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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보행 단계 분류 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활 치료

전후의 운동기능 회복 평가 지표로 쓰인다 로봇 분야에서.

는 보행 로봇의 제어 모드를 선택하거나 동역학을 푸는 모

델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1-5].

보행 단계 분류를 위하여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보행중

의 상태 정보를 측정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 방법을,

통해 보행 단계를 분류한다 센서를 이용해 측정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면반발력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 로드셀. (Loadcell), FSR (Force Sensitive

공기압 센서 등을 이용하여 신발 깔창 형태의Resistors), ,

측정모듈을 개발한다 개발한 모듈을 발바닥 부위에 부착.

하여 지면반발력을 측정한다 두 번째는 하체의 움직[5-7].

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엔코. , ,

더 등 관성 및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하체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는 등[4,8,9]. EMG

생체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0].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된 정보는 다양한 판단 알고

리즘을 통해 분류되었다 사용된 알고리즘은. Fuzzy,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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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

에서 지원하여 연구하였음10045164) .

나이브플렉시블 베이지안(Hidden Markov Model), - (naive-

인공 신경망 등이flexible bayesian), (artificial neural network)

사용되었다[4-9].

보행 단계의 분류는 크게 입각기와 유각기 두 가지로 한

다 각 단계별로 세부 단계를 나누어 여덟 단계로 구분하기.

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단계를 분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한다 입각기는 발뒤꿈치가 접지 하고. (heel-strike)

나서 다시 발 앞꿈치가 떨어지기 까지의 동작을 말, (toe-off)

한다 반대로 유각기는 입각기 종료 이후 다시 발뒤꿈치가.

접지하기 까지를 말한다 보행은 이러한 입각기와 유각기의.

동작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 [11].

행은 시점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동작 없이 바로Heel-Strike

시점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과거의 상태에 따Toe-off .

라 현재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는 시스템을 동

적 시스템이라 한다 하지만 동적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 같은 알고리즘(feed forward

을 이용하여 이러한 동적 시스템과 관련된neural network)

기능 또는 인식기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형 신경망을 이용한 보행단계 분류기

를 제안한다 순환형 신경망 은 자. (recurrent neural network)

신의 출력을 입력으로 되먹임하여 과거의 정보를 이용함으

로써 동적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형 신경망의 종류 중 하나인 신경망을 로봇에서Jordan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구성하여 보행 단계 분류

성능의 비교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 본론에서는 순환형. II

신경망 신경망에 사용될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 데이, ,

터 전처리과정과 신경망 학습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장 결과에서는 실험 구성과 결과 분석방법 그리고 실험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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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기술했다 장은 고찰 장은 결. IV V

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본론II.

순환형 신경망1.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형 신경망은 신경망의 요소들 사이에 되먹임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

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차(feed foward neural network) .

이점으로 인해 순환형 신경망은 동적 시스템에 적합한 특

성을 가진다 순환형 신경망의 기본적인 모델에는. Elman

신경망과 신경망이 있다 이 두 모델은 기본적으로Jordan .

은닉층을 포함 한 다층 신경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우.

리가 이용하는 신경망은 이 이동 로봇의 제어Jordan Jordan

를 위하여 개발한 구조이다 해당 구조는 그림 과 같이 출. 1

력된 데이터를 입력 층으로 되먹임 받는 동적 뉴런을 가지

고 있다[12].

본 논문에서 순환형 신경망의 구성은 동적 뉴런 개를1

포함한 다섯 개의 뉴런을 갖는 입력 층 스무 개의 뉴런을,

갖는 은닉 층 한 개 한 개의 뉴런을 갖는 출력 층으로 구,

성하였다 학습알고리즘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

였다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 층의 뉴런에서 발[13].

생되는 출력오차를 각 층에 역으로 전파시켜 나가면서 연

결링크의 가중치 수정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 시키는 학습

방식이다 입력 층에서는 전 처리된 로봇의 관절의 각[14].

도 및 각속도를 입력으로 이용한다 출력 층에서는 활성화.

함수에 의해 사이의 값이 출력된다 이 값에 임계값0~1 .

을 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크면 작으면(threshold) 0.5 0.5 1, 0

인 이진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변환된 값의 의미는 은. 0

유각기를 나타내고 은 입각기를 나타낸다1 .

데이터의 획득 장치 및 방법2.

신경망의 학습 및 검증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

이터 집합이 필요하다 이 두 데이터는 모두 입력과 목표.

출력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보행 중의 센서 출력 데이터는 외골격

로봇 과 포스플레이트 를 이용하여 측ROBIN-H1 (force plate)

정하였다.

입력 데이터를 위해서는 의 보행 중 개의 관ROBIN-H1 4

절의 각도 및 각속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은 뇌. ROBIN-H1

졸중 편마비 환자를 위해 개발 중인 외골격 로봇이다.

은 그림 와 같이 양쪽에 고관절과 무릎관절 부ROBIN-H1 2

위에 전동기로 구성 된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4 .

에는 정상인이 착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마찰ROBIN-H1

력을 보상해주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부착된 센서의.

종류는 골반 자세 추정을 위한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지면반발력 측정을 위한measurement unit), FSR (Force

센서가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관Sensitive Resistors) .

절의 각도 및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절대 엔코더(absolute

는 양쪽 고관절과 무릎관절 부위에 부착되어있다encoder) .

포스플레이트를 통해 획득한 지면 반발력은 목표 출력으

로 활용하였다 사의 와 사의 포스플. zebris FDM1.5 KISTLER

레이트를 이용하여 지면 반발력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지면.

반발력 데이터는 접촉 시 입각기 비접촉 시 유각기로 하여,

목표 값으로 이용하였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보행단계.

분류기에 나오는 출력과 비교하여 보행단계 분류기의 평가

에 활용하였다.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승인을 받아IRB 4

명의 정상인이 을 착용하고 포스플레이트 위를ROBIN-H1

총 번 보행 하였다 각 보행 마다 번의 보행 주기를 가10 . 3 1

지고 하였다 여기서 보행 주기는 한쪽 다리가 땅에 닿는. 1

순간부터 같은 쪽 다리가 다시 땅에 닿는 순간 까지를 말

한다.

데이터 전처리3.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입력과 목표 데이터를 포함하는

학습데이터 집합 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training data set)

같이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입력 데이터로 이용되는.

에서 획득한 로봇의 관절의 각도 및 각속도 데이ROBIN-H1

터는 측정되는 값의 변화폭의 범위가 많이 차이난다 이러.

한 차이는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력 값이 균

일한 범위를 가지도록 정규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정규화는 으로 획득된 보행 주기에 대한 관절의ROBIN-H1

각도 및 각속도 데이터 집합 의 평균값을 으로 하고 표0

준편차는 이 되도록 크기를 조절 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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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피드포워드신경망 신경망(a) (b) Jordan .

Fig. 1. (a) Feed forward neural network (b) Jordan network.

그림 2. ROBIN-H1.

Fig. 2. ROBIN-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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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때 
은 에 포함된 정규화 이전의 입력이고 


가 정규

화 된 값이다 또. 

는 데이터 집합의 평균, 
는 데이터

집합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규화 된 값은. –

사이의 크기를 가진 데이터로 나타난다 하지만 입력3 ~ 3 .

으로 정해진 이전 상태 값은 의 크기를 가지므로 자세0~1

정보도 의 크기를 가질 수 있도록 크기를 변환하는0 ~ 1

단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규화 된 값. 

를 의 범위를0~1

가진 ′
로 바꾸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




max


min



 

min
(4)

이때 
max

, 
min

으로 정의하여 이용하였다 이렇.

게 신경망에 미치는 영향을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모든

전처리과정을 거치면 입력데이터는 모두 의 범위의 값0~1

을 가지도록 하였다.

포스플레이트에서 측정한 지면 반발력 데이터도 전처리

과정을 거쳐 목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측정된 지면 반발.

력이 이상이면 입각기를 의미하는 아니면 유각기0.5 Kg 1,

를 의미하는 으로 정의 하여 이용하였다0 .

로봇과 포스플레이트의 데이터는 의 주기로 값을10ms

획득하였기 때문에 신경망의 출력 값도 의 주기로 출10ms

력된다 짧은 주기로 입각기와 유각기 두 가지로 분류되는.

출력으로는 이전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적 뉴런에 이전 출력 값 

를 이용하지 않고 더 많은

기간 동안의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동적 뉴런의 입력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이용하였다.














⋯










  






(5)

는 현재 시점을 나타낸다t . 

은 한 단계 이전 시점에

분류된 출력 값을 나타낸다 식 와 같이. (5) 개의 이전 시

점을 평균 내면 더 많은 시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런 방법을 통해 신경망을 로봇에 적합하게 변형하여Jordan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값을 정하기 위해 까지. N 1~30

값을 변경하면서 보행단계 분류기의 성능을 확인하여 최적

의 결과가 나오는 으로 설정하였다20 .

신경망 학습4.

학습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켰다 학습.

률은 로 하였고 학습 횟수의 경우 회 까지 학0.1 1~100,000

습을 진행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을 했다.

오차율 

는 보행단계분류기를 통해 나온 보행단계와

포스플레이트에서 얻은 보행단계를 비교 하여 얻은 오차의

수 

을 데이터의 수 


으로 나누어 식 과 같이 구했다(6) .











× (6)

이와 같이 구한 오차율을 학습 횟수에 따라 위의 그림 와4

같이 비교 하였다 번 학습 시켰을 때 오차가 가장 낮. 3000

았다 번 미만의 경우에서는 학습데이터 오차율과 검증. 3000

데이터 오차율이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학습이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번 초과의 경우에는 학습데. 3000

이터 오차율은 낮아지지만 검증데이터 오차율을 커지는,

의 형태를 보였다Over-fitting .

결과III.

실험의 구성1.

순환형 신경망이 보행단계분류에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드 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한 보행단계 분류기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순환형 신경망을 이용한 보행단계 분류.

기는 그림 와5 같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 전처리 과정을 거

친 후 보행단계 분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피드 포워드.

그림 3. 학습데이터집합.

Fig. 3. Training data set.

그림 4. 학습횟수에따른오차율.

Fig. 4. Error rate depending on iteration number.

그림 5. 제안된보행단계분류기의순서도.

Fig. 5. Flow chart of proposed the gait phase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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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의 구조는 되먹임 구조를 가지는 동적 뉴런을 제외하

였고 은닉층과 출력층은 순환형 신경망과 구성을 같게 하,

였다 학습 알고리즘도 같은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

고 학습 횟수 역시 순환형 신경망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

였다 실험에 이용될 데이터는 명의 실험자에게 얻은 동일. 4

한 데이터 중 학습에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입력데이터는 로봇 관절의 각도 및 각속도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성능 검증을 위한 데이터는 포스. 플레이트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전 처리 과정과 동일하게 가공하여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분석 방법2.

실험 결과는 그림 과 같이 발생하는 세 가지 유형의 오6

차를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오차 은 실제 보행단계 보다 늦게 변화가 인식 되는 경1

우이다 오차 는 실제 보행단계 보다 빠르게 인식 되는 경. 2

우이다 세 번째는 보행단계 중간에 오 분류가 일어나는 경.

우이다 이런 오류들을 로봇 제어에 이용 하게 되면 번. 1, 2

문제는 로봇에 동작 시점에 관한 오류를 불러오게 된다 오.

차 의 경우 현재 상태를 완전히 오 분류 한 것이다3 .

번 문제의 분석은 시점과 시점을1,2 Heel Strike Toe Off

검증 데이터와 분류기의 출력과 비교해 차이 나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번 문제는 오분류 된 구간의 수를 세서 분석. 3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오차율을 비교하였다. .

실험 결과3.

두 가지 분류기의 상세한 성능 비교는 표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비교 대상인 성능으로는 의 시. Heel Strike, Toe Off

점 차이와 오차율을 이용하였다 실험자 마다 진행한 번. 10

의 보행에 관한 결과 값을 평균을 내서 표에 기록 하였고

전체의 평균도 구하여 기록하였다 오차 은 두 분류기다. 3

나타나지 않아 따로 표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림 에 포스 플레이트를 통해 생성한 검증 값과 순환7

형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기와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기의 출력 값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전체.

실험 중 평균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실험자 의4 8

번째 보행데이터를 선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시점. Toe Off

은 두 가지 분류기 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의 경우에서는 피드포워드 신. Heel Strike

경망을 이용한 분류기가 오차 유형의 오 분류가 일어난2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오차율의비교.

Table 1. Compare of error rate.

기존 방식 제안된 분류기

실험자 1 10.75 % 4.15 %

실험자 2 9.95 % 4.48 %

실험자 3 6.27 % 3.42 %

실험자 4 8.59 % 2.96 %

평균 8.89 % 3.75 %

그림 7. 보행단계분류결과 실험자 의 번째보행데이터( 4 8 ).

Fig. 7. The result of gait phase classification.

그림 6. 오차의종류.

Fig. 6. Kind of error.

표 2. 시점차이비교Heel Strike .

Table 2. Compare of difference in Heel Strike time.

기존 방식 제시 방식

실험자 1 0.158 s 0.052 s

실험자 2 0.122 s 0.031 s

실험자 3 0.064 s 0.032 s

실험자 4 0.142 s 0.029 s

평균 0.122 s 0.03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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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점차이비교Toe Off .

Table 3. Compare of difference in Toe Off time.

기존 방식 제시 방식

실험자 1 0.076 s 0.053 s

실험자 2 0.060 s 0.055 s

실험자 3 0.073 s 0.034 s

실험자 4 0.043 s 0.034 s

평균 0.063 s 0.044 s

표 에서 의 시점차이를 비교 하여보면 피드포3 Toe Off

워드 신경망 방식은 순환형 신경망 방식은0.063 s, 0.044 s

로 두 분류기 모두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표 에. 2

서 순환형 신경망 방식이 시점을 보다 잘 찾아Heel Strike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기는 시점이 검증 데이터와 의 오차를 보Heel Strike 0.122s

였으나 순환형 신경망 방식에서는 의 오차를 나타내0.036s

었다 표 을 이용하여 오차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순환. 1

형 신경망 방식이 피드포워드 방식보다 약 정도 전체5%

오차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하였다.

고찰IV.

두 가지 보행단계 분류기를 비교 해본 결과 순환형 신경

망을 이용한 분류기가 대부분의 성능이 좋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안된 분류기가 시점의. Heel Strike

오차를 기존 분류기 보다 정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1/4

다 이로 인해 동적시스템을 고려한 분류기가 보행단계 분.

류에 강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분류기 모두 첫걸음에서 시점에서는Toe Off

많은 오차 발생했다 이와 같이 오차 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첫 걸음과 나머지 걸음의 관절 각도와 각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나머지 걸음과는 다르게 첫걸음의.

관절 각도 및 각속도가 뒤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치우친 입력 데이터로 인해 출력 값 역시 뒤로 치우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 개선에는.

순환형 신경망이 좋은 성능을 나타냈지만 입력 데이터의 형

태가 다른 형태를 가지면 오분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순환형 신경망을 이용한 보행단계 분류기

를 제안하였다 동적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는 보행 데이터.

를 위하여 되먹임 구조를 가지는 순환형 신경망을 이용하

여 분류기를 구성하였다 성능을 확인하기 피드포워드 신경.

망을 이용한 분류기와 제안된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데이터 위하여 명의 실험자로부터 번의 보행데이터를4 10

획득하여 실험한 결과 제안된 분류기가 오차율은 정도5%

가 개선됨을 보였다 특히 시점의 일치에서 피드. Heel Strike

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기 보다 정확한 성능을 보였

다 시점 변화를 제어에 중요한 정보로 이용하는 로봇의 경.

우 제안된 분류기를 이용하면 더 좋은 제어성능을 보일 것

이다 향후 연구 계획은 첫 걸음에서 발생한 오차의 해결방.

안에 대한 연구와 다른 센서를 이용한 보행단계의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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