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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주기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중증도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 인솔을 통한 보행 특징 추출과 머신 

러닝 기반 중증도 분류의 성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어 치매 환자가 급증 

하고 있으며,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필요한 치료 비용 및 노력이 급증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 

전략으로 보여진다. 환자 친화적이고 저비용의 관성 측정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인솔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보행 실험 패러다임에서 환자의 보행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알츠하이머 병의 중증도 진단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분류기를 훈련시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숫자세기와 같이 뇌에 부하를 주는 하위 작업이 포함된 복합 

보행을 측정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훈련된 분류 모델이 일반 걷기 데이터셋을 사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높

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하고 환경적 제약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여 시기 적절한 진단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중증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 보행 특징(Gait features), 

중증도 분류(Severit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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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알츠하이머 병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 되는 만성 퇴행성 뇌 

질환이다. 또한 Mild Cognitive Impairment(MCI)는 경미한 인지 

장애로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단계이다. 주된 증상으로 기억 손실, 

언어 능력 및 판단과 같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질병은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중증도가 

심할수록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전략으로 보여지며, MRI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2,3]

본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 방법으로 보행특징을 사용한

다. 일반 걷기, 복합 걷기를 포함한 4가지 보행 실험 패러다임에 

의해 피험자는 보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며, 이때 관성 측정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인솔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보행이 측정된다. 

추출된 보행 특징 데이터셋은 머신 러닝 기반 모델들의 훈련 및 

검증에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의 분류 성능과 4가지 

보행 실험 패러다임에 따른 분류 성능이 비교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 연구된 알츠하이머 

진단 방법들을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보행 실험 패러다임과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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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분류 모델들에 대해 소개한다. IV에서는 보행 실험 패러다임별, 

기계학습 모델별 분류 성능을 비교하고, V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식의 분류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토의한다.

II. Related works

Ricciardi, Carlo 외 9명은 또다른 치매 유형중 하나인 파킨슨병의 

진단을 위해서 피험자들의 정상 보행과, 운동 및 인지 이중 작업이 

추가된 보행을 분석하고 의사 결정 트리와 같은 기계학습 기반 분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분류 정확도는 이중 작업이 추가된 보행 

데이터셋을 의사 결정 트리의 입력으로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약 87%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다.[4]

Ghoraani, Behnaz 외 5명은 알츠하이머 병의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해서 피험자 78(정상인 32명, MCI 26명, 알츠하이머 환자 20명)명

의 보행을 측정하고 기계학습 훈련시켜 중증도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5-fold 교차 검증의 분류 정확도는 약 80%를 기록하였

다.[5]

Lillian N. Boettcher 외 6명은 보행을 통한 알츠하이머 중증도 

분류를 위해 이중작업 보행 실험 패러다임과 computerized pathway

를 사용하였다. 31명의 정상인과 61명의 MCI 환자로 구성된 보행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gait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기계학습 분류기를 

훈련시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정확도 약 77%, 민감도 81%, 특이도 

67%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작업 보행 테스크가 일반 보행 데이터셋보

다 MCI 검출에 용이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6]

III. Study design

총 46명의 피험자가 보행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다음 4개의 보행 

테스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었다. 1) 일반 보행(E1) : 일반 보행은 

다른 보행 테스크와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으로, 피험자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10 meter를 자연스럽게 왕복한다. 일반적으로 피험자 

1명당 4번 반복 측정된다. 2) 장애물 걷기(E2) : E1과 달리 시각 

인식 작업이 추가된 것으로 중앙에 펜스형 장애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험자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걷다가 중앙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옆으로 피해서 돌아서 가야 하는 보행 테스크이다. 3) 복합 

걷기(E3) : E1과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지만 동시에 인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행 테스크이다. 인지 업무의 종류로는 숫자 

거꾸로 세기와 연상단어 말하기가 있으며, 그 종류로는 각각 (50, 

60, 70, 80, 90), (동물, 식물, 과일, 음식, 색깔)이 있다. 종류당 

한번씩 총 10번 반복 측정 되었다. 4) 이중 복합 보행(E4) : E3과 

유사하게 인지 작업이 추가되어 있지만 추가로 동전 모양의 칩을 

양손으로 번갈아 스와핑하는 업무도 추가된 보행 테스크이다. 숫자 

오름차순 세기, 숫자 내림차순 세기, 연상 단어 말하기 각각 2번씩 

총 6번 반복 측정 되었다. 

각 피험자의 보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Footlogger’라고 불리는 

스마트 인솔이 사용되었다. 이 장비는 깔창에 Inertia measurement 

unit(IMU) 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로 비용이 적은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적 제약이 적고 원격 조종이 가능하여 보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장비이다. 내장되어 있는 센서들의 종류로는 8개의 압력 센서, 

3차원 가속도계 및 각속도계가 있다. 최종적으로 신호처리 알고리즘에 

의해 35개의 gait 파라미터로 변환이 되며 그 종류와 의미는 Table 

1과 같다.

IV. Experiment

Section III에서 언급된 방법에 의해 얻어진 클래스 별 피험자 

수 및 gait 파라미터 샘플의 수는 Table 2와 같다.

Class subject E1 E2 E3 E4 total

Normal 25 103 101 249 154 607

MCI 9 38 36 91 55 220

AD 12 28 26 27 31 112

Total 46 169 163 367 240 939

Table 2. the number of subject and data samples

이렇게 얻어진 4개의 보행 데이터셋은 기계학습 기반 분류기를 

훈련 시키는데 사용된다. 검증을 위해 피험자를 기준으로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LOOCV) 방법을 통해 학습/테스

트 데이터셋으로 구분이 된다. 이때 차원수를 줄이기 위해 feature 

selection(K=20)와 클래스 간에 데이터 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Oversampling 기법중 하나인 SMOTE가 학습 데이터셋에 

적용된다.[7] 비교를 위한 기계학습 기반 분류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DecisionTree(DT), 2) GaussianNB(GBN), 

3) KNeighborsClassifier(KNN), 4) SVC_linear(SVM_L), 

5) SVC_sigmoid(SVM_S), 6) SVC_RBF(SVM_R), 

7) XGBClassifier(XGB), 8) AdaBoostClassifier(AB), 

9) LGBMClassifier(LGBM), 10) MLPClassifier(MLP), 

11) RandomForestClassifier(RF), 

12) GaussianProcessClassifier(GP), 

13) GradientBoostingClassifier(GB)

Table 3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각 분류기의 성능 비교이다. 가장 

우수한 분류기는 부스팅 기반 기계학습 분류기인 GB, XGB이였으며, 

정확도가 각각 약 0.60, 0.58을 기록하였다. 반면 SVM, GBN은 

과적합으로 인해 학습이 원활하지 않아 성능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4는 각 실험 패러다임에 대한 분류기들의 성능중 가장 

좋은 분류기의 성능을 정리한 표이다. 모든 실험 패러다임에서 가장 

분류 성능이 우수한 것은 E3이며 XGB모델을 훈련시켰을 때 정확도가 

0.6739로 월등하게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E2와 E4 역시 정확도가 

0.54, 0.60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된 E1의 정확도인 0.52보다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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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GBN KNN SVM(L) SVM_S SVM_R XGB AB LGBM MLP RF GP GB

Accuracy 0.456 0.217 0.456 0.369 0.260 0.456 0.586 0.452 0.586 0.434 0.521 0.434 0.608

Precision 0.326 0.165 0.394 0.358 0.251 0.405 0.537 0.357 0.565 0.321 0.411 0.338 0.566

Recall 0.341 0.322 0.394 0.404 0.346 0.399 0.450 0.342 0.451 0.328 0.381 0.333 0.478

F1 score 0.325 0.155 0.393 0.348 0.246 0.402 0.454
0.33

3716
0.456 0.313 0.359 0.333 0.487

Table 3. Comparison of Classifier

Ex. No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E1(SVM_R) 0.5217 0.5216 0.5303 0.5151

E2(GB) 0.5434 0.4444 0.4240 0.4228

E3(XGB) 0.6739 0.7692 0.5185 0.5381

E4(SVM_R) 0.6087 0.5232 0.4837 0.4788

Table 4. Comparison of experiment paradigm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인 알츠하이머 병의 중증도 

분류의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 인솔을 통한 보행 특징 분석을 이용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GB, XGB가 각각 정확도 

약 0.6, 0.58로 성능이 우수했으며, 또한 일반 걷기, 복합 걷기를 

포함한 4가지 보행 실험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으

며 E3, E4, E1 순으로 성능이 우수했으다. 특히 E3의 경우 정확도가 

약 0.67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 보행보다 복합 보행을 

사용하였을 때 분류기의 성능이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한 샘플의 수는 939개이며 

차원 수는 35개이다. 환경적 제한으로 인한 적은 데이터셋 수로 

인해 과적합(Overfitt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셋 확보와 특징 차원을 축소하여 알츠하이머 중증도 간 고유한 

특징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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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의미

Cadence 분당 걸음수

Difference_Double_support_time_Gait_Cycle 양 발에 대한 양하지 지지기 시간 비율 차이

Difference_Double_support_time_Mean 양 발에 대한 양하지 지지기 시간 평균 차이

Difference_Number_of_stride 양 발의 유각기 횟수 차이

Difference_Single_support_time_Gait_Cycle 각 발의 지지 시간 비율의 차이 

Difference_Single_support_time_Mean 각 발의 지지 시간 차이

Difference_Stance_time_Gait_Cycle 양 발의 입각기 비율 차이

Difference_Stance_time_Mean 양 발의 입각기 평균 차이

Difference_Step_time_Gait_Cycle 양 발의 걸음 시간 비율 차이

Difference_Step_time_Mean 양 발의 걸음 시간 평균 차이

Difference_Stride_length_Mean 양 발의 보폭 길이 평균 차이

Difference_Stride_time_Gait_Cycle 양 발의 활보 시간 비율 차이

Difference_Stride_time_Mean 양 발의 활보 시간 평균 차이

Difference_Swing_time_Gait_Cycle 양 발의 유각기 시간 비율 차이

Difference_Swing_time_Mean 양 발의 유각기 평균 차이

Difference_Walking_speed_Mean 양 발의 걸음 속도 평균 차이 

Left_Double_support_time_Gait_Cycle 왼발 양하지 지지 시간 비율 

Left_Double_support_time_Mean 왼발 양하지 지지 시간 평균

Left_Double_support_time_SD 왼발 양하지 지지 시간 표준편차

Left_Number_of_stride 왼발 보폭 수

Left_Single_support_time_Gait_Cycle 왼발의 지지 시간 비율 

Left_Single_support_time_Mean 왼발의 지지 시간 평균

Left_Single_support_time_SD 왼발의 지지 시간 표준편차 

Left_Stance_time_Gait_Cycle 왼발의 입각기 시간 비율 

Left_Stance_time_Mean 왼발의 입각기 시간 평균 

Left_Stance_time_SD 왼발의 입각기 시간 표준편차

Left_Step_time_Gait_Cycle 왼발의 걸음 시간 비율

Left_Step_time_Mean 왼발의 걸음 시간 평균

Left_Step_time_SD 왼발의 걸음 시간 표준편차

Left_Stride_length_Mean 왼발의 활보 시간 평균

Left_Stride_length_SD 왼발의 보폭 길이 표준편차

Left_Stride_time_Gait_Cycle 왼발의 보폭 시간 평균

Left_Stride_time_Mean 왼발의 보폭 시간 평균

Left_Stride_time_SD 왼발의 활보 시간 표준편차

Left_Swing_time_Gait_Cycle 왼발의 유각기 시간 비율

Left_Swing_time_Mean 왼발의 유각기 시간 평균

Left_Swing_time_SD 왼발의 유각기 시간 표준편차

Left_Walking_speed_Mean 왼발 걸음 속도 평균

Left_Walking_speed_SD 왼발 걸음 속도 표준편차

Right_Double_support_time_Gait_Cycle 오른발 양하지 지지 시간 비율 

Right_Double_support_time_Mean 오른발 양하지 지지 시간 평균

Right_Double_support_time_SD 오른발 양하지 지지 시간 표준편차

Right_Number_of_stride 오른발 보폭 수

Right_Single_support_time_Gait_Cycle 오른발 지지 시간 비율 

Right_Single_support_time_Mean 오른발 지지 시간 평균

Right_Single_support_time_SD 오른발 지지 시간 표준편차 

Right_Stance_time_Gait_Cycle 오른발 입각기 시간 비율 

Right_Stance_time_Mean 오른발 입각기 시간 평균 

Right_Stance_time_SD 오른발 입각기 시간 표준편차

Right_Step_time_Gait_Cycle 오른발 걸음 시간 비율

Right_Step_time_Mean 오른발 걸음 시간 평균

Right_Step_time_SD 오른발 걸음 시간 표준편차

Right_Stride_length_Mean 오른발 활보 시간 평균

Right_Stride_length_SD 오른발 보폭 길이 표준편차

Right_Stride_time_Gait_Cycle 오른발 보폭 시간 평균

Right_Stride_time_Mean 오른발 보폭 시간 평균

Right_Stride_time_SD 오른발 활보 시간 표준편차

Right_Swing_time_Gait_Cycle 오른발 유각기 시간 비율

Right_Swing_time_Mean 오른발 유각기 시간 평균

Right_Swing_time_SD 오른발 유각기 시간 표준편차

Right_Walking_speed_Mean 오른발 걸음 속도 평균

Right_Walking_speed_SD 오른발 걸음 속도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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