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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압력센서를 이용한 보행패턴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uman Gait Discrimination Using Multi-press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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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Yeong Choi․Kyung-Ho Kim)

Abstract - In this study, In order to measure foot pressure, it makes analyzing device using multi-pressure sensor. This 

device was limited frequency band to 5Hz by using low-pass filter and MCU was detected signal every milliseconds. After 

wearing the device, the result was confirmed by blue-tooth to measure wirelessly. Also, we propose an algorithm to obtain 

the walking pattern using a time table in each of the detected peak from the pressure sensor. Using the algorithm, right 

walking pattern and abnormal pattern was detected. The results can be reflected more individual walking patterns than when 

using a conventional methods and also, developed device was no restriction on the huma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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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증가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언제 어디서든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받길 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필

두로 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모바일 인터넷

의 진화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휴대용 측정기를 이

용하여 개인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1].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장은 점

점 증가되고 있다. 그림 1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세계 스

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를 조사한 내용이다. 2011년에 315억 달

러였던 전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4년에 402억 달

러의 시장으로 3년간 약 27%가 증가되었다. 또한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 역시 2011년 1.95억 달러 규모에서 약 56% 

증가된 3.0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

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최근 유비쿼트스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은 압력센서, 가속도 센

서와 자이로센서 같은 여러 센서 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보행패

턴을 측정하고 목적에 맞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보행

패턴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의 가장 기

본적인 이동수단으로써 보행을 꼽을 수 있다. 보행은 인간의 신

경과 골격근이 총괄적으로 사용되는 복잡한 과정이며 여러 신체 

활동의 협응으로 이우러지는 동작이다. 따라서 사람의 보행패턴

을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보행습관과 자세의 불균형에 대해서 추

정해볼 수 있다[2]. 

그림 1 전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구묘

Fig. 1 Global Smart Health-Care Market 

 기존의 연구들은 하나의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보행횟수 혹은 

좌우의 균형감각을 판별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3].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하여 보행패턴을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보행 시 지면에 힘이 가해지는 부분들에 다중압

력센서를 사용하여 족저압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족저

압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모듈을 사용하여 PC에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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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보행자세 

본 연구에서 정확한 보행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압력센서의 

부착위치와 보행자세가 중요하다. 사람의 발은 유일하게 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에서 체중을 동일하게 분산하여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각 부분마다 체중을 다르게 지지하

게 된다. 그림 2는 사람의 오른발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자세와 보행 시 무게를 많이 지지하

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였고 보행 시 무게를 많이 지지하지 

않는 부분은 흰색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분

석에 필요한 정확한 족저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게를 많이 지지

하는 부분인 엄지발가락, 앞꿈치, 뒤꿈치와 발 날까지 각각의 위

치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족저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

Fig. 2 Correct weight area

그림 3은 바른 걷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사람의 오른발을 기준으로 발뒤축 접지기–중립 입각기–진출

기–유각기까지 총 4단계로 보행이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발

뒤축 접지기는 바닥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 한다. 두 번째 

중립 입각기에서는 연속적인 자세 변화에 따른 바닥과 다리가 

접촉하는 수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세 번째 진출기는 보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유각기는 발이 근육이 

요구하는 힘의 양을 줄여 보행을 위한 에너지를 보존한다. 총 네 

가지 과정을 이용하여 왼발까지 진행되면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른 보행 패턴을 사용하여 보행을 진행할 

때 무게지지면적에서 측정된 족저압을 이용하여 보행패턴을 분

석하였다.

2.2 보행분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보행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에 부착 된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측정된 족저압 신호들을 측

정하였다. 그림 4는 그림 3과 같이 바른 걷기 단계를 진행하였을 

때 그림 2에서 표시된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에 압력센서를 부착 

후 족저압이 측정되는 순서를 예측하여 나타내보았다. 순서대로 

발뒤축 접지기에서는 뒷꿈치가 증립 입각기에서는 발 날과 앞꿈

치가 순서대로 무게를 지지하게 되고 진출기에는 엄지발가락에 

무게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그림 4

와 같이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에서 측정된 족저압 측정 순서를 

이용하여 보행패턴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림 3 바른 걷기 단계

Fig. 3 Correct walking phase

 

그림 4 기본 보행에 대한 힘이 가해지는 패턴 예측

Fig. 4 FUNDAMENTAL GAIT AND EXPECTED FORCE 

PATTERN (8step)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최초 보행 시 측정된 족저

압 신호를 확인하여 각 압력센서에 따른 신호의 peak를 검출한

다. 각 신호의 peak는 문턱전압(Threshold)을 사용하여 문턱 전

압 이상일 때의 max값을 peak로 검출하였다. 모든 압력센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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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peak값을 시간 순서대로 4개씩 연속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4에서 나타낸 바른 보행 시 발이 지면에 힘이 가해지는 패

턴 예측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의 peak가 뒤꿈치, 발 날, 발 볼, 

엄지발가락 순서로 검출되었을 때 바른 보행이라고 추정하였고 

분류된 peak의 순서가 알고리즘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으

로 추정하였다[4].

그림 5 보행패턴 분석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of Human gait analysis

3. 실  험 

3.1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바른 보행을 진행할 때와 비정상적 보행을 진

행하였을 때의 보행패턴을 추정하기 위해 올바른 무게지지면적에

서의 측정된 족저압을 이용한 보행패턴분석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측정 시 행동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선측정을 사용하

였고 그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측정을 하고 족저압 데이터를 전

송하는 송신부와 전송받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PC에 연

결해주는 수신부를 각각 보드에 구성하였다. 

송신부는 전원부, 센서부, 통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부는 

1.5V AA건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MCU에 전원을 인가하였

고 압력센서는 5V로 구동하기 때문에 레귤레이터 lm7805를 사용

하여 동작전원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 3.3V로 동작하는 Op-amp

와 블루투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Mbed에서 3.3V 전원을 

출력해주는 Vout핀에 두 모듈을 연결하여 동작전원을 제공하였

다. 센서부는 4개의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

에서 족저압을 측정하였다. 압력센서에서 출력된 족저압 신호는 

전원 혹은 배선 등에 의한 잡음이 섞여 있어 바로 분석에 사용

이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잡을을 제거하기 위해서 OP-Amp인 

AD8544를 이용하여 1차 저역통과필터를 설계하였다. 저역통과필

터는 차단주파수를 5Hz로 성정하였는데 개인마다 각각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평균 분당 100걸음씩을 걷는다. 이는 

1초에 약 1.6걸음의 보행을 하며, 약 1.6Hz 대의 신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5Hz이하의 신호만 필터링하여 사용하도

록 1차 저역통과 필터를 센서부에 구성하였다. MCU는 Mbed 

LPC1768을 사용하였으며 필터링을 거친 아날로그 신호를 ADC회

로가 내장된 Mbed의 Analog input핀에 연결하였고 신호를 정확

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Mbed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인 

1ms마다 족저압을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보행시 나타날 수 있는 선에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선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블루투스 FB155BC를 이용하여 처리

된 데이터를 수신부에 전송하도록 통신부를 구성하였다.

수신부에서도 송신부와 마찬가지로 Mbed를 구동시키기 위해 

1.5V AA배터리 4개를 직렬 연결하여 전원부를 구성하였고 블루

투스에서 전송받은 족저압 측정 데이터를 Mbed에 입력하였다. 

Mbed에서는 전송받은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USB port를 이용한 Serial통신을 설계하였고 Teraterm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림 6 족저압 측정 시스템 구성도

Fig. 6 Diagram of foot pressure measuring system.

3.2 실험 방법 

구현된 시스템의 계측성능 및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에서 측

정된 족저압에 따른 보행패턴을 추정하기 위해서 족저압 측정용 

보드를 피험자의 오른쪽 신발에 부착하여 바른 보행과 비정상적 

보행을 진행하였다. 디바이스를 부착 후 각 보행방법을 이용하

여 평지에서 5m거리를 5회씩 왕복 보행하도록 실시하여 족저압

을 측정하였다. 그림 7과 8, 9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

작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신발에 뒤편에 부착 후 실험을 측

정하는 사진이다. 무선 측정을 위해 블루투스를 사용하였으며 

압력센서는 측정위치에 맞게끔 깔창에 부착시키고 보행에 불편

함이 없도록 신발 뒤편에 부착하였다. 또한 족저압 측정값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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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바른 보행을 진행하였을 때 족저압 데이터 

Fig. 10 Foot pressure data during correct walking. 

그림 11 비정상 보행을 진행하였을 때 족저압 데이터 

Fig. 11 Foot pressure data during abnormal walking.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부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확인하였다[5]. 

그림 7 족저압 측정보드 (좌 수신부 우 송신부)

Fig. 7 Measuring boards of foot pressure (Left: Transmitter 

Righr: Reception) 

그림 8 신발에 부착 후 실험  

사진

그림 9 Teraterm을 이용하여 

족저압 데이터를 무선으

로 확인하는 사진

Fig. 8 test after attached to 

the right shoe 

Fig. 9 Confirming foot pre- 

ssure data in teraterm 

by wileless 

3.3 보행패턴 측정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보행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올바른 무게지지 

면적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족저압을 측정하였다. 그림 10은 바

른 보행을 진행하였을 때 Teraterm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Orig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었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X축은 시간, Y축은 전압, 파랑색 선은 엄지발가락의 

족저압 데이터, 빨강색 선은 앞꿈치의 족저압 데이터, 보라색 선

은 뒤꿈치 족저압 데이터, 에메랄드색 선은 발 날의 족저압 데이

터를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확인하게 되면 peak의 순서가 그림 4

와 같은 패턴을 이루며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는 

비정상적으로 보행을 진행하였을 때 획득한 데이터를 그림 10과 

마찬가지로 Orig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비

정상보행 그래프는 peak의 순서가 그림 10과 다르게 불규칙적으

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데이터 분석

패턴 분석을 위하여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보행패턴을 

측정하였다. 5m 거리를 왕복 5회 반복 수행하여 실시하고 그 값

을 Mbed를 통하여 PC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보행을 진행하

였을 때 족저압을 PC에서 Teraterm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은 후 Origin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분석은 

실험 시 육안으로 확인한 총 보행 횟수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한 횟수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표 1은 10명의 데

이터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때 두 데이터를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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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경우, 88%의 정확도로 바른 보행패턴을 검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약 12%의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행 

시 매번 일정하게 걷지 못하고 약간의 차이를 갖게 되는데, 순간

의 Toe-off 지점의 값이 매번 0.6V 이상으로 검출되지 못해서 

횟수 검출에 오차가 발생하였다.

표 1 알고리즘의 정확도 비교

Table 1 Compare total walking and correct walking

1 2 3 4 5 6 7 8 9 10 총합

총 보행 

횟수
30 33 28 31 29 29 32 35 31 32 310

바른 

보행 

횟수

27 28 26 28 24 26 29 30 29 27 273

측정률 90 84.8 92.8 90.3 82.7 89.6 90.6 85.7 93.5 84.3 88

4. 결  론

평소 올바르지 않는 걸음걸이로 보행할 시 척추, 관절 등 신체

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걷는 생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행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일 압

력센서를 이용하였을 때보다 개인의 보행패턴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행 시 발바닥이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다중의 압력센

서를 부착하여 족저압을 이용한 보행패턴 분석을 제안하였다. 다

중압력센서로 부터 얻은 족저압 데이터는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

여 노이즈를 제거하였으며 측정 시 선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다중의 압력센서를 이용한 측정 

방식을 통해 보행패턴에 대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두 가지 보행패턴에 대해서 실험하였고, 측정된 족저

압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행패턴을 바른 보행 패턴을 사용하

여 보행을 진행하는 지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육안으로 확인한 

보행 횟수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확인한 보행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88%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다중압력센서 기반의 보행패턴분석은 개인의 보행패턴을 분석

함으로써 잘못된 보행습관을 교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활동

량의 효과적인 측정을 통해 칼로리 계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중압력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바른 보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행패턴을 추정

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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