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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각과 지면반발력을 이용한 보행 단계의 분류:
역전파 신경망 적용

Gait Phases Classification using Joint angle and Ground Reaction 
Force: Application of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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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gait phase classifier using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s method which uses the angle of 
lower body’s joints and ground reaction force as input signals. The classification of a gait phase is useful to understand the 
gait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 gait and to control the gait rehabilitation systems. The classifier categorizes a gait cycle as 7 
phases which are commonly used to classify the sub-phases of the gait in the literature. We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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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행 단계를 분류하는 일은 주로 병적인 보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1,2], FE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시스템 등의 제어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3]. 걷기는 연속적인 움

직임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 결과 이다. 걷기에서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걸음 주기(gait cycle)를 들 수 있다. 
걸음 주기 또는 한 걸음은 ‘한쪽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순

간부터 다시 지면과 접촉할 때’ 까지를 뜻한다. 걸음 주기

는 지면과 발바닥 및 발가락의 접촉, 정강이뼈의 각도 등에 

기준하여 디딤기(stance phase)와 흔듦기(swing phase)로 나뉜

다. 디딤기는 다시 부하반응기(loading response), 중간디딤기

(mid stance), 후기디딤기(terminal stance), 전흔듦기

(pre-swing)의 세부 단계로 나눌 수 있고, 흔듦기는 초기흔

듦기(initial swing), 중간흔듦기(mid swing), 후기흔듦기

(terminal swing)의 세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보행 단계는 세부 일곱 단계로 나뉜다[4]. 여러 운동형상학

적, 운동역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보행 

단계를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
류의 기준 또한 일정치 못하다. 또한 관절의 각도 및 각속

도, 지면반발력의 경향성에 따라 컴퓨터로 if-then rule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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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분류하는 것도 각 세부 단계의 구분이 모호하기

에 보행 단계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 S. R. Lee 등은 디딤기

의 판단을 위해 족압패턴을 활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흔듦

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5]. 앞에서 

언급한 보행 단계 분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보

행 단계 분류법이 연구되어 왔다[6-8]. K. Kaczmarczyk 등은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보행 단계를 분류 할 경우 정성적

으로 보행 단계를 판단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였다[6]. Y. Simada 등은 전체적인 보행 단계의 구

분이 아닌 디딤기와 흔듦기의 구분을 위해 가속도계를 사

용한 연구를 수행하였고[7], N. Mijailovic은 디딤기와 흔듦

기의 분류에 있어서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것과 FSR (Force 
Sensing Resistor)를 사용하는 것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8]. 

기존 문헌에서 언급한 방법들의 경우, 보행 주기를 디딤

기와 흔듦기의 두 단계로 분류할 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

다. 하지만 일곱 단계로 나뉘는 세부 보행 단계를 분류하는 

방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행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한 보행 주기를 일곱 단계로 분류하는 것

은 일반적이다[4]. 
본 논문에서는 보행 주기를 일곱 단계로 분류하기 위해 

한쪽 다리의 두 개의 관절 각도와 지면반발력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역전파 신경망 기반 보행 단계 분류기에 대해서 

제안한다.

II. 보행 단계 분류기 개발

1. 오류 역전파 신경망

보행 단계 분류기를 개발하기 위해 오류 역전파 신경망

을 사용하였다. 오류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은 지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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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골격 센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사양 (+부호: flexion, -
부호: extension).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component for exoskeleton sensor 
system (+ sign: flexion, - sign: extension).

용도 센서 측정범위 Resolution
엉덩 관절 각도 Encoder -20° ~ 120° 10bit
무릎 관절 각도 Encoder 0° ~ 110° 10bit
지면반발력 FSR 0 ~ 10kg 8bit

그림 1. 신경망 구성도.
Fig. 1. Neural network diagram.

그림 2. 외골격 센서 시스템.
Fig. 2. Exoskeleton sensor system.

그림 3. 입력데이터의 변환.
Fig. 3. Transformation of the input data.

(supervised learning)알고리즘으로서 이상적인 출력과 실제 

출력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에 해당하는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 추적방법(gradient descent method)
을 사용한다. 이때, 학습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층에 반복적

으로 제공하고 입력 데이터에 의해 계산된 출력 값을 출력

층에서 기대되는 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뉴런사이의 가중치를 조정해 나간다[9]. 신경망은 세 개의 

뉴런을 갖는 입력층, 스무 개의 뉴런을 갖는 은닉층 한 개, 
세 개의 뉴런을 갖는 출력층으로 구성하였으며, 활성화 함

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입력층에 입력되는 값은 한쪽 다리의 엉덩, 무릎 관절의 

각도 그리고 발바닥에 작용하는 지면반발력이며, 출력층에

서 출력되는 값은 각 뉴런에서 0에서 1의 값이 출력되며 

출력층의 뉴런이 세 개이므로 총 세 개의 값이 출력된다. 
2. 외골격 센서 시스템

분류기의 입력인 엉덩, 무릎 관절 각도와 지면반발력의 

값은 외골격 센서 시스템을 통해 측정되었다. 외골격 센서 

시스템은 시상평면에서의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각 다리 엉덩이 및 무릎에 각 한 개의 encoder를 갖추었다. 
지면반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발바닥 부분에 여덟 

개의 FSR을 장착하였다. 정상인이 외골격 센서 시스템을 

착용하고 걷게 되면 센서 시스템으로 부터 관절 각도와 지

면반발력이 출력되며 이 값들을 분류에 사용하게 된다. 외
골격 센서 시스템 구성요소 각각의 측정범위 및 해상도

(resolution)는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외골격 센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3. 학습 데이터 집합(Traning Data Set)의 구성 및 신경망 

학습

보행 단계 분류기를 구성하는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학습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였다. 학습 데이터 집합이란 입

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쌍으로 결합 되어 신경망의 학

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학습 데이터의 입력으로

는 외골격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여섯 주기에 걸친 

보행 데이터(엉덩이와 무릎의 관절 각도 및 지면반발력)를 

이용하였다. 사람의 걸음주기는 매 걸음마다 일정하지 않으

므로 각 보행 주기는 0에서 100의 구간을 가지도록 정규화

되었다. 이후, 정규화를 거친 여섯 주기의 관절 각도와 지

면반발력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때 정규화한 지면반발

력의 평균치는 0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1로 변경함으로써 

지면접촉상태를 뜻하는 값으로 변경하였다.
출력층에서 출력되는 값은 현재의 입력 각도와 지면 반

발력이 속하는 보행 세부 단계를 나타내야 한다. 보행 주기

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눈 보행의 세부 단계는 총 7 단
계이다. 이를 이진수로 표현한다면 세 개의 이진수로 표현

할 수 있다. 보행 단계를 표시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서로 인접한 두 수의 부호어가 1비트만큼 다르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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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차의 종류.
Fig. 5. The kinds of errors.

그림 6. 출력데이터의 변환.
Fig. 6. Transformation of the output data.

표 2. 보행 진행에 따른 보행 단계의 분류.
Table 2. Gait phase classification depending on gait progress.

보행 단계
보행 진행 %

(걸음주기기준)
2진수 표현

Loading response 0 ~ 10 0 0 1
Mid stance 10 ~ 30 0 1 1

Terminal stance 30 ~ 50 0 1 0
Pre-swing 50 ~ 60 1 1 0

Initial swing 60 ~ 70 1 1 1
Mid swing 70 ~ 87 1 0 1

Terminal swing 87 ~ 100 1 0 0

그림 4. 학습데이터 집합.
Fig. 4. Training data set.

는 gray code를 사용하였다. 각 보행 단계에 따른 2진수 표

현은 표 2와 같다.
최종적으로 구해진 학습데이터 집합은 그림 4와 같다.
신경망의 학습은 위의 학습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학습

율 0.01 반복횟수 100,000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III. 보행 단계 분류 결과

1. 분류기 평가를 위한 데이터 획득

정상인이 외골격 센서 시스템을 착용하고 걸음을 걸어서 

분류기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총 5번의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각 실험에서 8주기에 걸친 보

행을 하였다. 보행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으며 시작

하였고, 8주기의 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오른쪽 다리가 디

딤기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2. 보행 단계 분류 결과의 분석 방법 설정

분류기를 통해 보행 단계를 분류하는 것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오차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림 5의 1과 같이 분류기

를 통해 분류 된 보행 단계가 실제 보행단계보다 앞선 단

계를 예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림 5의 2와 같이 분류

된 보행 단계가 실제 보행 단계보다 뒤 늦게 분류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차는 그림 5의 3과 같이 분류 

된 단계가 실제 보행 단계와는 전혀 다른 단계를 표시하는 

오차이다.
외골격 센서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획득 주기는 0.05s

로 매우 짧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오차는 보행 

단계의 분석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 반면 세 번째 오차

의 경우, 재활로봇의 제어와 같은 응용에서 보행 단계에 의

존하는 제어명령의 변동이 심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세 번째 종류의 오차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분

석하였다.
3. 결과

1절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보행 데이터들을 분류기에 입

력하여 보행 단계 분류 결과를 얻었다. 보행 단계의 분류 

결과로 출력 뉴런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결과로 출력하였

다. 이는 역전파 신경망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

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 출력 뉴런

의 값이 0.5 이상일 경우 1로 반올림, 0.5 미만일 경우 0으
로 출력 값을 변환하였다. 이진수로 표현되는 3개의 출력 

값은 보행 단계를 표시한다. 
그림 7에 보행 데이터(엉덩 관절 각도, 무릎 관절 각도, 

지면반발력)와 그에 따른 보행 단계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

현하였다. 각 보행 단계의 진행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해 

gray code 출력을 보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10(부하반

응기), 20(중간디딤기), …, 70(후기흔듦기)이 되도록 변환하

여 표현하였다. 총 5회의 실험 중 결과 분석을 위해 그래프 

상에서 학습데이터 집합의 보행 단계와 가장 비슷하게 나

타난 그래프와 가장 다르게 나타난 그래프 각 1개씩을 선

정하였다.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행단계가 순

서대로(부하반응기부터 후기흔듦기까지) 분류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중간흔듦기와 후기흔듦기를 오

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마지막 걸음에서 부하반응기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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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된 분류기를 이용한 보행 단계 분류 결과.
Fig. 7. The result of gait phase classification using the proposed classifier.

그림 8. 실제 보행 단계와 분류 결과의 비교.
Fig. 8. Comparison of the real gait phase with the classification result.

간디딤기를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실
험2). 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보행 단계와 실제 보행 단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그래프에 나타내었으며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실제 보행 단계는 분류기의 학습 시 사용한 학습 

데이터 집합 제작 방법과 동일하게 보행 주기의 진행정도

(%)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각 실험에서 분류 오차는 실험 

순서에 따라 21 %, 15 %, 17 %, 21 %, 18 %로 나타났다. 
결과로 나타난 오차의 유형은 실제 적용에서는 큰 고려대

상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오차가 대부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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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행 단계의 역할[10].
Table 3. The role of gait phase [10].

보행 단계 역할

부하반응기
체중 부하 수용기의 안정성을 확보, 전방 

움직임의 유지

중간디딤기
바닥에 닿아있는 발을 받침점으로 한 전

방 움직임, 다리와 체간의 안정성 확보

IV. 고찰

첫걸음(보행의 시작부분)과 계속걸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오차를 제외한 다른 오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보행 단계의 분류결과가 학습데이터 집합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지막 걸음(보행의 끝 부

분)에서는 각 실험마다 중간디딤기에서 후기디딤기가 되는 

경우(실험1)와 부하반응기에서 시작하여 중간디딤기를 거쳐 

후기디딤기가 되는 경우(실험2)로 나뉘었다. 이렇게 마지막 

걸음에 대한 보행 단계 분류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를 알아

보기 위해 부하반응기, 중간디딤기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부하반응기와 중간디딤기는 공통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

고 전방움직임을 수행한다. 두 단계의 역할이 비슷하기 때

문에 초기 닿기(initial contact)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

으면 부하반응기와 중간디딤기의 구분이 어려울 것이다. 마
지막 걸음의 경우 보행을 멈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보폭과 

속도를 줄이게 된다. 줄어든 보폭과 속도로 인해 계속 걸음

(전체 보행 단계에서 보행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

한 부분)에 비해 초기 닿기가 부정확해 질 것이며, 따라서 

각 실험마다 마지막 걸음의 세부 단계가 다르게 나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행 단계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분류기

는 입력으로 한쪽 다리의 관절 각도와 지면반발력을 이용

하며, 7개의 나뉘는 보행 단계를 출력한다. 분류기의 내부 

알고리즘은 오류 역전파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다. 분류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섯 번의 실험을 수행 한 결과 분

류 된 보행 단계와 실제 보행 단계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5회의 실험에서 평균 18.4 %의 오차가 발생

하였으나 오차의 유형이 실제 응용에서 큰 고려대상이 되

지 않는 종류이므로 분류기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 현재의 보행 단계 분류기도 실제 

응용이 가능하지만,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실험 2의 

계속 걸음에서 발생한 중간흔듦기와 후기흔듦기의 오인문

제 및 마지막 걸음에서 발생한 부하반응기와 중간디딤기의 

오인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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