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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3축 가속도와 3축 각속도 센서로 구성된 관성 측정 장치(IMU)와 압력센서가 내장되어있

는 스마트 인솔을 착용하여 얻어진 보행 데이터를 통해 보폭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압력센서를 

활용하여 한 걸음 주기로 나눈 뒤 나누어진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 데이터를 LSTM과 Attention 계층을 결

합한 딥러닝 모델에 학습하여 보폭 추정을 시행하였다. LSTM-Attention 모델은 기존 LSTM 모델보다 약 

1.14%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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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하지 관절과 근육을 포함한 

근골격계 기능뿐만 아니라 전정 기능, 인지 기능과 같은 신경계 관련 

기능의 협동이 필요하므로 보행에 관여하는 여러 기능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행 운동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1].

따라서 보행 분석을 통해 뇌졸중, 파킨슨병, 당뇨성 족부궤양 등 

보행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 이후 신체적인 재활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2년 현재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에 이르렀고, 비교적 근력이나 관절이 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보행 분석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II. Stride Length Estimation Method 

1. Data Collection & Preprocessing

3축 가속도와 3축 각속도 센서로 구성된 관성 측정 장치(IMU)와 

4개의 압력센서가 내장되어있는 스마트 인솔을 착용하고 트레드밀 

위를 보행하여 센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0.01초 단위(100Hz)로 측정되었고, 압력센서를 활용하

여 걸음을 주기별로 나눈 뒤,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 데이터에 최소-최대 

정규화를 실시하여 얻어진 총 3784걸음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80%, 검증 데이터 20%의 비율로 나누어 학습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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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STM-Attention Architecture

Fig. 1. Architecture Overview

학습 모델은 오래된 입력의 정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LSTM 

모델[2]과 입력 데이터의 어떤 정보가 보폭을 추정하는 과정에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지 계산하는 Attention 계층[3]을 결합하여 

걸음별 특징을 추출하고, 밑단에 추가로 완전연결 계층을 덧붙여 

최종적인 보폭을 추정하였다.

완전연결 계층에서의 활성화 함수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eLU 함수를 사용했으며, 학습률은 0.001, 손실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MSE)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20번의 학습 횟수(Epoch) 동안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숫값이 줄어들지 않으면 학습을 종료하는 Early Stopping 기법을 

적용하여 과적합을 방지하였다.

3. Result

보폭 추정의 평가 지표로 사용한 수식[4]은 다음과 같다.

  
 
  








  

 

은 Batch의 크기, 
 은 번째 보폭의 실제값, 

 는 

번째 보폭의 예측값을 의미한다.

Model Error(%)

LSTM 5.36%

LSTM-Attention 4.22%

Table 1. Evaluation Result 

LSTM은 평가 지표에 따라 실제 보폭과 비교하여 평균 5.36%의 

차이를 보였고, LSTM-Attention은 평균 4.22%의 차이를 보여 

Attention 계층이 보폭 추정에 있어 기존보다 약 1.14%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III. Conclusions

스마트 인솔을 통해 얻은 가속도, 각속도 센서 데이터를 LSTM과 

Attention 계층을 결합한 네트워크 구조에 입력하여 보폭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에는 데이터 레이블링이 필요하지 않은 비지

도 학습 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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