 변화h1 0.01 1.00 0.01

될 때 검출 성공률을 살펴보았다 의 기존 설. h1

계값은 이므로 이것을 포함한 충분히 큰 값0.1

으로 여겨지는 크기인 초까지 계산하였다1 . h1

크기의 변화에 따른 검출 성공률 은 약SR 95 %

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이 초 이내인. h1 1

경우에는 검출 성공률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의

미한다.

검출 알고리즘의 실행 주기4.3

알고리즘의 실행 주기 는 의 검출여부를hd CEA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의 설계값을 결정. hd

할 때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실행에 필요한 시간

과 계산량이다 그 실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

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주기보다 커져서 실제

가 검출된다 해도 그 시점에서 검출사실을CEA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값이 너무 작으면 동. hd

일한 구간을 검색할 때 보다 많은 계산량이 발생

하므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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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ccess rates for various values of hd

은 값을 초에서 초까지Fig. 6 hd 0.01 1.00 0.01

초씩 변화될 때 검출 성공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크기의 변화에 따른 성공률을 살펴보면 첫 번hd

째 성공률인 은 거의 초 정도까지SR1 0.6 95 %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나 두 번째 성공률 은, SR2

초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0.34

수 있다 최대 성공률을 보이는 의 값은 초. hd 0.3

이고 그때의 각 성공률은, 98.8 %(SR1), 98.3

을 가진다%(SR2), 97.1 %(SR) .

을 보면 의 감소가 의 감소에 영Fig. 6 SR2 SR1

향을 받았지 않고 오히려 의 영향을 받는다는hd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1

는 에 대해 독립이거나 거의 독립에 가까SR2 SR1

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동시.

에 만족하는 성공률 은 두 성공률 과(SR) SR1 SR2

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에 영향을 받SR2

아 초 이후에 급격히 감소된다 값이0.34 . SR 95

이상인 의 범위는 약 초이다% hd 0.1 0.35 .∼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검출 알고리즘의 내부 모델 구

성에 관계된 변수를 선정하고 검출 성공률에 대,

한 각 변수의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설계 변수의 적절한 설계 범위를 제시하였

다 각 변수들에 대한 설계 범위로는 의 경우. S1

약 초와 는 약 초이며1.6 ~ 8.1 hd 0.1 ~ 0.35 , h1

의 경우 그 변화가 검출 성공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검출. hd

성공률에 가장 민감하고 초일 때에 검출 성, 0.3

공률은 로98.8 %(SR1), 98.3 %(SR2), 97.1 %(SR)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이 의미하는 바와

설계변수로서의 특성을 분석하지 않았거나 그 분

석된 내용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이 검출.

알고리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기.

존 검출 성공률이 94.4 %(SR1), 92.6 %(SR2),

였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각각87.4 %(SR) , 4.8

향상된 결과를 얻%(SR1), 5.3 %(SR2), 9.7 %(SR)

을 수 있었다.

향후 각 변수들의 상호 관계성을 규명하고 검,

출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변

수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시그마법을 구현하는 것과 다양한. 3-

내부 모델 구성 방안 등 전체 검출 시스템의 성

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년 일반연구2009

자지원사업 과제번호 의 지원에 의( 2009-0074461)

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Sadigh, S., Reimers, A., Andersson, R., and

Laflamme, L., 2004, "Falls and Fall-Related Injuries

Among the Elderly: A Survey of Residential-Care

Facilities in a Swedish Municipality," J Community

Health, pp. 129~140.

(2) Noury, N., Rumeau, P., Bourke, A. K., OLaighin,

G., and Lundy, J. E., 2008, "A Proposal for th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Fall Detectors,"

Elsevier Masson France IRBM, Vol. 29, pp.

340~349.

(3) Ahmed, A. A., and Ashton-Miller, J. A., 2004,

"Is a Loss of Balance a Control Error Signal

Anomaly? Evidence for Three-sigma Failure Detection

in Young Adults," Gait and Posture, Vol. 19, pp.

252~262.

(4) Gibson, M. J., Andres, R. O., Isaacs, B.,

Radebaugh, T., and Worm-Petersen, J., 1987, "The

Prevention of Falls in Later Life," Dan Med Bull

Vol.34(Suppl 4), pp. 1~24.

(5) Kanten, D. N., Mulrow, C. D., Gerety, M. B.,

Lichtenstein, M. J., Aquilar, C., and Cornell, J. E.,

1993, "Falls: An Examination of Three Reporting



1160

Methods in Nursing Homes," J Am Geriatr Soc,

Vol. 41, pp. 662~666.

(6) Wu, G., 2000, "Distinguishing Fall Activities

from Normal Activities by Velocity Characteristics,"

J Biomechanics, Vol. 33, pp. 1497~1500.

(7) Kim, W. O., 1998, “The Literature Review for

Fall in the Elderly,”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1, pp. 43~50.

(8) Maki, B. E., McIlroy, W. E., 1996, "The Control

of Foot Placement During Compensatory Stepping

Reactions: Does Speed of Response Take Precedence

over Stability?," IEEE TRANS Rehabilitation

Engineering, Vol. 7, No. 1, pp. 80~90.

(9) McIlroy, W. E., and Maki, B. E., 1996, "Age-

related Changes in Compensatory Stepping in

Response to Unpredictable Perturbations," Vol.

51A, No. 6, pp. M289~M296.

(10) Wijlhuizen, G. J., Chorus, A. M. J. and Hopman-

Rock, M., 2008, "The 24-h Distribution of Falls

and Person-Hours of Physical Activity in the

Home and Strongly Associated Among Community-

Dwelling Older Persons," Vol. 46, pp. 605~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