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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를 이용한 2축 각도 기반
보행 불균형 평가 시스템 연구

A Study on Gait Imbalance Evaluation System
based on Two-axis Angle using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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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gait imbalance evaluation algorithm based on two axes angle using encoder is proposed.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xperiment with a healthy adult male to 10 people. The device is attached to the hip and knee 
joint in order to measure the angle during the gait. Normal and imbalance gait angle data were measured using an encoder 
attached to the hip and knee joints. Also,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stimation of asymmetrical gait using hip and 
knee angle, it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asymmetrical gait estimation using foot pressure. SI (Symmetry Index) was used 
as an index for determining the gait imbalance. As a result, normal gait and 1.5cm imbalance gait were evaluation as normal 
gait through SI using an encoder. And imbalance gait of 3cm, 4cm, and 6cm were judge by imbalance gait. Whereas all gait 
experiments except normal gait were evaluation as imbalance gait through SI using the pressure.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both the normal gait and imbalance gait through measurement for the angle and th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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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공학 분야의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

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인간의 가장 기본

적인 활동인 보행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보행은 인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

해 두 다리를 교대로 사용하는 연속적인 동작과 형태를 말

한다. 근육의 활동과 관절의 가동성이 시간적인 것은 물론 

역학적으로도 잘 조화되어야 얻어질 수 있는 정교한 과정

이다[1,2]. 
정상보행에 중요한 어느 요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여 조화가 깨지는 경우 보행 불균형이 일어나며 그 원인

을 분석하고 치료함에 있어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으로 

보행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3,4]. 걸음, 무릎

의 각도, 보폭, 관절운동의 범위 등을 사용하여 보행의 불

* Corresponding Author
Manuscript received February 15, 2015 / revised March 10, 2015 / 
accepted March 15, 2015
심현민: 인하대학교 정보전자공동연구소(hmshim@inha.ac.kr)
김유현, 조우형, 이상민: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kimyoohyun@nate.com/wakeiy@naver.com/sanglee@inha.ac.kr)
권장우: 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jwkwon@inha.ac.kr)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3R1 
A2A2A04014796).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0-0020163).

균형을 판단하였고 이러한 보행을 분석하기 위해서 카메라

를 이용한 영상처리 방법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5,6]. 그러

나 이러한 보행 분석에는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며 공간

적 제약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상반력

[7-9]을 이용한 실험에도 고가의 압력판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이용한 보행 시 고관절과 슬관

절의 굴곡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설치 및 분석이 비교적 간

단한 좌우 보행 불균형 판단 방법을 제안한다. 본 실험을 

위해 정상 보행 중 하지에 부착 된 인코더를 사용하여 보

행 각도 데이터를 측정 한다. 보행 불균형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한 쪽 다리에만 굽을 장착하여 다리 길이를 상대적으

로 다르게 만든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행분석 방법인 압력측정을 통한 보행분석

과 비교하며, 피 실험자는 하지에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각도 측정 장치를 착용한 후에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트

레드밀 위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먼저 불균형 조건을 적

용하지 않은 상태의 정상 보행을 실시하여 보행 시 발생하

는 신호를 측정 하였고, 불균형 조건을 적용한 상태에서 비

대칭적인 불균형 보행에 대한 신호를 측정한다. 측정한 신

호로부터 보행 주기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의 보행시의 최대, 
최소각도를 분석하여 불균형을 판단하는 지표인 SI 
(Symmetry Index)에 취득한 신호를 적용 하여 보행의 불균

형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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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 불균형 판단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judgement of gait imbalance.

그림 2. 전체 시스템의 구성.
Fig. 2. Organization of the entire system.

그림 3. 하지에 착용한 보행 각도 측정기.
Fig. 3. Located of device the lower limb.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 장은 연구 방

법으로 제안한 보행 불균형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 하며, III
장서는 실험 및 결과, 마지막으로 IV 장 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II. 연구 방법

1. 제안한 보행 불균형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이용하여 보행 시 고관절 및 슬

관절의 굴곡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보행

의 불균형을 분석, 판단한다. 보행의 불균형의 정확한 판단

을 위하여 인코더를 이용하여 보행 시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각도를 얻은 후 보행불균형 평가 지표에 데이터 값을 

대입하여 불균형의 정도를 확인 하였다. 그림 1은 본 실험

의 블록도이다. 보행의 불균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발

바닥의 압력을 통해서 얻은 좌우 불균형 판단 방법과 비교

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불균

형 보행을 할 때에는 좌우가 대칭적이지 않고 고관절과 슬

관절이 정상보행 시와는 다른 각도를 이룬다는 점과 정상

적인 보행은 좌우가 대칭적인 상태 일 때 가장 이상적인 

걸음이라고 판단한다. 인코더에서 측정된 신호는 그림 2와 

같이 MCU보드를 통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를 

BT Shield2.2 블루투스 모듈로 보낸 뒤 블루투스 통신을 통

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며, 발바닥의 압력 신호는 압력

판이 내장된 재활 트레드밀(Rehabilitation Treadmill)에서 얻

은 신호로 FDM-T(Force Distribution Measurement System)을 

통해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고관절 및 슬관절에서 나

타나는 보행 시의 최대각도와 최소각도의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행 불균형을 판단하게 된다. 
2. 불균형 지표

보행 시 나타나는 불균형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보행 불

균형 지표를 사용하였다. 보통 보행 불균형을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SI (Symmetry Index) [8-12], TSR 
(Temporal Symmetry Ratio) [13,14], R1(Ratio1), R2(Ratio2)등
이 쓰인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지표인 SI는 양 하지

의 입각기와 유각기의 비를 이용한 지표이다. R1은 양 하

지의 데이터의 비를 나타내며, R2는 양하지 데이터의 최대

값 대비 양 하지 데이터의 차를 나타낸 값이다. 각 지표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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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의 SI식에서 은 왼쪽 다리로부터 얻은 신호이고, 

은 오른쪽 다리로부터 얻은 신호를 나타낸다. 두 번째 

TSR에서의 는 왼쪽다리의 입각기 시간, 는 

왼쪽 다리의 유각기 시간을 나타내며,  ,은 

각각 오른쪽 다리의 입각기 유각기 시간을 나타낸다.
3. 인코더를 이용한 고관절 및 슬관절 각도 측정기기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양 하지의 고관절 및 슬관

절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3D프린터를 이용해 제

작하였다.
각도 측정기에는 4개의 인코더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서 본 논문에서는 발광소자와 수광소자 사이에 흑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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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증분형 인코더 출력 펄스.
Fig. 4. Incremental encoder output pulse.

그림 5. 보행 각도 측정기 착용 후 보행실험.
Fig. 5. Walk experiment after wearing the device.

그림 6. 인코더를 이용한 보행 신호.
Fig. 6. Gait signals using encoder.

이 그려져 있는 회전 슬리트와 고정 슬리트를 설치한 후 

회전축을 회전시키면 빛이 투과 또는 차단되며 투과된 빛

은 수광소자에 의해 전류로 변환되어 이 전기 신호가 파형

전형 회로와 출력 회로를 거쳐 구형파 펄스로 출력이 되는 

증분형(Incremental) 인코더를 사용하였다. 출력펄스는 회전

의 위치의 절대치가 아닌 회전한 각도에 의해 비례하는 펄

스가 출력되게 된다. 출력은 그림 4와 같이 90°의 위상차를 

가진 A상과 B상, 그리고 원점출력인 Z상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시계방향으로 회전축이 돌게 되면 A상이 B상에 비해 

90° 앞서게 되어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면 반대로 B상
이 A상에 비해 90° 앞서게 되어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III.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병적 보행과 관련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전혀 없는 

24세에서 37세의 성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엉덩관절 내

전으로 인하여 하지를 들 때 반대쪽의 골반이 떨어지는 것

을 허용하는 엉덩관절 외전근 약증의 상황을 가정하여 임

의적인 기형 시 발생되는 보행불균형에 관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1. 실험 방법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및 신전 각도 측정을 위해 

Zebris medical GmbH., Germany의 FDM-T와 ITead Studio., 
China의 BT Shield2.2 블루투스 통신 모듈 및 인코더를 사

용하였으며, 인코더는 지면과 수직을 기준으로 허리와 좌, 
우 고관절 및 슬관절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한다. 피 실험자

는 그림 5와 같이 인코더를 이용한 고관절 및 슬관절 2축 

각도 측정 장치를 하지에 착용하고 트레드밀(Treadmill) 위
에서 일반적인 보행의 속도인 2.5km/h의 일정한 속도로 각

각30초간의 보행을 실시 하였다. 
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이용하여 보행 시 고관절과 슬

관절에서의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보행 주기의 패

턴과 각 보행 주기별 각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행불균형 지표로 사용하는 SI는 <10%를 

J.R.Perttien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상보행이라고 판단하였고 

SI값이 ‘0’일 때는 두 다리 사이의 완벽한 대칭을 의미한다. 
개선한 인코더를 이용한 2축 각도 측정기를 사용했을 경우, 
그림 6과 같이 보행 전체에 걸쳐 변하는 각도를 측정 할 

수 있어 보행 불균형 평가에 적합하다.
표 1를 보면 정상보행에서의 각도를 이용한 보행 평가에

서 피 실험자 열 명의 오른쪽 고관절의 평균 각도는 

26.61°, 슬관절의 평균 각도는 52.10°가 나왔고 왼쪽 고관절

의 평균 각도는 26.66°, 슬관절의 평균 각도는 52.06°가 측

정되었다. 이를 통해 계산한 보행불균형 지표인 SI는 고관

절 각도로 계산한 경우 2.07%, 슬관절 각도로 계산한 경우 

1.09％로 모두 정상 보행임을 정확히 판단하였다. 압력을 

이용한 보행 평가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른쪽 발의 

최대 압력이 17.33 N/cm², 왼쪽발의 압력은 17.42 N/cm²로 

측정되었고 이를 통한 SI는 6.71%로 균형 보행임을 정확히 

판단하였다. 지표는 0에 가까울수록 보행이 균형적이라는 

것을 뜻하지만 보행 패턴과 불균형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

게 나타나고 개개인마다 약간의 보행 방식과 특성이 다르

므로 개개인의 정상 보행 시의 SI를 기준으로 보행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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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상보행에서의 각도를 이용한 보행 평가.
Table 1. Normal gait evaluation using angle.

Number Right hip joint(°) Right knee joint(°) Left hip joint(°) Left knee joint(°) Hip joint SI (%) Knee joint SI (%)
S1 27.32±0.49 63.31±0.61 28.83±0.87 64.44±0.22 5.34 1.76
S2 23.74±0.26 46.39±1.28 24.34±1.30 45.45±0.80 2.38 2.02
S3 27.38±1.40 61.31±1.14 27.10±0.97 60.87±1.63 0.96 0.75
S4 25.65±0.62 61.03±0.88 25.99±0.46 60.33±1.27 1.36 1.16
S5 23.25±0.93 45.53±1.50 23.67±0.51 45.23±0.28 1.83 0.61
S6 25.56±0.82 43.11±1.26 25.72±0.42 43.99±0.97 0.65 2.05
S7 25.38±0.92 60.85±0.38 25.07±0.76 60.69±0.70 1.19 0.28
S8 26.38±0.92 40.68±0.55 26.47±0.67 41.23±0.58 0.34 1.39
S9 30.74±1.73 41.70±1.09 29.20±1.52 41.44±1.60 5.10 0.66
S10 30.71±0.82 57.10±1.50 30.24±0.76 56.97±1.09 1.54 0.22

Mean 26.61 52.10 26.66 52.06 2.07 1.09 
Standard
deviation 2.54 9.35 2.17 9.33 1.76 0.69

표 2. 정상보행에서의 압력을 이용한 보행 평가.
Table 2. Normal gait evaluation using pressure.

Number Right foot max pressure (N/cm²) Left foot max pressure (N/cm²) Foot max pressure SI (%)
S1 13.4±1.2 14.3±1.3 6.50
S2 21.0±3.5 19.4±2.1 7.92
S3 15.3±1.2 13.9±1.8 9.59
S4 15.9±1.4 17.0±2.2 6.69
S5 25.5±3.0 27.0±4.0 5.71
S6 19.4±2.1 20.8±2.6 5.97
S7 15.7±1.4 14.9±1.6 5.23
S8 13.1±2.2 13.9±1.9 5.93
S9 19.8±1.8 18.2±2.1 8.42
S10 14.2±3.1 14.8±2.8 4.14

Mean 17.33 17.42 6.71
Standard deviation 3.98 4.16 1.60

표 3. 피 실험자 10명의 SI 값.
Table 3. Subjects of SI by 10people.

Normal gait Imbalance gait 1.5cm Imbalance gait 3cm Imbalance gait 4.5cm Imbalance gait 6cm
hip 

joint
knee 
joint pressure hip 

joint
knee 
joint pressure hip 

joint
knee 
joint pressure hip 

joint
knee 
joint pressure hip 

joint
knee 
joint pressure

S1 5.34 1.76 6.50 7.71 3.49 15.28 8.71 9.36 26.62 16.93 14.04 23.19 19.97 20.64 36.57
S2 2.38 2.02 7.92 6.57 11.55 31.48 11.72 19.07 56.95 16.56 22.73 58.52 21.40 29.06 73.07
S3 0.96 0.75 9.59 2.10 5.93 29.94 13.28 10.79 24.77 12.09 23.32 31.45 24.93 23.38 60.00
S4 1.36 1.16 6.69 6.87 4.42 30.73 8.33 6.64 39.47 17.37 11.69 38.72 11.12 9.13 24.65
S5 1.83 0.61 5.71 17.93 5.51 24.81 27.11 11.82 35.38 30.19 14.28 17.68 13.81 23.64 18.43
S6 0.65 2.05 5.97 9.78 13.16 17.69 6.28 8.09 37.14 18.63 14.88 41.69 37.64 26.88 24.33
S7 1.19 0.28 5.23 4.46 1.31 19.94 16.54 4.27 21.59 20.28 13.05 31.40 20.10 18.78 51.74
S8 0.34 1.39 5.93 1.04 9.67 15.48 9.74 18.41 29.58 24.74 20.03 29.09 15.78 38.96 43.82
S9 5.10 0.66 8.42 9.11 11.22 15.81 13.39 16.6 31.98 16.03 19.27 42.66 26.41 18.54 54.33
S10 1.54 0.22 4.14 3.37 2.09 10.65 12.99 11.56 18.91 20.88 21.7 24.47 29.64 22.15 40.22

Mean 2.07 1.09 6.71 6.89 6.85 21.18 12.80 11.66 32.24 19.37 17.49 33.89 22.08 23.11 42.71
Standard 
deviation 1.76 0.69 1.60 4.85 4.24 7.51 5.86 4.98 10.96 5.07 4.36 11.87 7.91 7.76 17.43

을 평가 한다. 표 3는 정상보행실험부터 1.5cm의 간격으로 

굽을 착용하여 보행불균형을 만들어 보행각도를 비교한 표

이다. 정상보행실험부터 1.5cm 간격으로 굽을 착용하여 보

행불균형을 만들어 보행각도를 비교하였을 경우 3cm의 굽

을 착용한 후의 보행부터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압

력 값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1.5cm의 굽을 착용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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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체 실험 SI 지표 분석결과 그래프.
Fig. 7. The entire experiment SI index analysis graph.

때부터 불균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상보행과 1.5cm 불균형

보행을 정상보행으로 판단하였고 3cm 불균형보행의 경우 

정상보행에 가까운 불균형보행이라 판단하였다. 반면 압력 

값으로 측정하여 얻은 결과에서는 최초 정상보행에서의 SI
가 각도로 측정한 값에 비해 크게 나왔다. 개개인의 보행습

관에서 오는 차이라 생각된다. 그로 인해 1.5cm의 불균형보

행부터 각도측정 데이터와는 다르게 불균형으로 판단을 하

였는데 전체적으로 각도측정 데이터보다 양쪽 하지의 차이

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각도측정 데이

터보다 압력측정데이터의 값에서 표준편차가 크게 측정되

었다. 개개인마다 보행 시 양쪽 하지의 각도차이보다 힘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보행주기에 

대한 고관절의 SI는 정상 보행의 경우 2.06%, 1.5cm의 불균

형의 경우 6.89%, 3cm의 불균형의 경우 12.80%, 4.5cm의 

불균형의 경우 19.37%, 6cm의 불균형의 경우 22.08%로 측

정되었고 슬관절의 SI는 정상 보행의 경우 1.09%, 1.5cm의 

불균형의 경우 6.85%, 3cm의 불균형의 경우 11.66%, 4.5cm
의 불균형의 경우 17.49%, 6cm의 불균형의 경우 23.11%로 

전 실험에서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각도 측정 장비와 압력 측정 장비로부터 얻

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SI를 계산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두 

데이터 모두 보행 불균형이 발생 할수록 SI의 값이 점차 

정상 보행 범위로부터 멀어졌으며 보행의 불균형을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이용하여 보행 시 고관절 및 슬

관절의 굴곡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하여 기존

의 보행 분석의 문제점들인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큰 검사비용이 들지 않으며 설치 및 분석이 간단

한 보행 불균형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보행 분석

의 표준이라 여겨지는 카메라, 마커부착을 통한 영상처리 

방법 및 힘측정판에서 측정하는 지면반력을 이용한 방식이 

아닌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각도를 이용함으로써 공간적

인 제한과 설치비용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관절의 각도만을 측정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장비를 이용한 SI는 고관절의 각도뿐만 아니라 슬관절의 

각도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보다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고관절을 이용한 각도 

측정 장치의 제작 과정에서 3D프린터를 통해 제작한 장비

를 통해, 인코더와 막대, 막대와 막대사이를 이음으로써 각

도 측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개선하였다. 물론 장비를 착

용하고 보행을 해야 하는 본 실험의 특성상 보행을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비의 간소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와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보행분석을 실시하고, 각 신체에 맞

는 정확한 각도 측정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행 불균

형 판단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보행 불균형 판단 장비를 통해 

굳이 병원이나 보행 분석을 위한 특정 공간에 가지 않고도 

보행의 불균형을 비교적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행 진

단기기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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