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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위치 기반 효과적인 보행 불균형 측정 방법

Effective Gait Imbalance Judgment Method based on Thigh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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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angle of the thighs that appear during walking condition to balance estimation to the left 

and right leg was occurred during normal walking. Get over to the limitations of gait analysis using image processing or 

foot pressure that was used a lot in the previous, the angle of the thigh were used for estimation of asymmetric gait. 

We implemented heathy five adult male to test targeting and gait and obtained cycle data from 10 times. For this 

research, Thigh-Angle measurement device were developed, and attached to in a position of 20° for flexion and 15° for 

extension to measure  the angle of the thigh. Also,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stimation of asymmetric gait 

using thigh-angle, it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asymmetric gait estimation using foot pressure.  The results of 

this paper, using the thigh angle is the average of 16.84% higher than using pressure to accuracy of determine the gait 

im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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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공학 분야의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

상에 한 욕구와 심이 증  되고 있어[1] 인간의 가장 기

본 인 활동인 보행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은 인간이 활동하는데 요한 요소이며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특정한 질

환에 의해 보행이 제한 받을 경우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보행

으로 나타난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

짐에 따라 뇌졸  등으로 인한 노인성 편마비 환자들이 증

가하고,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는 여러 사고들로 인해 보

행에 불편함을 겪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소아마

비 등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환자들의 보행을 보완하기 해 보행 분석  재활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보행 연구에 한 많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보행의 다양성  필

요성에 의하여 보행 분석  재활을 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Devita는 십자인 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상

으로 보행 시 나타나는 근육의 차이를 측정하 으며[2], 

Griffin은 반신 마비 환자의 걸음을 찰하여 불균형의 특징

을 확인하 다[3]. Titianova는 반신 마비 환자를 피 실험자

로 선정하여 실험을 하 으며, 보행의 속도에 따른 비정상다

리와 정상다리의 진자운동의 비 칭을 통하여 보행의 불균

형을 단하 다[4]. 그 밖에 무릎의 각도나 보폭,  운동

의 범  등을 사용하여 보행의 불균형을 단하고 있으며 

카메라를 이용한 상처리 방법도 사용 되고 있다[5-6]. 하

지만 보행 분석을 한 상처리 방법을 해서는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며, 이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한 공간  제약이 있으며, 장소에 따른 

실험의 제약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주로 사용되

는 지상반력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하

기 한 고가의 압력 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공간  제약의 

단 이 존재한다.

2. 제안한 보행 비 칭 측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공간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설치  분

석이 비교  간단한 좌우 보행 불균형 단 방법을 제안 한

다. 압력센서를 이용한 발바닥과 지면과의  상태와 허

벅지 각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보행 시 발생하는 허벅지

의 각도 변화를 측정하여 보행 불균형을 단하 다. 신체 

건강하고 보행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20  남성 5명을 상

으로 실험을 진행 하 으며, 보행 불균형 조건을 만들기 

하여 한쪽 다리에 7cm의 굽을 착용하여 다리 길이를 상

으로 다르게 하 다. 피 실험자는 실험을 하여 그림 1

과 같이 압력센서를 발바닥에 부착하고, 허벅지 각도 측정기

를 착용한다. 먼  불균형 조건을 용하지 않은 상태의 정

상 보행을 실시하여 보행 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 하 고, 

불균형 조건을 용한 상태에서 비 칭 인 불균형 보행에 

한 신호를 측정하 다. 측정한 신호로부터 보행 주기에서 

입각기와 유각기가 가지는 시간 비 을 분석하고 허벅지 각

도 측정기를 통하여 보행 시 발생하는 퇴부의 굴곡과 신

이 보행 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 비 을 분석하여 불균형

을 단하는 지표인 SI(symmetry index)에 취득한 신호를 

용 하여 보행의 불균형을 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 건강하고 보행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20  남성 5명을 상으로 허벅지의 각도를 이용하기 하



기학회논문지 63권 4호 2014년 4월

542

여 그림 1과 같이 허벅지 각도 측정기기를 부착하 다. 허

벅지 각도 측정기는 신체에 고정시킬 수 있는 허리띠를 포

함하고 있으며, 허벅지의 각도를 측정하는 외선 센서가 부

착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 허벅지 각도 측정기를 측면에

서 보았을 때 ‘T’자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허리띠와 수

직으로 연결된 지지 는 지면을 향하게 된다. 허벅지 각도 

측정기기의 유동성을 이기 해 허리띠는 이 으로 구성

하 고, 지면을 향하는 지지 에는 외선 센서를 부착하기 

한 자가 달려 있으며, 허벅지의 각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치에 외선 센서를 부착시킨다. 보행 시 외선 센서가 

부착된 치에 허벅지가 지나가게 되면 신호가 취득이 되어 

보행과 련된 각도에 한 신호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보행 시 나타나는 허벅지의 최  굴곡 각도는 25°이고 

최  신  각도는 20°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최  굴곡 

각도와 신  각도에 외선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신호의 

취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20°의 굴곡 각도와 15°의 신  

각도에 외선 센서를 치하 다. 지면을 향하는 지지 의 

꼭짓 은 고 에 치시켜 보행 시 나타나는 허벅지의 각

도 측정에 있어 발생되는 오차를 이도록 하 다. 

          (a)                          (b)

  

그림 1 허벅지 각도 측정기기

(a) 개요도, (b) 실제 착용 사진

Fig. 1 Thigh-Angle measurement device

(a) Synoptic map, (b) The picture of wearing device

   

본 논문에서는 보행 시 발생하는 불균형을 정량화하기 

하여 보행 불균형 지표를 사용하 다. 보행 불균형을 정량

화 하는 지표로 SI(symmetry index), TSR(temporal 

symmetry ratio), (ratio1), (ratio2)등이 쓰인다[7-10].  

SI는 양 하지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평균 비 두 다리의 데

이터차를 나타낸 값이고, TSR은 양 하지의 입각기와 유각

기의 비를 이용한 지표이다. 은 양 하지의 데이터의 비를 

나타내며, 는 양 하지 데이터의 최댓값 비 양 하지 데

이터의 차를 나타낸 값이다. 각 지표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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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왼쪽 다리로부터 얻은 신호이고, 은 오른

쪽 다리로부터 얻은 신호를 나타낸다. 한,  는 왼쪽

다리의 입각기 시간,  는 왼쪽 다리의 유각기 시간을 

나타내며,   ,  은 각각 오른쪽 다리의 입각기 

시간과 유각기 시간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SI를 이용

하여 좌우 불균형을 단하 으며, 발바닥 압력 신호를 사용

하여 입각기의 시간을 이용한 불균형 단과 허벅지 각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일정 각도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시

간을 이용한 불균형 단을 실시하 다. 

3. 실험  결과

3.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신체 건강하고 보행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20  남성 5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각 피 실험

자는 개발된 허벅지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발바닥에 압력 센

서를 부착한 뒤 실험을 진행하 다. 공간  제약을 감소시

키기 하여 트 드  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보행속

도는 4km/s로 일정한 걸음을 유지하 다. 허벅지의 굴곡 각

도와 신  각도에 해당하는 치에 외선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 시 허벅지가 해당 센서를 지나게 되면서 신호를 

측정하게 된다. 한 발바닥에 부착된 압력 센서를 통하여 

보행 시 보행 주기의 시작 과 끝 을 알 수 있으며, 지면과

의  유무를 통하여 입각기와 유각기를 구분 지을 수 있

는 신호를 검출 한다. 각 측정된 신호를 바탕으로 보행 주

기 비 입각기와 유각기의 시간 비 을 산출 할 수 있으며, 

허벅지가 일정 각도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과 지정된 각도

를 유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좌우의 보행 불균형

을 단 할 수 있다. 각 실험자는 총 1분의 보행을 실시하

으며, 총 10번의 실험을 반복 진행 하 다. 측정된 보행 

주기는 각 보행 주기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

교를 하여 보행주기의 시간을 1.5sec(1500 sample)로 정규

화 시켜 분석하 다. 각 피 실험자는 먼  정상보행을 실시

하여 정상 보행 데이터를 취득하고, 좌우 불균형을 임의로 

만들기 하여 오른쪽 발에 7cm의 굽을 추가 착용하여 같

은 실험 조건으로 보행 데이터를 취득하 다. 측정된 신호

는 SI를 사용하여 불균형 단을 하 으며, 기존 연구에 많

이 사용된 압력 신호를 사용한 불균형 단과 제안한 허벅

지 각도 측정기를 사용한 불균형 단 방법을 비교하여 보

행 불균형 단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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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 보행 신호

(a) 처리  보행 신호, (b) 처리 후 보행 신호

Fig. 3 Gait signal

(a) Gait signals of non-processing, 

(b) Gait signals of processing

    단     

      방법

피 실험자

정상 보행 불균형 보행

발바닥 

압력

허벅지 

각도

발바닥 

압력

허벅지 

각도

피 실험자1 O O X O

피 실험자2 O O O O

피 실험자3 O X X X

피 실험자4 O X X X

피 실험자5 O X X X

표   1  보행 불균형 단 성공여부

Table 1 Gait imbalance judgement results

3.2 보행 신호 측정기기  신호처리

본 논문에서는 크게 발바닥과 지면과의  유무, 그리

고 허벅지의 굴곡과 신 의 각도를 통하여 보행을 분석한

다. 그림 2와 같이 발바닥과 지면과의  유무를 확인하

기 하여 신발의 바닥에 압력센서를 부착하 으며, 허벅지

의 각도를 측정하기 하여 허벅지 각도 측정기를 허리에 

부착하 다. 부착된 허벅지 각도 측정기로부터 신호를 획득

하여 PC에서 신호의 취합과 처리를 하기 해 BIOPACK 

사의 UIM100C 장비를 사용하 다. 보행의 단계 분석에서 

요한 요소인 발꿈치와 뒤꿈치의 닿기와 떨어짐을 확인하

기 하여 BIOPACK 사의 TSD111A 센서를 사용하 고, 

압력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고 PC에서의 신호처리를 하여 

BIOPACK사의 HLT100C를 사용하 다. 허벅지와 발바닥에

서 측정된 신호를 신호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신호를 

증폭하 으며, 1kHz로 샘 링 되어 PC로 송하 다. PC로 

입력 받은 생체 신호를 분석하기 하여 Acqknowledge 4.2

를 사용하 다.

그림 2 보행 신호 측정기기       

Fig.  2 Gait signal measurement device

       

허벅지의 외선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는 0V, 5V의 

ON/OFF 신호로써 미세한 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그림 3

과 같이 2V이하의 값은 0으로, 2V이상의 값은 1로 

Threshold를 설정하여 분석하 다. 발바닥의 압력 센서로부

터 입력되는 신호는 0V의 min값과 1V의 max값을 가진다. 

발바닥의 압력 신호로부터 보행 주기의 시작을 단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압력 센서의 값이 30%이상이 되었을 때 보

행주기가 시작한다고 정의 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압

력 센서로부터 얻은 신호는 0.3V이하의 값은 0으로, 0.3V이

상의 값은 1로 수렴하여 허벅지 각도 신호와 마찬가지로 0

과 1의 신호로 Threshold를 설정하여 분석하 다.

3.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보행 시 발생되는 허벅지의 각도, 발바닥

의 압력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행 시 좌우측 다리의 

불균형을 단하는 연구를 진행 하 다. 오른 발의 뒤꿈치

가 지면에 닿기를 시작으로 하여 같은 발이  다시 지면에 

닿기까지를 한 보행주기로 정의 하 으며, 기존에 많이 사용

되었던 발바닥의 압력 신호를 이용한 보행 불균형 단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허벅지 각도를 이용한 불균형 단과 

유사한 정도를 확인 하 다. 불균형 단을 한 지표로 SI

를 사용하 으며, 표 1은 SI의 단 기 으로 선정하고 SI  

> 10%를 성공 인 단이라고 하 을 때 각 피 실험자별 

보행의 불균형 단의 성공여부를 나타낸다. 정상 인 보행

을 먼  실시 한 후 얻어진 SI  지표와 한쪽에만 7cm의 굽

을 신어 임의로 불균형을 만들어 보행을 실시 한 후에 얻어

진 SI  지표를 비교하여 불균형 상황에서 기존의 압력을 이

용한 불균형 단 방법과 제안한 외선을 이용한 허벅지 

각도 측정방법을 비교하여 보행 불균형 단의 성공여부를 

단하 다. 피 실험자 1과 피 실험자 2는 허벅지 각도를 

이용하여 보행의 불균형을 단하 을 시 비교  높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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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보행 불균형 보행

발바닥 

압력

허벅지

각도

발바닥 

압력

허벅지

각도

피 실험자1 5.20% 6.73% 4.27% 21.26%

피 실험자2 4.02% 9.28% 34.25% 31.95%

피 실험자3 2.66% 26.67% 4.35% 20.10%

피 실험자4 2.43% 13.68% 5.06% 45.62%

피 실험자5 1.77% 24.25% 8.36% 41.24%

평균 3.22% 16.12% 11.26% 32.03%

표   2  10보 보행의 평균 SI

Table 2 Average of SI by 10 gait

그림 4 SI 지표를 통한 보행 불균형 단 결과

Fig. 4 The result of gait imbalance judgement by SI

도로 보행의 불균형을 단 할 수 있었다. 발바닥 압력 신

호로는 알 수 없었던 불균형 보행을 허벅지 각도를 사용하

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허벅지 각도를 이용한 불균형 

단이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발바

닥 압력 신호만으로는 별 할 수 없었던 보행의 불균형을 

허벅지 각도를 사용하여 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는 체 피 실험자의 10보 보행의 평균 SI를 나타낸다.

피 실험자 3, 4, 5의 경우 발바닥의 압력센서를 이용한 보

행의 불균형 단에서 정상 보행의 경우 피 실험자 3, 4, 5 

모두 정상보행으로 별하 으나 허벅지 각도를 이용한 보

행의 불균형 단에서는 피 실험자 3과 피 실험자 5는 단 

하나의 보만이 정상보행으로 별하 고, 피 실험자 4는 두 

보가 정상 보행으로 별 되었다. 불균형 보행의 경우 발바

닥 압력을 이용한 보행 불균형 단보다 허벅지를 이용한 

보행 불균형 단이 2보를 제외한 나머지 8보가 불균형 보

행으로 단함으로 체로 80%가 넘는 정확도를 보 다. 평

균 으로 보았을 때 피 실험자의 보행 불균형 단 SI 지

수가 발바닥 압력을 이용한 불균형 단 보다 허벅지 각도

를 이용한 불균형 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허벅지를 이용한 보행의 불균형 단이 

높은 신뢰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행 불균형 단을 하여 분석 방법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처리 방법이 아닌 허벅지의 

각도와 발바닥 압력 센서를 이용한 보행 분석 시스템을 사

용 하 다. 허벅지 각도 등을 이용한 본 논문은 비교  공

간 인 제한도 을 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 을 나타낸다.

발바닥의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다리 길이의 차이에 따라 

입각기와 유각기가 보행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의 비 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 으며, 불균형 보행 시 보행 주기에 

한 양 하지의 입각기의 비율이 피 실험자 1은 1.9%, 피 

실험자 2는 5.89% 차이가 났다. 입각기와 유각기가 차지하

는 비 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한 쪽 다리에 더 많은 체

의 부하가 생긴 다는 것을 미 하며, 이는 보행의 비 칭

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다리의 길이의 차이에 따라 최

 굴곡, 신 까지 이르는 시간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허벅

지 각도 측정기기는 직  개발하고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개략 인 단은 

가능하 다. 상 장비를 통한 보행의 특성을 악하는 데

에는 시간과 장소, 비용의 문제가 따르나 허벅지의 각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리에 간단히 착용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보

행의 불균형을 단 할 수 있으므로 추후 신뢰성과 정확성

이 개선된다면 더욱 정확하게 보행의 불균형을 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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