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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보행 분석은 여러 하지 ,   근육, 신경 등의 이상을 단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지

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 보행, 비 칭 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 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결국 이런 문제가 지속

된다면 향후 큰 질병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0개의 압력센서를 내장한 인솔을 

통해 각 발의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리 정의한 정상 보행 시 나타나는 압력 분포를 기 으로 비

정상 보행 여부를 단하고 보행 시 나타나는 부분별 압력분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행 시 사용자 발

의 과내 (over pronation)과 과외 (over supination) 경향도 분석하 다. 스마트 인솔을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용자 친화 이면서 비정상 보행 단  발의 과내·외  경향 분석에 해 자가

진단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림 1) 압력 센서가 내장된 인솔

1. 서론

   보행은 하지 에서 동시에 잘 조화된 역학운동이 일

어나 몸의 심 을 원만하게 환시키는 여러 복잡한 과

정의 결과로 그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부터 꾸 히 

이어져왔다. 보행 분석은 여러 하지 ,   근육, 신

경 등의 이상을 단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지표로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 보행, 비 칭 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 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결

국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큰 질병이 발생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1]

   근래에 들어 보행 분석을 한 병원 내원, 기  분

석 시간 등과 같은 사용자의 공간 , 시간  제약을 일 

수 있는 족  압력 분포를 이용하여 다양한 보행 분석법

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2][3][4]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 

장비의 고가화 등의 이유로 센서를 족골과 골 부근에 

2~6개 정도 부착하여 압력 값을 수집하기 때문에 발의 국

소부 의 압력 값은 얻어올 수 없어 발 체의 이상 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5]

   이런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십 개의 압력 

센서가 내장된 인솔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족  압력 데이

터를 측정하고, 보행 시 입각기의 압력 데이터를 미리 정

의한 정상 보행과정의 압력분포와 비교하여 비정상 보행

여부 단  과내 (over pronation)과 과외 (over 
supination)에 한 경향도 분석하 다.

2. 보행 분석

2.1 족  압력 측정

   본 논문에서는 40개의 압력 센서가 내장된 인솔을 사

용하여 넓은 범 의 족  압력을 수집하 다. 각 센서에서 

측정된 압력 값은 1step이 0.0128V인 0~255사이의 정수로 

블루투스3.0의 SPP(Serial Port Profile)로 연결된 디바이

스에 송신된다.[5]

2.2 데이터 분석을 한 인솔 역 구분

   우리는 압력 데이터 분석을 해 발을 그림3과 같이  

발가락(toe), 족지 (fore), 간 발(mid), 뒤꿈치(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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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상 보행 압력 분포 변화 

(그림 3) 세분한 발 역(a), 인솔의 센서 

번호와 세분 한 역(b)

(그림 2) 정상 보행 입각기 압력 분포 변화

 

(그림 5) 비정상 보행 압력 분포 변화

로 나 고, 엄지발가락(medial toe), 작은 발가락(lateral 

toe), 제 1 족지 (medial fore), 앙 족지

(intermedial fore), 외측 족지 (lateral fore), 내측 

간 발(medial mid), 외측 간 발(lateral mid), 내측 뒤꿈

치(medial hind), 외측 뒤꿈치(lateral hind)로 세분하 다. 

2.3 비정상 보행 여부 단

   그림 2는 보행 과정 분석 시 사용자의 보행이 정상

으로 진행 는지의 여부를 단하기 해 직  정의한 기

으로, 일정 압력 이상일 때 발이 지면에 닿았다고 단

한다. 정상 인 보행은 발 체의 압력 데이터가 0인 상태

에서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을 입각기의 시작으로 하

여 간 발, 족지 , 발가락 순으로 발이 지면에 닿고, 

뒤꿈치, 간 발, 족지 , 발가락 순으로 발이 지면에

서 떨어지는 것을 입각기의 마지막으로 정의하 다.

   분석은 두 발로 안정 으로 기립한 상태에서 한 발이 

완 히 지면에서 떨어지는 유각기에 들어간 뒤 입각기가 

시작되는 시 을 시작 으로 하고 의 보행 조건에 따라 

역 별로 지지가 일어났으면 정상 인 보행을 하고 있다

고 단한다.   

2.4 보행 시 과내·외  경향 분석

   사용자 발의 과내 과 과외  경향을 분석하기 해 

먼  보행  과내 과 과외 이 일어날 때 족 와 지면

의  방식에 해 정상 보행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상 보행의 경우 보행 시 뒤꿈치 바깥쪽으로 착지한 

다음 안쪽 앙으로 기울어지면서 체 을 지탱하고 앞으

로 나간다. 과내 은 뒤꿈치 안쪽으로 착지한 뒤 안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고, 과외 은 뒤꿈치 바깥

쪽으로 착지한 뒤 바깥으로 기울어진 채 나가는 경향이 

있다.[6][7][8]

   우리는 보행 시 사용자의 발이 보이는 과내·외  경향 

분석을 해 그림 3과 같이 발을 세분화하고, 보행 시 얻

어지는 압력 분포 변화로 역지지 정도를 따진다.

2.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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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과외 된 발의 내·외측 압력 비교 

(그림 7) 과내 된 발의 내·외측 압력 비교

(그림 6) 정상 발의 내·외측 압력 비교 

   

   비정상 보행 여부를 단하기 한 분석결과 그림 4는 

입각기 인식을 한 기  압력 이상으로 뒤꿈치, 간 발, 

족지 , 발가락 순으로 도달한 뒤 뒤꿈치, 간 발, 

족지 , 발가락 순으로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

로, 정상 인 보행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었지만, 그림 5

는 입각기에 들어선 직후부터 midstance까지 순차 으로 

발을 지지했지만 이후 뒤꿈치가 떨어진 다음 발가락이 먼

 떨어지면서 비정상 보행을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었

다. 

   과내 과 과외 을 단하기 한 분석결과 그림 6은 

바깥쪽 뒤꿈치부터 차 안쪽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는 것으로 정상 인 발임을 간주할 수 있었고,  그림 7

은 안쪽 뒤꿈치를 시작으로 발가락을 뗄 때까지 지속 으

로 안쪽 발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과내 된 

발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바깥쪽 

뒤꿈치를 시작으로 추진력을 얻기 해 안쪽 발의 지지가 

많아져야 할 midstance 이후 구간에서도 바깥쪽 발의 지

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외 된 발이라고 간주 할 수 있

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압력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인솔을 이용

하여 비정상 보행 여부  보행 시 나타나는 발의 과내·

외  경향을 족 의 압력분포 데이터로 단  분석했다. 

수십 개의 압력 센서로 넓은 범 의 압력 정보를 얻어와 

사용자에게 객 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의 보행 

자가진단  개인에게 맞는 깔창 혹은 신발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  

   향후 연구로 재 분석법을 다수의 성인에 용하여 

보행 패턴 데이터를 모아 학습된 패턴군(group)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다 정량 인 분석  단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패턴 인식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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