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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The Microsoft Kinect which is a low-cost gaming device has been studied as a promise

clinical gait analysis tool having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validity. However, its accuracy is only

guaranteed when it is properly positioned in front of a subject.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rror when the Kinect was positioned at a 45˚ 

angle to the longitudinal walking plane compare with those when the Kinect was positioned in front of a

subject.

Methods: Sixteen healthy adults performed two testing sessions consisting of walking toward and 45˚ 

obliquely the Kinect. Spatiotemporal outcome measures related to stride length, stride time, step length,

step time and walking speed were examined. To assess the error between Kinect and 3D motion analysis

systems, mean absolute errors (MAE)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Results: MAE of stride length, stride time, step time and walking speed when the Kinect set in front

of subjects were investigated as .36, .04, .20 and .32 respectively. MAE of those when the Kinect placed

obliquely were investigated as .67, .09, .37, and .58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atiotemporal outcomes between the two conditions.

Conclusion: Based on our study experience, positioning the Kinect directly in front of the person

walking towards it provides the optimal spatiotemporal data.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Kinect

should be placed carefully and adequately in clinical settings.

Key Words: Gait analysis; Kinect; Motion capture; Spatiotemporal parameter.

Ⅰ. 서론

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방에 대해 움직이기 위한 인체

분절의 반복적 운동을 의미연구하는 것은 비정상 보행

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질병을 진단

하는데 좋은 단서가 된다(Chung 등, 2005; Jung, 2010).

예를 들어, 정상보행을 하는 피험자와 뇌졸중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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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서

보행속도가 감소되고 환측의 디딤기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im과 Yoon, 2009; Oh와 Woo, 2016).

보행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운동형상학적 접근 방법과

운동역학적 접근 방법이 있다. 운동형상학적 접근 방법

은 대상자의 동작만을 측정하는 것이며, 운동역학적 접

근 방법은 대상자의 동작과 동작을 일으키는 힘을 측정

하는 것이다(Ronald, 1996).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보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적보행지수(dynamic gait index),

기능적 보행평가(functional gait assesment), 리버미드

이동성 지수(Rivermead mobility index), 티네티 수행지

향성이동성평가(Tineti performance oriented mobility

assesment), 일어서서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등이 있다(Lee 등, 2016). 그러나 위 평가방법들은 목측

에 의한 운동형상학적방법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움직임

을 모두 관찰할 수 없고, 모멘트나 힘을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주어 치료 결과를 비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Chung 등, 2005; Kim과 Yoon,

200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차원 동작분석

장치 같은 다루기 어렵고 고가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

나 위와 같은 장비는 치료사가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

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Mentiplay 등, 2015).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특정 장치를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접

촉식 방식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측정하는 비

접촉식 방식으로 구분된다(Choi, 2014; Yang, 2013). 모

션캡쳐 기술은 접촉식 3차원 동작측정으로 사람이나 동

물 등 관찰대상에 대하여 위치, 속도, 방향 등의 특징

정보 들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다. 모션캡쳐 시스템은 인식장치에 따라 음향식

(acoustic), 자기식(magnetic), 기계식(mechanical), 광학

식(optical) 등으로 나눌 수 있다(Kim과 Son, 2008). 이

시스템은 디지털 애니메이션부터 생체역학적 분석에 이

르기까지 매우 넓은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Corazza 등, 2006).

마이크로소트프(Microsoft)사 키넥트 2는 엑스박스 360

전용 게임 컨트롤러로 출시됐다. 키넥트 2는 RGB 카메

라, 3차원 깊이인식센서, 음성인식 마이크로 구성되어있

다. RGB 카메라는 환경에 따라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지며, 1980×1080 해상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3차원 깊이 인식 센서는 인체의 총 25개 관절

에 대한 3차원 위치를 밀리미터(㎜)단위로 표현하여 제

공한다. 키넥트 센서로부터 제공되는 깊이정보, RGB

영상, 관절 추적 정보는 키넥트 2 장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신체 혹은 부위별 검출, 포즈 추정이 가능하다

(Chae, 2014). 그러므로 키넥트 2를 활용한 비 접촉식 3

차원 동작측정이 가능하다.

Mentiplay 등(2015)과 Pfister 등(2014)은 키넥트 2를

이용한 보행분석이 임상에서 사용가능한 신뢰도와 타당

도를 가졌는지 기존의 3차원 모션캡쳐와 비교 분석하였

다. 이들은 대상자의 보행 면으로부터 정면에 키넥트 2

를 설치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결과

값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키넥트 2

의 위치가 하지 관절각을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를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 키넥트 2를

위치시키고 실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보

행면에서 45˚에 위치한다면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두 연구자의 주장은 키넥트의

원리에 따른 특성과 대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키넥트

는(버전 1, 2 모두) 대상자 정면에 두었을 때 비교적 정

확한 움직임을 추적한다. 따라서, 키넥트 2를 대상자 정

면으로부터 45˚ 각도에 비스듬히 위치시키고 보행을 측

정하는 경우 결과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할 것으로 생

각된다. 실제 보행에 있어서 키넥트를 측면에 두고 촬영

할 경우 대상자의 반대 측 하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보

행변수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행분

석을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 키넥트가 정면에 위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키넥트를 측면에

위치시키고 실시하는 보행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만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넥트 2와 3차

원 모션캡쳐 장치로 보행분석 매개변수를 측정 분석하

여 그 오차의 크기가 키넥트 2를 정면에 두었을 때와

비스듬히 두었을 때의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조

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대 성인 남녀 중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 서면 동의한 대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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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flective marker placements on
lower body.

Figure 3. Joint positions acquired from a
Kinect V2.

Figure 2. Detectable depth area from a
Kinect V2.

선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절차는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자, 키넥트 2 범위에서 2.5 m

보행이 가능한 자(Brook과 Gillian, 2014), 정상 보행패턴

을 갖고 있는 자이며 제외기준은 시각적 장애 및 시야결

손이 있는 자, 청각적 장애 및 청력결손이 있는 자, 마커

부착용 접착제에 알레르기가 심한 자로 하였다.

2. 측정 장비 및 도구

1) 3차원 모션캡쳐 시스템

본 연구에 사용된 3차원 모션캡쳐 시스템은 6대의

카메라(rapter, motion analysis co. Ltd. Santa rosa,

CA, United States of America) 로 구성되었으며, 콜텍

스(Cortex, MotionAnalysis Co. Ltd. Santa rosa, CA,

United States of America) 소프트웨어로 마커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보행중 하지 관절 운동형상학 및 시공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하지에 총 18개의

반사 마커를 부착하였으며 부착 위치는 Figure 1과 같다.

2) 마이크로 소프트 키넥트 버전 2

키넥트 2(Microsoft Co. Ltd. Redmond, Washington,

United States of America)는 심도(depth)와 인물 자세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외관에서 보이지 않지

만, 적외선을 투광하는 프로젝터가 탑재되어 투광한 적

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깊이 정보를 얻

는다. 또한 이 센서를 통해 어둠에서도 사람이나 사물

을 인식할 수 있다. 관절 추적 기능은 Figure 2과 같이

키넥트 2의 화각(field of view) 안에 움직이는 물체에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관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Chae, 2014; Choi, 2014).

Figure 3는 20개의 관절로 구성된 인체의 골격을 보

여주고 있으며, 획득된 관절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검출 및 추적을 할 수 있다. 또한 OpenNI 나

NITE 라이브러리 등과 같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도

모션 검출 및 추적을 위해 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다

(Kim 등, 2015).

본 연구에서 오른손, 오른쪽 손목관절, 엉덩관절 중

앙, 오른쪽 엉덩관절, 왼쪽 엉덩관절, 오른쪽 무릎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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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boratory setup.

(식 1)

왼쪽 무릎관절, 오른쪽 발목관절, 왼쪽 발목관절, 오른

쪽 발, 왼쪽 발의 위치좌표를 이용하였다. 오른손, 오른

쪽 손목관절의 좌표는 3차원 모션캡쳐 시스템과 동기화

를 위해 실험 시작과 종료 사인으로 사용하였다. 엉덩

관절 중앙과 좌우 하지 관절 좌표들을 이용하여 보행의

시공간 변인인 활보장(stride length), 활보시간(stride

time), 보장(step length),보시간(step time), 보행속력

(walking speed)을 검출하였다.

3. 실험방법

연구자들은 키넥트 2의 측정범위가 3차원 모션캡쳐

시스템의 측정 범위와 일치하게 키넥트 2를 위치시켰

다. 키넥트로부터 정면에 위치한 보행구간, 키넥트로부

터 45도에 위치한 보행구간을 색테이프로 표시하였다.

보행구간은 각 2.5m로 설정하였다. Figure 4는 실험실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자A는 3차원 모션캡쳐 시

스템을 조작하고 연구자B는 키넥트와 연결된 노트북을

조작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이후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에게 Figure 1과 같이 마커를

부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키넥트로부터 정면에

위치한 보행구간 시작점에 위치시켰다. 연구대상자는

양쪽 어깨관절 90도 벌림, 팔꿉관절 90도 굽힘 자세를

취하였다. 셋째, 연구자A가 ‘[시작]이라는 사인을 주면

오른팔을 빠르게 내렸다가 올리는 동작을 하고 종료지

점까지 편하게 걸어주세요. 보행 종료시 똑같은 동작을

취해주세요.’ 라고 연구대상자에게 지시하였다. 연구자A

는 [시작] 신호를 연구대상자와 연구자B에게 말함과 동

시에 3차원 모션캡쳐 시스템의 녹화를 실시하였다. 연

구자B는 [시작]신호를 받는 즉시 키넥트 녹화를 실시하

였다. 넷째,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사인에 맞춰 종료지

점까지 보행하였다. 다섯째, 키넥트로부터 정면에 위치

한 보행구간에서 5번 실험을 반복하였다. 키넥트로부터

45도에 위치한 보행구간에서 실시하는 보행실험도 같은

방법으로 5회 실험을 진행하였다.

4. 분석방법

Jung(2010)은 분석 시 환자의 감속과 가속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과 끝의 1m에 대한 기록은 삭

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작과 끝의

한 스텝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는 기준으

로 정의한 3차원 모션캡쳐 장비에서 측정된 보행분석

시공간변인(Table 1)과 키넥트 2에서 측정된 보행분석

시공간변인 차이의 절댓값으로 계산 되었다(식 1).

MAE는 키넥트 2의 위치에 따라 계산되어, 정면 위치

에서의 MAE (MAEfaced)와 비스듬한 위치에서의 MAE

(MAEoblique)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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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finition

Stride length (m)

Anterior-posterior distance between heels of two consecutive footprints of the same

foot (left to left, right to right); two steps (e.g., a right step followed by a left step)

comprise one stride or one gait cycle.

Stride time (s)
Time elapsed between the initial contacts of two consecutive footfalls of the same

foot.

Step length (m)
Anterior-posterior distance from the heel of one footprint to the heel of the opposite

footprint.

Step time (s) Time elapsed from initial contact of one foot to initial contact of the opposite foot.

Gait speed (㎧) Calculated by dividing the distance walked by the ambulation time.

Definition of walking parameters gait analysis used in this study(John 등, 2011).

Table 1. spatiotemporal parameter of gait analysis

Characteristics

Age (year) 25±5
a

Height (㎝) 165±15

Weight (㎏) 60±20

BMIb (㎏／㎡) 21±3
amean±standard deviation, bbody mass index.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
　 Faced Oblique t

Stride length (m) .36 .67 <.001*

Stride time (s) .04 .09 .012*

Step length (m) .20 .37 <.001*

Step time (s) .06 .04 .137

Walking speed (㎧) .32 .58 .002*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s.

Table 3. Comparison of mean absolute errors (MAE)

Ⅲ. 결과

1. 대상자

모집된 대상자 21명 중에서 5명의 데이터는 분석에

서 제외 되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명은 왼쪽 발

목 마커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4명의 대상

자는 키넥트 2가 보행면으로부터 45˚에 위치함에 따른

보행실험에 참여하지 못하여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16

명의 측정 결과가 분석되었다. 대상자들의 연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평균 25±5 세, 165±15 ㎝, 60±20 ㎏,

21±3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2. 보행의 시공간변인

키넥트 2에서 측정된 보행의 시공간 변인들이 대부

분 3차원 모션캡쳐에서 측정된 값보다 크게 나타났으

며, 키넥트 2의 위치별 MAE는 키넥트 2를 45도로 비

스듬히 위치 시켰을 때 크게 나타났다. 키넥트 2 위치

별 MAE의 비교검정 결과는 보시간을 제외한 활보장,

활보시간, 보장, 보행 속도 총 4가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Ⅳ. 고찰

기존 연구에서는 비용 절감과 쉬운 장비 조작 등의 이

유로 일본 소니(Sony)사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일본 닌텐도(Nintendo)사의 위(Wii)와 위핏(Wii Fit) 등

의 홈 비 디오 게임을 사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비의 경우 조이스

틱, 컨트롤러, 아이글러브 등 손에 장치를 들고 있어야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물체의 인식 및 추적이 가능하다.

그에 비하여 키넥트 2는 마커(marker)를 부착하거나 보

조 장치를 손에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사용자의

모션을 추적 및 인식할 수 있는 비 접촉식 3차원 동작

측정 장치이다.

Yang 등(2017)은 키넥트 센서는 정량적인 평가변인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세대 키

넥트는 해상도와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대 이상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거나, 키넥트 2센

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Xu 등(2015)

은 키넥트 2를 이용한 트레드밀에서 보행분석 시 발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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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닿기(heel strike)에서 상당한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

였다. Mentiplay 등(2015)은 키넥트 2의 위치가 운동학

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

므로 차후 연구에서 키넥트 2를 이용하여 보행분석을

할 때, 키넥트 2가 대상자의 보행면으로부터 45˚에 위치

한다면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안으로 실험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키넥트 2를 대

상자로부터 45˚ 각도로 비스듬히 위치시켜 보행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보행분석 시공간 변인들이 신뢰할만한가

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키넥트 2가 보행분석 시

공간 변인 평가에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제안한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행매개변수인 활보장(stride

length), 활보시간(stride time), 보장(step length), 보시

간(step time), 보행속력(walking speed)을 측정하였다.

정면에서 측정한 보장(step length), 보시간(step time),

보행속도(walking speed)의 MAE 값은 Mentiplay 등

(2015)의 결과보다 큰 값이 도출되었다. 정면에서 측정

한 활보장(stride length), 활보시간(stride time)의

MAE 값은 Daphne 등(2015)의 결과보다 크게 도출되

었다. 위 결과의 의미는 키넥트 2의 데이터를 3차원 동

작분석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보행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위치한

키넥트를이용한 선행논문이 존재하지 않아 측면에서의

결과비교가 불가능했다. 키넥트 2를 비스듬히 위치시키

면 오차가 커져 신뢰할만한 보행분석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비스듬히 놓인 키넥트 2는 전-

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좌-우 거리는 멀어지고 하지

관절의 위치가 교차되거나 사라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

다. 발목과 발가락에서 잡음이 많이 측정되었으며 비스

듬한 위치일 경우 잡음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키넥트 2를 사용하여

보행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키넥트 2를 측정

대상자 정면에 위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분석된 표

본의 수가 작아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더 큰

표본 수집을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둘째, 키넥트

2는 측정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보행분석 시 2개 이상

의 활보장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Xu 등

(2015)은 트레드밀에서 키넥트 2를 사용한 보행분석이

충분한 신뢰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트레

드밀을 이용하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키넥트 2와 3차원 동작분석 장

치 사이 기계적 동기화가 어려워 손가락에 마커를 붙이

고 보행의 시작과 종료를 손목의 움직임으로 동기화하

여 관찰하였다. 따라서 두 장비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시작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키넥트 2

의 X, Y, Z 좌표계 상에 있는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소

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관절위치를 확인 하

지 못하였다. 때문에 관절각을 비교할 수 없었다. 마지

막으로 몇몇 연구대상자들은 체형이 잘 들어나지 않는

의복을 입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정확한 관절 중심 데

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체형이 잘 나타나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Mentiplay 등(2015)과 Pfister 등(2014)은 연구대상자의

보행면에서 정면에 키넥트 2를 위치하여 보행분석을 하

면 하지의 운동학적 평가에 정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행 시공간 변인 평가에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

어 임상에서 사용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실험을 통해 키넥트 2의 위치에 따른 시공간 변인

의 정확성을 측정, 비교해 봄으로써 키넥트 2의 임상적용

성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키넥트 2 위치별 MAE의 비교검정 결과는 보장시간

을 제외한 4가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키넥

트 2는 정면에 두고 측정하도록 고안된 장비인 만큼 가

능한 정면을 바라보게 위치시킨 후 보행분석을 실시해

야 하며 부득이하게 키넥트 2의 위치가 변경된다면 정

확하지 못한 변인들이 측정됨을 감안하여 임상현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키넥트 2는 정량적으로 보행 시공간 변인 측정이 가

능하다. 키넥트 2가 정면에 위치하여 보행분석을 한다면

임상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쉽게 정략적인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레드밀 보행의 경우 트레드밀 기기의 구

조적 특성상 키넥트를 정면에 위치시키기 어렵기 때문

에 측면에 위치시킬 수 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트레드밀

보행은 제자리 움직임이기 때문에 키넥트가 비교적 정

확하게 관절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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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만 하다 하겠다. 그러나 평지보행의 경우에는 키넥

트에서 먼쪽 하지가 가까운 쪽 하지에 의해 가려지는

문제와, 측정 공간의 한계 때문에 측정 가능한 걸음 수

가 작고, 발과 발목의 좌표 측정치는 많은 잡음을 포함

하고 있어 매우 낮은 정확성을 보이기 때문에 임상적으

로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References

Chae YS. A serious game design and prototype de-

velopment for rehabiltation using KINECT tools.

J Korean Multimed Soc. 2014;17(2):248-256.

Choi HS. Kinect-based motion recognition model for

the 3D contents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14;14(1):24-29.

Chung CY, Park MS, Choi IH, et el. Three dimensional

gait analysis in normal korean A preliminary

report. J Korean Orthop Assoc. 2005;40(1):83-88.

Corazza S, Mundermann L, Chaudhari AM, et al. 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 to study mus-

culoskeletal biomechanics: Visual hull and simu-

lated annealing approach. Ann Biomed Eng. 2006;

34(6):1019-1029. https://doi.org/10.1007/s10439-006-

9122-8

Daphne JG, Bert HC, Melvyn R. Kinematic validation

of a multi-kinect v2 instrumented 10-meter

walkway for quantitative gait assessments. PLoS

ONE. 2015;10(10):1-15. https://doi.org/10.1371/

journal.pone.0139913

Hollmn JH, McDade EM, Petersen RC. Normative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in older adults.

Gait Posture. 2011;34(1):111-118. https://doi.org/

10.1016/j.gaitpost.2011.03.024

Jung GI. A New approach for measuring of stride

length using optical method. Seoul, Konkuk

University, Master Thesis. 2010.

Kim CK, Son WJ. Trends analysis of animation

technology using motion capture system.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2008;19:203-211.

Kim G, Yoon NM. A study on kinetic gait analysis

of the normal adult. J Kor Soc Phys Ther.

2009;21(2):87-95.

Kim JJ, Gwon SJ, Lee YS. Smart remote rehabilitation

system based on the measurement of heart rate

from ECG sensor and kinect motion-recognition. J

Sens Sci Tech. 2015;24(1):69-77.

Lee G, Cho CH, Lim KJ, et al. Efect of direction to

be used for the timed up and go test on walking

time in stroke patients. Phys Ther Kor. 2016;

23(2):1-19. https://doi.org/10.12674/ptk.2016.23.2.011

Mentiplay BF, Perraton LG, Bower KJ, et al. Gait

assessment using the Microsoft Xbox One

Kinect: Concurrent validity and inter-day reli-

ability of spatiotemporal and kinematic variables.

J Biomech. 2015;48(10):2166-2170. https://doi.org/

10.1016/j.jbiomech.2015.05.021

Oh YS, Woo YK. The effects of backward walking

training with inclined treadmil on the gait in

chronic stroke patients. Phys Ther Kor. 2016;

23(3):1-10. https://doi.org/10.12674/ptk.2016.23.3.001

Pfister A, West AM, Bronner S, et al. Comparative

abilities of Microsoft Kinect and Vicon 3D motion

capture for gait analysis. J Med Eng Technol.

2014;38(5):274-280. https://doi.org/10.3109/03091902.

2014.909540

Valmassy R. Clinical Biomechanics of the Lower

Extremities. Height. MD, MO. Mosby, 1996.

Xu X, McGorry RW, Chou LS, et al. Accuracy of the

Microsoft Kinect for measuring gait parameters

during treadmill walking. Gait Posture. 2015;

42(2):145-151. https://doi.org/10.1016/j.gaitpost.2015.

05.002

Yang HD. Conditional random field based gesture

recognition with Kinect sensor. Journal of KISS

: Software and applications. 2013;40(11);716-723.

Yang ST, Kang DW, Seo JW, et al. Evaluation of

balance ability of the elderly using kinect

sensor. Trans Korean Inst Electr Eng. 2017;

66(2):439-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