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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동결 검출을 위한 가속도의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의 분석

Frequency and Time domain Analysis of Acceleration for the De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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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위 중추성 보행 장애는 대뇌 피질 (cortex)이나 

피질하 (subcortical)구조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

는 보행 장애로써, 파킨슨성 보행장애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보행 동결 (Freezing of gait : FOG)이 

있다. 보행 동결은 보행의 시작이나 보행 중 방향전

환을 시도할 때 보행이 정지하는 현상을 말한다[1]. 
보행 동결과 같은 보행 장애의 요인은 낙상의 원인

이 되어 환자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킨다. 
보행 동결의 임상적 평가는 주로 설문지 작성이

나 비디오 촬영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정량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

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동결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3축 가속계를 사용해 자체 개발한 

보행 패턴 측정 시스템으로 보행 동결을 보이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패턴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보행 동결을 검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속도 신호를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분석

함으로써 보행 동결 검출 성능을 평가하고 효율적

인 보행 동결 검출 알고리즘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2. 본론 

본 연구에는 보행 동결의 특징을 보이는 파킨슨

병 환자 3명 (68.67±4.04)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측정 장비는 3축 가속도계와 근거리 무선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자체 개발한 무선 보행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Fig. 1).

Fig. 1. Gait measurement system 

피험자는 Fig. 1에서와 같이 센서가 장착된 신발

을 착용한 후 자신이 선호하는 보행속도로 12m의 

거리를 방향 전환을 포함해 5회 보행 하였다.
피험자의 보행으로부터 계측된 가속도 신호에 대

해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으로서, 위-아래 (SI)방
향의 가속도에 대해 moving window 내에서 연속적

으로 고속 푸리에 변환을 실시하였고, 이로부터 FI 
(freeze index)와 total power를 도출하였다. FI는 식 

(1)과 같이 계산하였고, FI와 total power가 역치 이상 

일 때를 보행 동결로 판정하였다[2]. 시간 영역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좌-우(ML), 앞-뒤(AP), 위-아래(SI) 방향

의 3축 가속도 신호에 대해 moving window 내에서 

RMS (root-mean-square)를 연속적으로 취하였다. 이로

부터 6가지 변수를 도출하였고, 각 축에서 RMS 값이 

높은 역치와 낮은 역치 사이 값을 가질 때 보행 

동결을 검출하도록 하였다. 보행 동결을 검출하기 

위한 Table 1의 파라미터의 최적화는 전역 최적화 

방법 중 하나인 simulated annealing 방법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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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Frequency domain method Time domain method

Band division frequency

High and low threshold for 
RMS acceleration of 3-axis 

(6 parameters)
FI threshold

Total power threshold

Fig. 2 FOG detection in frequency domain method (a) and 
time domain method (b) 

3. 결과

Fig. 2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중 첫 번째  

피험자에 대한 결과로 주파수 영역 (a)과 시간 영역

(b)에서의 보행 동결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 결과 민감도는 67%, 특

이도는 93%의 결과를 보였고, 시간 영역에서의 

분석 결과 민감도 76%, 특이도 95%의 결과를 보였

다. 

Table 2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requency domain method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ensitivity 67% Sensitivity 95% Sensitivity 64%

Specificity 93% Specificity 94% Specificity 88%

Time domain method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ensitivity 76% Sensitivity 98% Sensitivity 62%

Specificity 95% Specificity 98% Specificity 84%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에서 계측된 

가속도 신호를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분석

함으로써 보행 동결 검출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피험자에서 주파수 영역보다 시간 

영역의 분석 알고리즘에서 높은 검출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3명의 환자

에 대한 것으로 모든 보행 동결 환자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행 동결 증상을 보이는 피험자

수를 늘려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보행 동결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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