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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고령자 대상의 선자세 균형능력 평가

Evaluation of Balance Ability of the Elderly Using Kinec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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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rtable low-cost Kinect sensor was used to analyze standing balance ability of the elderly. Eighty subjects who 

can walk alone and have a normal cognitive level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Based on Berg Balance scale (BBS) test with 

52 points, subjects were divided into Healthy older (HO: 46 persons, BBS: 53.80 ± 1.19) and Impaired older (IO: 34 persons, 

BBS: 49.06 ± 2.03) group. Each subject performed 30 seconds four different standing balance tests (EO: Eyes Open, EC: Eyes 

Close, EOf: Eyes Open on foam, ECf: Eyes Close on foam). Five variables (Mean distance, Range of distance, Root mean 

square, Mean velocity, 95% ellipse area) were calculated from the hip joint center movement of Kinect sensor.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for four different standing tests. Calculated variables from kinect senso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BS score. Especially, mediolateral mean distance, mediolateral root mean square, 

mediolateral range of distance and 95% ellipse area showed discriminative ability for all tests. Mean values of variables of IO 

were higher than those of HO, which means the decreased balance ability in IO compared with HO.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estimate simple balance assessment of the elderly using portable low-cost Kinec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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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에 있어 균형능력(Balance Ability)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의 기저면(BOS: Base of Support) 위에 신체 중심을 유지하

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

인 요소이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낙상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사망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1], 임상적인 균형능

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능력을 임상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능적 평가도구들이 개발되었다. 대

표적인 임상적 균형능력 평가도구로는 Berg Balance Scale(BBS), 

Timed Up & Go(TUG), Sit To Stand(STS),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in Balance(CTSIB) 등이 사용되고 있다[2, 

3, 4, 5]. 이와 같은 평가도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균형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척도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통해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이러한 순위척도(Ordinal Scale)를 사용하는 평가도구들은 반

복 측정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고 평가자의 전문성과 경험

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6]. 

따라서 임상적 균형능력 평가도구의 정적, 동적 상태의 움직임

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측장비(3차원동

작분석기, 관성센서 등)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균형능

력의 객관적인 평가변인들을 도출하고 있다[7, 8]. 하지만 이러한 

계측장비에도 경제적, 공간적인 단점이 따른다. 

최근에는 경제적이고 사용이 간편하며, 정적, 동적 상태의 정

량적인 움직임의 측정이 용이한 키넥트 센서(Kinect sensor)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키넥트 센서는 깊이(Depth)센서와 

RGB(Red Green Blue)센서로 구성되며, 비교적 정확한 해부학적

인 관절의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스켈레톤 데이터(Skeleton data)

를 제공한다[9]. 이와 같은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는 균형능력 증진을 위한 기능성 게임[10, 11] 및 재활훈련[12]

을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게임요소에 e점이 맞춰짐에 따

라[13] 균형능력의 평가에 따른 제시가 미비하였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기능적 평가도

구의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써, 균형능력의 정량적인 평가 가능성

을 살펴보았다. Vernon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TUG 수행 시 키넥트 센서로부터 도출되는 보행변인(Step 

length, Stride length, Gait speed, Turning time, Total time)

과, 운동학적 변인(Trunk flexion, Flexion angle velocity)들에서 

높은 재현성(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0.73)을 나

타내었으며, 기능적 평가도구에 대한 정량적인 변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3]. Galna의 연구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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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 키넥트 센서의 위치도, 우: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

는 스켈레톤 데이터 정보

Fig. 2 left: Location of Kinect sensor, right: Skeleton data 

information from kinect sensor

사용하여 젊은 성인과 파킨슨환자(Parkinson’s Disease)를 대상

으로 Sit to stand, Standing Trunk flexion, Lateral trunk 

flexion 등을 포함한 12가지의 동작들에 대하여 3차원 동작분석

기와 정확도를 비교하였다[14]. 그 결과 동작을 하는데 걸린 수

행시간, 타이밍에 대해서는 3차원 동작분석기와 키넥트 센서와의 

매우 높은 정확도(낮은 편파성(low bias), 95% limits of 

agreement <10%, ICC > 0.9, Pearson’s r > 0.9)를 나타났지만 관

절각도와 같은 운동학적 의미를 나타내는 변인에서는 낮은 정확

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키넥트 센서의 범위 안에서 비교적 작

은 동작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것이

라고 제시하였다. Clark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적 평가도구들

(forward reach, lateral reach와, single leg eyes closed 

standing)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움직임을 3차원 동작분석기와 

키넥트 센서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15]. 그 결과,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관절의 운동학적 변인들은 3차원 동작분석기의 결과와 높

은 상관성을 보였으며(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 0.84), 

낮은 재현성의 차이를 보였다(ICC different≤0.16). 또한 Yang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자세에 따른 신체 무게중심(COM: center 

of mass)을 3차원 동작분석기와 키넥트 센서로 도출하였으며, 그

에 따른 결과에서도 RMS(Root Mean Square), 평균속도에서 높

은 재현성(ICC>0.75)과 상관성(r≥0.938)를 나타내었다[16]. 그러

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 정확도를 

확인하거나[17, 14, 15]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

능적 평가도구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3, 17]만 진행되었고 

실제로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균형능력을 평가하고, 그룹간의 

차이를 도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키넥트 센서를 

적용하여 선자세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정량적인 변인들을 도출

하여 균형능력의 기능저하에 따른 분별력을 살펴보고, 기존의 균

형능력 평가도구인 BBS 점수와 키넥트 센서로부터 도출된 변인

들과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임상적

인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e연구로써, 본 연구는 일상생활

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자세 기반의 기능적 평가도구를 적용하

였다.

2. 본  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80명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는 먼저 보행 보조도구 

없이 10 meter 이상 보행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 및 하위운동 

신경병변이 없는 피험자로 선별하였다. 또한 선자세를 하는데 있

어 바른 선자세가 가능하며 체형은 보통 체형(Normal body)인 

고령자를 선별 하였다[18]. 선별된 피험자들은 임상적 평가도구

인 BBS를 이용하여 균형능력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였다. BBS는 

균형능력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써, 앉기, 서기, 자세 변

화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BBS는 14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4점씩, z 56점의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BBS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균형능력을 의미하는 그

룹(HO: Healthy Older, BBS≥52)과 균형능력이 저하된 그룹(IO: 

Impaired Older, BBS<52)으로 분류하였다[2]. 표 1은 두 그룹에 

따른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및 BBS결과이며, BBS 점수에서만 두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가 이

전에 실험 방법을 숙지하고 동의서에 동의한 후 실험에 참가하였

으며, 교내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된 실험계획을 준수하

였다(7001355-201507-HR-068).

그룹
나이

(year)
몸무게
(kg)

신장
(cm)

BBS
(score)

HO

(M: 17, F: 29)

75.39

±4.36

59.32

±8.46

154.30

±6.72

53.80

±1.19**

IO

(M: 8, F: 26)

76.94

±4.63

58.92

±10.50

153.42

±6.83

49.06

±2.03**

M: male, F: female, Independent t-test; 

p value <0.05: *, p value<0.01: **

표 1 BBS로 구분된 두 그룹의 신체적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based on BBS 

score

2.2 실험방법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선자세 측정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제공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 Microsoft, USA)의 software 

development kit(SDK)를 사용하였다. 키넥트 센서는 최소 

0.4meter에서 최대 3meter까지의 범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제

한이 있으며 MS에서는 0.8meter~2.5meter는 가장 합리적인 측

정범위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S에서 제시한 키넥

트 센서의 측정범위와 피험자의 신장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피험자의 전두면 방향으로 2.5meter 떨어진 곳에 키넥트 센서를 

위치하여 측정하였다.

SDK에서는 그림 1의 우측과 같이 20개의 3차원 좌표의 스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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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톤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스켈레톤 데이터는 사람 골격의 

관절 중심 위치를 나타내며 특히 선자세에서 해부학적 위치와 매

우 정확한 위치를 나타낸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9]. 그림 

2는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는 20개의 스켈레톤 데이터와 데이

터의 생성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성인의 경우 20개의 스켈레

톤 데이터중 고관절 중심(Hip Center)을 먼저 획득한 후 상체는 

Spine, Shoulder Center 순으로 관절 중심 좌표를 찾아가며, 하

체는 Hip(Left, Right), Knee(Left Right) 순으로 관절 중심 좌표

를 찾아간다. 따라서 고관절 중심을 기준으로 멀어져가는 관절 

좌표일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데, 특히 지면과 만나는 발의 좌표

를 나타내는 Foot(Left, Right) 경우 지면과의 구분이 어려워 정

확도 면에서 매우 감소하게 된다[17].

그림 3 키넥트 센서로부터 제공되는 스켈레톤 데이터 순서도

Fig. 3 Flow chart of skeleton data provided by Kinect sensor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자세 수행 시에 

키넥트 센서로 부터 획득된 스켈레톤 데이터 중에 고관절 중심 

데이터만을 사용하였고 정확한 스켈레톤 데이터 습득을 위하여 

모든 피험자는 체형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실시하였다. 고령자는 

젊은 성인과는 다르게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선자세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움직임은 COM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낸다[19]. 또한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는 스켈레톤 데이터 

중에 COM에 가장 근접하다는 점에서 고관절 중심의 궤적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는 스켈레톤 데이터는 

깊이 센서의 정보를 통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피험자의 체형 차이

에 따른 변동성(Variability)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체형에 따

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전체 스켈레톤 데이터를 이용하여 

COM을 산출하지 않고 고관절 중심의 궤적만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키넥트 센서를 통해 측정된 고관절 중심의 데이터는 

3차원 동작분석기와 비교하여 높은 상관성(r>0.93)과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15]. 또한 키넥트 센서의 데이터는 샘플

링 주파수 30Hz로 획득하였다.

선자세에서의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

서는 modified CTSIB(mCTSIB)를 적용하였다. mCTSIB는 감각입

력을 조작하면서 정적 균형능력을 검사하는 임상적 평가방법으로 

딱딱한 바닥 위에서 눈을 뜬 상태(eye-open, EO), 눈을 감은 상

태(eye-closed, EC), foam 위에서 눈을 뜬 상태(eye-open on 

foam, EOf), 눈을 감은 상태(eye-closed on foam, ECf)의 z 4

가지 테스트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foam은 스폰지 재질이며, 50 

× 50 × 7.5 cm의 크기를 가진다. 각 피험자는 4 가지 선자세 검

사를 각각 1분 동안 수행하였으며, 검사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세 변경 후 안정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평가도구의 결과

는 각 테스트의 선자세 유지 시간을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수행 시에 키넥트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정량적인 관절중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평가변인들을 

도출하였다.

2.3 분석방법

각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고관절 중심 데이터는 5Hz의 저주파

통과필터(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였으

며, 전반부의 30e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여 선자세의 정량적인 

평가변인들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선자세 평가에 사용되는 

움직임 측정 관련 변인으로는 그림 3과 같이 평균 제곱근(RMS: 

Root Mean Square), 평균 거리(MDIST: Mean Distance) 그리고 

가동범위(ROD: Range of Distance)를 적용하였고, 궤적의 평균

이동속도(MVELO: Mean Velocity)도 함께 산출하였다. 모든 변

인들은  내외측(ML: Medial-Lateral) 방향, 전후(AP: Anterior- 

Posterior) 방향으로 도출하였으며, AP와 ML의 2차원에서의 타

원면적(AREA: 95% Ellipse Area)을 계산하였다[20].

이와 같은 변인들은 선자세의 움직임에 따른 시공간적 변인으

로 균형능력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인덱스(Index)를 의미한

다. 모든 데이터 획득 및 처리에는 MATLAB(Mathworks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각의 변인들은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와 변인들과 BBS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SPSS ver. 23(SPSS inc, USA)의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α=0.05).

그림 3 ML방향의 고관절 중심 궤적 (a: RMS, b: 평균거리, 

c: 가동범위)

Fig. 3 Hip center trajectory mediolateral direction 

(a: RMS, b: Mean distance, c: Range of distance)

3. 결  과

표 2는 4가지 선자세 테스트에서의 키넥트 센서로 부터 도출

된 각 변인들의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테스트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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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DIST RMS ROD MVELO AREA

축 ML AP ML AP ML AP ML AP 2D

EO -.510** -0.218 -.517** -.257* -.469** -.353** -.266* -0.191 -.488**

EC -.426** -0.134 -.454** -0.14 -.484** -0.136 -.361** -.224* -.374**

EOf -.348** -.356** -.374** -.361** -.425** -.337** -.302** -.291** -.432**

ECf -.306** -.305** -.325** -.309** -.369** -.316** -.345** -.371** -.383**

Variables vs BBS score correlation; p value<0.05: *, p value<0.01: **)

표 3 키넥트 센서로 부터 도출된 평가변인과 BBS 점수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valuation variables derived by Kinect sensor and BBS score

변인 축
EO EC EOf ECf

HO IO HO IO HO IO HO IO

MDIST

ML
1.57*

(0.80)

2.68*

(1.69)

1.94*

(0.92)

2.84*

(1.64)

1.81*

(1.13)

2.80*

(1.92)

2.35**

(1.16)

2.93**

(1.35)

AP
3.36

(1.25)

3.67

(1.00)

4.26

(1.42)

4.57

(1.43)

3.23**

(1.25)

4.02**

(1.50)

3.90

(1.40)

4.59

(2.02)

RMS

ML
1.92*

(0.97)

3.29*

(2.01)

2.37*

(1.09)

3.52*

(1.97)

2.17*

(1.34)

3.42*

(2.26)

2.86**

(1.40)

3.61**

(1.70)

AP
4.14

(1.46)

4.60

(1.26)

5.25

(1.63)

5.67

(1.69)

4.00**

(1.55)

4.95**

(1.82)

4.78

(1.59)

5.59

(2.33)

ROD

ML
8.64*

(4.29)

13.96*

(7.91)

10.44*

(4.48)

15.70*

(8.25)

9.06*

(4.92)

14.30*

(8.12)

11.94**

(5.63)

15.46**

(7.99)

AP
17.52**

(5.43)

20.34**

(5.45)

22.85

(6.71)

24.76

(7.00)

17.29**

(6.90)

20.78**

(7.37)

19.99

(5.63)

23.14

(8.78)

MVELO

ML
2.28

(1.67)

2.81

(1.44)

2.28**

(0.82)

3.31**

(2.35)

2.29

(1.23)

2.84

(1.36)

2.67

(1.37)

3.30

(1.47)

AP
3.43

(1.50)

3.66

(1.17)

4.02

(1.52)

4.65

(1.90)

3.10

(1.47)

3.52

(1.16)

3.50

(1.17)

4.10

(1.52)

AREA
143.23*

(99.06)

272.57*

(212.18)

228.67**

(144.09)

366.09**

(295.85)

160.55*

(125.74)

299.63*

(245.26)

245.98**

(185.36)

405.05**

(388.61)

EO: eye-open, EC: eye-closed, EOf: eye-open on foam, ECf: eye-closed on foam, IO: impaired older, HO: healthy older, MDIST: Mean Distance 

(mm), RMS: Root Mean Square (mm), ROD: Range of Distance (mm), MVELO: Mean Velocity (mm/s), AREA: 95% Ellipse Area (mm²), ML: medial 

- lateral, AP: anterior posterior, Res: resultant Direction, Mean(SD), (HO vs IO independent t-test; p value<0.05: *, p value<0.01: **)

표 2 선자세 테스트에 따른 키넥트 센서를 통해 도출된 평가변인의 결과

Table 2 Results of evaluation variables derived by Kinect sensor due to standing test

그룹 간에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은 MDIST의 ML방향, 

RMS의 ML방향, ROD의 ML방향, AREA z 4개의 변인들로 나

타났다. 또한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모든 변인들은 평

균적으로 HO 보다 IO가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표 3은 키넥트 

센서로 부터  도출된 변인과 BBS 점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AP방향의 5개의 변인을(MDIST의 AP방향의 EO, EC의 변

인, RMS의 AP방향의 EC의 변인, ROD의 AP방향의 EC변인, 

MVELO의 AP방향의 EO의 변인)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변인과 

BBS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ML방향의 

모든 변인과, AREA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과

를 통해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도출된 정량적인 평가변인들은 

균형능력 차이에 따른 그룹 간의 분별력을 나타냈으며, 균형능력

이 저하된 그룹일수록 변인들의 수치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ML방향의 MDIST, RMS, ROD변인들과 AREA는 두 그룹간 

분별력을 나타내며, 기존의 균형능력 평가도구인 BBS 점수와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고  찰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키넥트 센서를 적용하여 선자세

의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균형능력 차이에 따른 그룹 간의 분별

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키넥트 센서를 통해 도출된 평가변인

들은 4가지 선자세의 상태에 따라 두 그룹간의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AREA, MDIST의 ML방향, RMS의 ML방향, ROD의 

ML방향의 4개 변인들은 선자세의 모든 테스트에서 공통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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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보였다. 또한 ML방향의 모든 변인들과 AREA는 BBS 점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도 균형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룹 간

의 분별력을 보였다. 대부분은 신체압력중심(COP: Center of 

Pressure)을 통해 선자세의 흔들림(Sway)을 측정한다는 점에 있

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넥트 센서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선자세의 흔들림을 정량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균형능력

의 분별력에 유사함을 나타냈다.

Prieto의 연구결과에서는 젊은 성인과 건강한 고령자의 노화에 

따른 선자세의 균형능력 차이를 COP로부터 산출된 변인들

(MDIST, RMS, ROD, MVELO, AREA)로 나타내었고, 그 결과로 

노화에 따른 균형능력의 차이가 COP로부터 도출된 변인들의 통

계적 차이로 나타났다[20]. Maranesi의 연구에서는 낙상의 따른 

3개의 그룹(비낙상자, 2회 이내 낙상 경험자, 다수의 낙상 경험

자)에서 선자세의 COP를 측정을 통해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그 결과 산출된 변인들(MDIST, RMS, ROD, MVELO, 

AREA)에서 다수의 낙상 경험자와 다른 그룹들 간의 통계적 차

이를 보였다[21]. 또한 Raymakers 등의 연구에서는 COP를 이용

한 선자세 흔들림의 안정성(stability)를 나타내는 변인(ROD, 

MVELO, AREA)들에서 균형능력 저하에 따른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22]. 선행연구들을 통해 COP를 

이용한 선자세의 흔들림에 대한 정량적인 변인들에 있어서도 균

형능력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발생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도 동일한 평가변인들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는 유사한 

결과들을 보였다.

Nguyen의 COP를 이용한 노인의 성별에 따른 선자세측정에서 

BBS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MDIST, RMS, MVELO, 

AREA의 변인들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BBS점수와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23]. 본 연구 결과에서도 키넥트 센서로부터 도출

된 모든 변인중 AP방향의 변인 5개(MDIST의 EO, EC, RMS의 

EC, ROD의 EC, MVELO의 EO)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BBS점

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Kang의 IMU 센서를 

이용한 고령자의 선자세 측정에서도 산출된 변인(AREA, RMS, 

MDIST)과 BBS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ange: 

-0.56 ~ -0.37)를 나타내었다[24]. BBS 점수가 높을수록 자세 

제어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자세의 흔들림이 적어 측정된 변

인들의 수치가 작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BBS는 다

양한 동작(정적, 동적, 자세변환)들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본연

구에서는 정적 자세 한가지 동작만을 이용하는 선자세 평가이기 

때문에 낮은 음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균형능력이 저하된 

대상에 있어 평가변인들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들은 균형능력이 저하된 대상

에서 나타나는 자세 제어(Postural control)의 대표적인 불안정성

(Instability)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25]. 그림 3은 각 선자세

에 따른 고관절 중심의 궤적의 AREA를 그룹간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균형능력이 저하된 IO그

룹이 HO그룹보다 평가변인에서의 수치적 증가가 나타남을 보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선자세 흔들림의 평가변인들은 기존 COP를 이용한 평가

결과와 유사하며, 그에 따른 균형능력 차이에 대한 분별력을 동

일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선자세 테스트에 따른 AREA 변인의 그룹간 비교

Fig. 3 Comparison in Area between two groups

또한 키넥트 센서를 활용하여 선자세 균형능력평가에 있어 다

양한 검증실험이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다. Clark의 연구에서는 외

발서기(Single limb standing)를 하는데 있어 3차원 동작분석기

와 키넥트 센서에서 측정된 고관절 중심궤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궤적의 가동범위에 따른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ML range: 0.99, ML SD: 0.93, AP range: 0.98, AP 

SD: 0.98)를 나타내었다[15]. Yang의 연구에서는 두발서기자세

(Double limb standing)에서 키넥트 센서와 3차원 동작분석기 

각각으로부터 산출한 COM을 이용하여 정확도 비교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COM을 이용하여 산출된 RMS와 평균속도의 상관계

수는 각각 0.966, 0.938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오차는 평균적으로 RMS는 0.36mm, 평균속도는 1.49mm/s을 나

타내었다[16]. Yeung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선자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3차원 동작분석기, 지면반력기,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각각의 COP와 COM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Yeung의 연구 결과

에서도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선자세를 측정할 경우 일반적으

로 4.01mm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값과 0.95의 상관

계수값을 보였다[26]. 하지만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는 스켈레

톤 데이터는 신체 분절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며 

특히 발인 경우 지면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정확도가 많이 떨

어진다고 하고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를 줄일 뿐

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더욱 쉽고 빠른 연산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정확도가 높고, COM과 유사한 위치를 

나타내는 고관절 중심만을 이용하였다.

선자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COP의 측정은 대부분  지

면반력기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평가변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장비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측정이 가능하며, 움

직임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정

적, 동적, 자세변화와 같은 다양한 움직임을 포함하는 기능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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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 반면에 키넥트 센서

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선자세 뿐만 아니라 TUG 및 STS와 

같은 다양한 자세 변화 따른 기능적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균형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나타내었다[3, 4, 16].

Laessoe 등은 다양한 기능적 평가도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표

준화된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특정 대상의 균형능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7]. 따라서 키넥트 센서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기능적 평가도구에 따른 정량적인 평가변인들의 도

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균형과 관련된 중요 요소(선자세, 보행, 

자세변화, 반응속도, 유연성 등)에 대한 결과를 조합하여 표준화

된 점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평가도구에서 나

타나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균형능력을 보다 정량적인 결

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키넥트 센서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

인 해상도를 보완하여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2대 이상

의 키넥트 센서를 활용하거나, 키넥트 v2센서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키넥트 센서가 제공하는 스켈레톤 

데이터를 통한 피험자의 정확한 관절 중심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

하여 피험자의 체형이 잘 나타나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기능적 평가도구 

적용에 대한 기e연구로 선자세의 mCTSIB 평가만을 적용하였으

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균형능력

을 더욱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지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키넥트 센서를 적용하여 선

자세의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균형능력 차이에 따른 그룹 간의 

분별력을 확인하였다. 키넥트 센서에서 제공하는 고관절 중심의 

움직임으로부터 산출된 ML방향의 MDIST, RMS, ROD 변인들과 

AREA 변인을 이용하여 균형능력에 차이에 대한 분별력의 유효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기능적 

평가도구 적용에 대한 기e연구로써, 선자세 뿐만 아니라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균형능력에 대한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지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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