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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올바른 보행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걸음걸이 관리를 위한 시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걸음걸이 측정 방법과 

기술개발에 집중했지만, 사용자의 만족도, 행동변화 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걸음걸이 형태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사용자가 걸음걸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올바른 걸음걸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주고 걸음걸이가 교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gait is an important part of healthy life. In 

this study, we design a visual feedback system 

for gait management. Previous studies are 

primarily focused on technology to accurately 

measure walking. Therefore, we suggest a 

system to monitor gait in real-time and provide 

visual feedback information. System structure 

involves wearable device and Smartphone 

application. The goal of our study is to increase 

motivation and help to correct the gait for use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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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잘못된 보행 자세는 척추, 관절, 골반 등의 신체 

불균형을 가져온다. 비정상적인 보행이 지속 될 경우 

각종 신경계를 압박하여 척추질환을 유발하거나[1] 

골반, 무릎관절의 뒤틀림을 가져오기도 한다. [2] 

걸음걸이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심리·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상과 성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3] 

기존의 걸음걸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여러 대의 카메라 장비와 EMG 트랜스 

미터, 압력 측정 플랫폼을 활용하여 걸음걸이를 

분석하기도 하며[4]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걸음걸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신체 부위에 센서나 디바이스를 

장착하여 움직임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주로 측정되는 신체부위는 허벅지, 

종아리, 발목, 손목 등인데 연구에 따라서 허리나 

머리에 장비를 착용하기도 한다.[5] 또는 지면과 같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매트에 센서를 장착하여 

걸음걸이를 측정하기도 한다[6] 연구목적에 따라서 

걸음걸이 유형을 분류하거나 잘못된 걸음걸이를 

인식하여 교정해준다. 

대부분의 걸음걸이 연구의 최종목적은 의학적인 치료 

또는 건강과 관련이 있다. 정량적인 걸음걸이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병원이나 실험실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걸음걸이 분석 연구들은 크게 2개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는 고가의 실험 장비이다. 압력센서 카펫, 

가속도계 등 신체에 부착하는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많은 어시스트 장비가 포함되어 비용이 증가한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실험자의 평상시 걸음걸이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과는 다른 통제된 환경이고 여러 장비를 

착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7]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 대안적인 분석의 

필요성으로 장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발 안창에 센서나 장비를 

부착하여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비용이 감소하고 휴대와 착용감이 다른 장비에 

비해 간편하기 때문이다.[8][9] 

최근에는 웨어러블 컴퓨팅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과 실시간으로 걸음걸이를 측정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4-12] 신발 

밑창이나 신발에 직접 센서를 장착하고 무선통신이나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사용자는 분석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드백 받는다. 

피드백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각과 

시각, 진동의 자극으로 피드백을 제공한 연구도 

있고[10] 발바닥의 압력분포를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7] 재미를 더하기 위해 걸음걸이 

상태를 캐릭터의 표정으로서 피드백을 주는 연구도 

있었다.[11] 

그동안 걸음걸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어떻게 

걸음걸이를 측정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에 집중 

해왔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높일 수 있는 정보의 시각화와 피드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걸음걸이를 

변화하도록 동기부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쉽고 재미있는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현재 걸음 상태를 정확히 측정한다. 둘째,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셋째, 사용자가 스스로 걸음걸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비정상적인 보행의 형태 중, 안장걸음(toe 

in walking)과 팔자걸음(toe out walking)을 중심으로 

걸음걸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걸음걸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그림 1]. 

 

2-1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걸음걸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착용이 가능한 신발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미니 아두이노(arduino)을 사용하여 무게와 

크기를 줄였다. 가속도센서, 자이로센서, 압력센서, 

블루투스가 장착되었다.  

2-2 정상보행과 비정상보행 

 우리는 안장걸음과 팔자걸음을 비정상 보행으로 

구분하였다. 보행자의 걸음걸이가 안장걸음인지 

팔자걸음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아래 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Dieter[12]는 정상걸음과 안장걸음, 팔자걸음을 

발바닥의 압력차이와 각도로 구별하였다. 발바닥을 

9부위로 나누어 압력센서를 부착한 후 걸음을 걸었을 

때(정상, 안장, 팔자 걸음)압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그림 2]의 (A)이다.  

9 개 부위 중 7 곳에서 압력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미니 아두이노를 사용했기 때문에 7개 부위를 

축소하여 5 곳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였다. 5 개 

압력센서의 위치는 [그림 2]의 (B)와 같다.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정상걸음과 

비정상걸음의 각도를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정상걸음, 

안장거음, 팔자걸음을 구분하는 각도 역시 Dieter 의 

연구에서 착안하였다.[표 1] 

 

또한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2-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걸음걸이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걸음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걸음걸이 안장걸음 정상걸음 팔자걸음 

각도 -19.9 6.9 31.93 

표준편차 6.2 4.3 9.2 

표 1. 3가지 걸음걸이 각도 [12]  

            그림 2. 압력센서 부착부위[12] 

검은색 번호= 압력변화 없음 ; 빨간색 번호 = 

압력변화 있음 ; 파란색 번호 = 본 연구의 센서위치 

그림 1. 시스템 구조 



3. 디바이스 디자인 

3-1 웨어러블 디바이스 

(1) 3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측정하기 위해 3축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며 이를 신발의 안창에 설치하여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발끝이 

15도~20도 이상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 

발끝이 바깥으로 기준치 이상 벌어졌을 경우 

팔자걸음, 안쪽으로 벌어졌을 경우 안장걸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이를 3축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판단한다[그림 3]. 센서의 y-축 

방향을 신발과 평행한 방향이 되도록 설치할 경우, x-

축은 신발과 수직방향이 되며, 걸음을 걸을 때 사용자의 

이동 방향을 x축과 y축의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고, 이 값을 센서의 y-축 방향과 비교함으로써 

사용자의 발이 진행방향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측정 할 수 있다. 

센서가 지면에 평행한 방향에 있다고 가정할 때, y축 

방향의 가속도 값을 AA_Y라 하고, x축 방향의 가속도 

값을 AA_X 라 하면, 진행방향에 대해 발끝이 벌어진 

각도 θ 는  

 

이며, 이고 θ값이 양수일 경우 팔자걸음, 

음수일 경우 안장걸음으로 판단한다.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발을 내딛는 동안에만 값을 측정하여 

상태를 나타내며, 센서가 지면에 평행하지 않을 경우, 

자이로 값을 사용하여 AA_X 및 AA_Y를 구한다. 

 

 

(2) 압력센서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데에 3 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뿐만 아니라 압력센서를 안창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12] 를 활용하여, 걸음걸이가 변화할 

때 압력의 차가 가장 크게 나는 곳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압력센서에서 측정된 압력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걸음걸이 방식을 판단하며 이를 3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통해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블루투스 

3 축 가속도 및 자이로, 압력센서를 이용에 측정된 

사용자의 걸음걸이 방식 및 그 정도에 대한 값을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기기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와의 피드백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실험을 위해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그림 5]이다. 

 

그림 4. 디바이스 센싱 데이터 플로우 

그림 3. 3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 

그림 5.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 



3-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 걸음걸이 교정 프로그램의 목표는 환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환자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전문적인 

실험실에서 걸음걸이 분석데이터를 토대로 치료를 

추천하였을 때 85% 이상이 수용했다는 결과가 있다. [1] 

하지만 전문적인 장비가 없는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데이터의 부족은 교정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걸음걸이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제한된 숫자로 제시한 것 

보다 그래프로 분석하여 주었을 때, 사용자의 정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시각화 작업을 진행했다.[14]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1) 보행 정보의 통계 및 시각화 (2) 보행 자세의 

재현(simulation) 이다. 

 

(1) 보행 정보의 통계 및 시각화 

보행 정보의 통계 및 시각화 화면은 하루, 일주일 

단위의 걸음걸이와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 6]의 원 바깥 선은 걸음걸이를 나타내고, 원의 

안쪽 그래프는 운동량을 나타낸다. 바깥 선의 빨간색상은 

비정상걸음, 초록색은 정상걸음을 나타낸다. 

[그림 7]은 정상걸음과 비정상 걸음의 비율을 일주일 

단위로 나타낸다. 화면 윗부분에 위치한 빨간색 가로 

직선은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걸음 수 이다. 하단의 

숫자는 월요일부터 축적된 정상보행 걸음 수와 비정상 

걸음을 나타낸다. 

(2) 보행자세의 재현(simulation) 

[그림 8]은 실제 모습이 아닌 메타포(Metaphor)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도록 

하였다[15].  

중앙 2줄의 흙 길 은 정상보행의 기준을 나타내고, 흙 

길을 벗어나서 꽃밭을 밟는 모션은 비정상 보행을 

나타낸다. 꽃밭은 밟지 말아야 하는 메타포로서 바르게 

걸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낙엽이 밟히는 소리를 녹음하여 꽃밭이 밟히는 

효과음을 제공하여,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함께 

줌으로써 보다 높은 동기부여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구동 방식은 하루 동안 걸은 총 시간을 

60 걸음(30 초)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K 라는 사람이 하루에 3000 걸음을 걸었다고 

가정한다. 그 중 정상걸음이 500 걸음, 팔자걸음을 

2500걸음을 걸었다. 그럼 K의 보행자세 시뮬레이션은 

흙 길로 걷는 영상(정상걸음)을 10보, 꽃 밭을 밟아 꽃이 

꺾어지는 영상(팔자걸음)을 50보 걷는 영상을 보여준다. 

이미지 위의 숫자는 오늘의 정상걸음 비율과 어제의 

정상걸음 비율로, 어제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을 때 

푸쉬 알림을 준다. 비율과 함께 이모티콘을 제시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림 7. 일주일 걸음걸이 통계 및 시각화 

그림 6. 하루 걸음걸이 통계 및 시각화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보행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설계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시스템은 걸음걸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언제 정상걸음으로 걸었고, 어디서 

비정상 걸음으로 보행했는지 확인이 쉽게 가능하며, 

사용자의 보행 관리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비대칭 보행(양 발의 속도, 각도, 

보폭의 차이가 있는 걸음걸이)이나 발을 끌면서 걸을 

경우 몸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어 예방 

차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뇌성마비나 파킨슨병과 같은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재활과 원격의료의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까지 [그림 1]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구현을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이 완료되었다. 전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자 

만족도, 착용감, 행동변화 등을 측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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