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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시 족저압과 무릎관절 각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무릎관절 각도는 보폭과 보행 속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보행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건강한 피험자
를 모집하여 보행 시 족저압 데이터와 왼쪽 무릎 각도를 수집하
였고, 2차원 CNN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왼발의 족저압 입력(single plantar
pressure; SPP)과 유각기 시점의 왼발 족저압을 입각기 시점의
오른발 족저압으로 대체 입력(double plantar pressure; DPP)하
여 왼쪽 무릎각도를 유추하였다.2 Mean Absolute Error(MAE),
Mean Relative Error(MRE), R Score 값을 통해 SPP와 DPP의
상관성과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PP 방법을 사용하였
을 때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족저압만으로 유각기를 포함한 전 보
행주기의 무릎관절 각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보폭 및 보행 속도를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1. 서

론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은 무릎관절 각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1], 무릎관절 각도의 분석을 통해 보행 장애 지표인 보폭
감소, 보행 속도 감소 등을 추정할 수 있다[2]. 이러한 무릎관절
각도 데이터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RGB-D 이미지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Azure Kinect는 트레드밀 보행에서
시상 무릎관절 좌표를 추적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가 있다[3].
한편, 보행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속도, 족저압, 이미
지 등이 있다. 그 중 족저압 데이터는 가속도, 이미지 데이터와
는 달리, 신발 내 인솔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어 편리하며,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족저압만
을 이용하여 무릎관절 각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 관련 연구를 보면 유각기에서 족저압 정보가 없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4], 이를 해결하고자 유각기에서 반대
쪽 발의 족저압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zure Kinect를 이용한 RGB-D 이미지로부터
무릎 관절 각도를 계산하고, F-scan으로부터 족저압 데이터를
측정하여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보행 시 족저압 데이터로 무릎
관절 각도를 추정하는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방

**

2.2. 데이터 수집

족저압 데이터는 F-Scan(Tekscan, USA) 족저압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보행 시 RGB-D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Azure Kinect DK(Microsoft, USA)를 사용하였다. 족저압 데이
터는 100 Hz Sampling rate로, RGB-D 영상은 20 fps로 수집하
였다.
실험 전, 피험자에게 트레드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실험 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 피험자는 f-scan 족저압
측정 센서가 내장된 신발을 착화하고, 무릎 관절이 잘 추적될
수 있도록 반바지를 착용하였다. 데이터를 측정하기 전에, 피험
자는 본인에게 편안한 트레드밀 속도를 선택하였고, 그 속도에
서 보행이 안정화 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이 때, Kinect는 트
레드밀로부터 1 m 거리 떨어진 곳에, 1 m 높이에 고정하여
RGB-D 영상을 촬영하였다[5]. 피험자는 2 분 동안의 보행 실험
을 2회 진행하였으며, 각 보행 실험 사이에 4 분 동안 앉아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2.3. 데이터 전처리

왼쪽 무릎관절 각도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RGB-D 영상에서
left hip, left knee, left ankle 관절의 x, y 좌표를 추출하였다.
이 관절 좌표들을 이용하여 세 점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여 무릎
관절 각도를 추출하였다.
그 후, 20 fps로 측정된 왼쪽 무릎관절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
델의 학습을 위하여 보간법으로 리샘플링하여 100 Hz로 측정된
족저압 데이터와 샘플 수를 일치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 중 족저압이 측정되지 않는 유각기 시점
에서 왼발 족저압 데이터를 해당 시점의 오른발 족저압 데이터
로 대체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왼발의
유각기 시점에서 오른발은 입각기였기 때문이다.
2.4. 데이터 분석

족저압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무릎관절 각도를 예측
하기 위해 이미지를 통한 분류, 회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
진 2차원 CNN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다[6].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 모델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법

2.1. 피험자

족저압 및 무릎관절 각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정상보행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고 신경계, 근골격계 장애가 없는 건
강한 20대 피험자 6명(남 3명, 여 3명)을 모집하였다. 피험자들
의 평균 나이는 24 ± 2.3 세였고, 평균 신장은 165 ± 9 cm였으
며, 평균 체중은 67.4 ± 17.8 kg였다. 평균 신발 사이즈는 250.8
± 16.9 mm이며, 평균 보행 속도는 3.83 ± 0.26 km/h였다.

<그림 2> 2차원 CNN 회귀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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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의 입력 값으로는 59×21 족저압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입력 값과 출력 값 사이에는 2차원 7×7, 5×5, 3×3
Convolutional layer가 있는데, 각 Convolutional layer 사이에는
2×2 Max-Pooling layer가 있다. Convolutional layer의 특징 맵
은 128개이며, 활성함수는 swish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거쳐
추출된 특징은 Flatten layer에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지고,
CNN 모델은 5층의 Fully-Connected layer를 통해 epoch을 50으
로 하여 회귀 학습했다. 6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은 144,000 개의
족저압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 8:2 비율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
트 데이터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
트 데이터로 예측 결과를 검증하였다.
테스트 데이터 분석을 위해 CNN 모델의 무릎관절 각도 예측
결과를 Mean2 Absolute Error(MAE), Mean Relative
Error(MRE), R Score를 통해 나타내었다. 또한, 유각기 시점에
있는 다리의 족저압을 입각기 시점에 있는 반대측 족저압으로
대체 입력하여 유각기 측 무릎각도 예측의 정확도를 확인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과

족저압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한 CNN 모델의 예측 결과는
<표 1>과 같다. ‘SPP(Single Plantar Pressure)’는 왼발 족저압
데이터만을 입력으로 사용한 방법이고, ‘DPP(Double Plantar
Pressure)’는 유각기 시점의 왼발 족저압 데이터를 입각기 시점
의 오른발 족저압 데이터로 대체하여 입력하는 방법이다.
<표 1> 무릎관절 각도 예측을 위한 입력 값으로 왼쪽 족저압
만을 사용했을 때와 오른쪽 족저압을 함께 사용했을 때 결과

SPP

9.285 ± 9.604°
6.665 %
0.462

3.2. 고찰

SPP방식과 DPP 방식의 무릎관절 각도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DPP 방식의 예측 성능이 약 두 배 이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SPP 방식
은 유각기 시점에서 어떠한 정보도 없이 평균적인 무릎관절 각
도를 예측하기 위해 학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DPP
방식은 반대편 발의 족저압을 통해 보행의 진행과 무릎 움직임
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결

본 연구에서는 CNN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보행 시 족저압으
로 무릎관절 각도를 예측하였다. 이때, 왼쪽 발이 유각기일 때
오른발 족저압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왼발 족저압만 사용할 때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음을 검증
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통해 예측 성능 개선을 이뤄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RGB-D 영상을 통해 계산한 무릎 각도
가 ground truth 관절 각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ground truth 무릎관절 각도를 통해
모델을 학습/검증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피험자의 데이터를 모
델에게 학습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족저압 데이터만으로 보
행 시 무릎관절 각도 변화를 추정할 뿐 아니라, 질환으로 인한
보폭 및 보행 속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질환 예측 및 재활 훈련 분야의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
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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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 2.906°
2.048 %
0.948

MAE
MRE
R 2 Score
* SPP: Single Plantar Pressure, DPP: Double Plantar Pressure

두 방법의 R2 Score를 비교해 보면, SPP 방법을 사용했을 때
0.462, DPP 방법을 사용했을 때 0.948으로, DPP에서 약 두 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 오차를 나타내는
MAE는 SPP에서 9.285 ± 9.604°, DPP에서 2.984 ± 2.906° 였으
며, MRE는 SPP에서 6.665 % DPP에서 2.048 %로 오차가 절반
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Kinect로 측정한 Reference Angle과 CNN 모델
이 예측한 Estimated Angle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a)는
SPP 방법으로 다리 각도를 예측한 결과이고, (b)는 DPP 방법으
로 다리 각도를 예측한 결과 그래프이다. (a)에서는 모델이 정확
한 각도가 아닌 평균적인 각도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b)에서는 전 보행주기 동안 무릎 각도를 유의미
하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Reference Angle과 CNN 모델이 예측한
Estimated Angle을 나타낸 그래프
(a) SPP 방법 (b) DPP 방법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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