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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cross-sectional study is to analyze the gait cycle of the elderly by dividing the gait cycle
into four phases and extracting the weighting of eight muscles activities in each phases.
Methods: Six elderly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measured muscle activities via electromyography during ambulation.
After 20 gait cycles was determined, considering the signal noise and artifact, the weighting of the muscle activities in the
four phases of gait cycle were analyzed via an autoencoder, which was an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
Result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muscle group in each phase of the gait cycle were found and, based
on these results, a principle of rehabilitation exercise for the elderly’s gait ability was proposed. Among the four phases of
the gait cycle, one phase,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high weighting of the ankle dorsiflexor, the lowest correlation (r=0.097)
compared with the other phases between participants in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Conclusion: The high variability of a specific gait phase was associated with the falling risk, I proposed the importance of
open-kinetic chain exercise to improve the lower extremity muscle coordination. Future studies should be designed to examine
the clinical effects of exercise applying the proposed principle and usefulness of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as an evaluation
tool of the elderly’s gai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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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금까지 비감독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근육 활성도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상 성인의 보행을 초기 입각기부터 유

노인에게 보행 능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동시에 노화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

각기까지 4개 또는 5개로 단계화 시키고 각 단계별 근육 활
성도의 기여치를 제시해 왔다[18-20].

지게 퇴화하는 신체 기능 중 하나이다[1]. 다수의 연구에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 시 하지 8

보행 능력과 관련된 노화 현상으로는 인지 및 감각기능 감소

개 근육(대퇴직근, 장내전근, 내측광근, 전경골근, 대둔근, 반

와 근력 약화 등을 보고하였으며[2-4], 이러한 노화 현상으

건양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활성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

로 인해 서서히 변해가는 노인의 보행 양상(gait pattern)은

으로 비감독 분석기법을 통해 보행 단계별 각 근육 활성도의

균형 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기여치를 추출하여 노인체육 분야에서 노인의 보행 능력 향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5].

상에 필요한 근육 협응 운동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노인체육 분야에서 노인의 보행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대표

대상 및 방법

적으로 분석하는 지표 중 하나는 근육 활성도(Electromyography,
EMG)이다. 노인의 보행 시 근육 활성도를 관찰하고 건강한
젊은 성인과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1. 연구 대상자

노인과 젊은 성인의 근육 활성도의 크기, 활성 시점과 순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의 차이를 보고하였다[6,7]. 나아가, 컴퓨터 과학 및 데이터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실험 수

분석 기법의 발전에 따라 근육 활성도를 단편적으로 비교하

행에 영향을 주는 근골격계 및 신경학적 질환이 없었으며 실

기보다 다양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험 전 참여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였

근육 활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8-10].

고 모든 대상자는 본 연구의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연

특히 보행과 같이 다수의 근육을 동시에 조절하는 인간의
복잡한 운동조절 능력에 관해, Bersntein (1967) [11]은 인간의

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2018-0127)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뇌가 복잡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다수의 근육을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소수의 운동조절 신호만

2. 실험절차

으로 근육을 그룹화하여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것이라

모든 대상자는 실험 시작 후 자연스러운 보행을 수행하기

는 근육 협응(muscle coordination) 이론을 제시하였다[12].

위해 측정하기 전 5분간 편안하게 걸었다. 5분 후, 각 대상

이와 같은 이론이 제시된 이후, 근육 협응 이론을 바탕으로 근

자는 평가자의 신호가 주어지면 편안한 속도로 지면 위에 부

육 활성도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비음수행렬[13]을 시작으로

착된 5 m의 직선 스티커를 따라 걸었으며, 5 m를 걷고 도착

주요성분분석[14], 독립성분분석[15], 요인분석[16], 오토인코

지점에서 다시 돌아서서 출발지점까지 동일하게 걸어 돌아

더(autoencoder) [17] 등 다양한 비감독 기계학습(unsupervised

왔다. 이와 같은 왕복 직선 보행을 총 2회 수행하였다.

machine learning) 분석기법이 제안되었다.
비감독 기계학습 기법은 하위 종류와 종류별 원리가 다양

3. 근전도 분석(electromyography, EMG)

하지만 모든 종류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개념은 정의되지 않

근육활성도 신호는 무선 근전도 장치(Noraxon Inc, USA)

은 입력 데이터의 특징(features) 또는 패턴(patterns)을 추출

를 대상자의 오른쪽 우세 다리 8개 하지 근육(대퇴직근, 장

하는 알고리즘으로서 고차원(high dimensionality)의 입력 데

내전근, 내측광근, 전경골근, 대둔근, 반건양근, 대퇴이두근,

이터를 저차원의 하위공간(lower dimensional subspace)으로

비복근)에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1500 Hz로 수집되었다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즉, 생체역학 분야에서 비감독

(Figure 1). 근육 부착 부위는 SENIAM을 참고하여 Table 1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근육 활성도 분석을 통하여 고차원

과 같이 부착하였다[21]. 피부 저항을 줄이기 위해 근전도

으로 구성된 보행 중 수집한 근육 활성 데이터 값을 저차원

기기를 부착하기 전 피부를 알코올로 닦고 필요 시 제모를

형태로 단계(phase)화시키고, 이 때 각 단계마다 각 근육의

시행했다. 측정 후 신호는 10-500 Hz band-pass filter로 필터

활성도가 부여하는 기여치(weighting)를 추출하여 보행의 단

링하였으며 이후 나온 데이터 값을 정류(rectification)하였다.

계마다 개별 근육의 기여도를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

마지막으로 대상자마다 각 근육의 최대 근육 활성도를 기준

46 Korean J Clin Geri 2022;23(1):44-50
으로 모든 근육을 0-1사이로 정규화시켰다.

5. 통계분석
대상자마다 추출한 보행 주기 내 단계별 근육 활성도의 기

4. 비감독 기계학습 분석(analysis of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여치를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leation) 분석을 통해 대상
자 간 단계별 근육활성도 기여치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23].

대상자별로 보행 중 수집된 필터링과 정규화시킨 근육 활

결

성도 신호 중 잡음 없이 측정된 20개의 연속된 보행 주기(발

과

뒤꿈치 닿기 시작부터 다음 발뒤꿈치 닿기까지)를 선정하여
[22] Figure 2와 같이 20개의 보행주기 데이터를 서로 일렬
로 연결시킨(concatenation)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
여 오토인코더(autoencoder) 기법을 매틀랩(matlab) 프로그램

1. 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노인(age: 71.33±3.32)의 신체 특
성은 Table 2와 같았다.

으로 시행했으며, 대상자마다 입각기부터 유각기까지 보행
주기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각 근

2. 보행주기 단계별 특징 및 근육활성도 기여치

육 활성도의 기여치를 추출하였다[14]. 4개의 보행 단계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대상자마다 각각의 보행주기 단계

오토인코더로 모든 근육 활성 기여도를 추출 후 그 특징을

별 근육활성도 기여치를 추출한 결과, Figure 3과 같았다. 각

고려하여 단계별로 정의하였다.

각의 대상자마다 추출된 보행 주기 단계별 기여도(Figure 3)
와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Figure 4)를 살펴본 결과, 보
행 주기 4개의 단계(Phase)마다 근육 활성도 기여도에 특징
적인 양상이 있었다.
첫 번째 단계(Phase 1)는 무릎 폄 근육(대퇴직근, 내측광
근)의 기여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두 번째 단계(Phase 2)
는 발바닥 굽힘근(비복근)의 기여도가 높았고, 세 번째 단계
(Phase 3)는 발목 굽힘근(전경골근)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네
번째 단계(Phase 4)는 무릎 굽힘근(반건양근, 대퇴이두근)의
기여도가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오른쪽 우세 다리를 기준으로 Phase 1은
보행단계 중 입각기 초기(발꿈치 닿기-중간 디딤기), Phase 2
는 입각기 중-후기(중간 디딤기-발가락 떼기), Phase 3는 유
각기 초-중기(초기 흔듦기-중간 흔듦기), Phase 4는 유각기

Figure 1. EMG electrode locations of 8 muscles. ADL, adductor

longus; BFM, biceps femoris; GC, gastrocnemius; GM, gluteus
maximus; RF, rectus femoris; ST, semitendinosus; TA, tibialis anterior; VM, vastus medialis.

후기(중간 흔듦기-후기 흔듦기)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 EMG sensor location on individual muscles

Muscles

EMG sensor location

Rectus femoris (RF)
Adductor longus (ADL)
Vastus medialis (VM)

50% on the line from the anterior spina iliaca superior to the superior part of the patella
3/4 inches distal to pubic tubercle over the bulk of the adductor muscles
80% on the line between the anterior spina iliaca superior and the joint space in front of the anterior
border of the medial ligament
1/3 on the line between the tip of the fibula and the tip of the medial malleolus
50% on the line between the sacral vertebrae and the greater trochanter
50% on the line between the ischial tuberosity and the lateral epicondyle of the tibia
50% on the line between the ischial tuberosity and the medial epycondyle of the tibia
The most prominent bulge of the muscle

Tibialis anterior (TA)
Gluteus maximus (GM)
Biceps femoris (BFM)
Semitendinosus (ST)
Gastrocnemius (GC)

이재혁: 노인의 보행 시 근육 활성도의 비감독 기계학습 분석 및 노인체육학적 재활운동 원리에 대한 제언 47

Figure 2. Examples of the concatenated 20 gait cycles as an input data for autoencoder algorithm.
Table 2.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먼저 오토인코더 비감독 기계학습 분석기법을 통해 보행

Study

Sex

Age (years) Weight (kg) Height (cm)

주기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근육별 기여도를 살펴본

Pt. 1
Pt. 2
Pt. 3
Pt. 4
Pt. 5
Pt. 6
Mean (Std.)

F
M
F
F
M
F
N/A

69
57
155
72
63
162
70
58
152
74
56
148
67
67
166
76
50
149
71.33 (3.32) 58.50 (5.89) 155.33 (7.27)

결과, 단계마다 뚜렷하게 기여도가 증가하는 근육군을 관찰

Std., standard deviation; F, female; M, male.

할 수 있었다. Phase 1은 무릎 폄 근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며, Phase 2는 발바닥 굽힘근, Phase 3는 발목 굽힘근,
Phase 4는 무릎 굽힘근이 특징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각 대상자 별 기여도에 대한 유사성을 분석한 결
과, Phase 2, 4, 1, 3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비감독 기계학습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보행주기를 4단계
로 나누어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행 주기 단계마다

3. 단계별 근육활성도 기여치의 대상자 간 유사성

근육 활성의 기여가 특징적으로 발현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동일 단계의 근육활성도 기

의 결과와 일치했다[24]. 무릎 폄 근육군의 기여도가 뚜렷한

여치에 대한 대상자 간 유사성을 서로 분석한 결과 Table 3

Phase 1은 보행 입각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반대쪽 다리가

과 같이 나왔다. Phase 2에서 대상자 간 근육활성도 가중치

유각기로 접어들어 한 다리 서기 동작이 나타나 보행 중 균

의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r=0.618), Phase 4 (r=0.447),

형 능력을 요구하는 단계이며, 발바닥 굽힘근의 기여도가 뚜

Phase 1 (r=0.335), Phase 3 (r=0.097) 순으로 유사성이 높

렷한 Phase 2는 입각기의 끝과 유각기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게 나왔다.

보행 중 추진 능력과 관련된 단계이고, 발목 굽힘근이 뚜렷
한 Phase 3는 유각기 초기에 지면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안

논

의

정적인 보행과 관련된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무릎 굽힘근의
기여도가 뚜렷한 Phase 4는 유각기 마지막이자 다시 입각기

본 연구는 노인의 낙상과 관련이 깊은 보행 양상의 변화
에 대한 노인체육학적 전문 재활운동법을 제언하기 위해 노
인의 보행 시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고 보행 주기 단계별 각
근육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면에 발이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단
계라고 볼 수 있다.
대상자 간 기여도의 유사성 분석은 대상자마다 보인 기여
도의 특징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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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weightings of eight

muscle activities per gait phase in
each participant. x-axis of each bar
graph means each gait phase. Bars
of each phase indicates eight muscles as the following order (left to
right): rectus femoris, adductor
longus, vastus medialis, tibialis anterior, gluteus maximus, biceps
femoris, semitendinosus, gastrocnemius.

Figure 4. The averaged weighting

of eight muscle activities per gait
phase in all participants. ADL,
adductor longus; BFM, biceps femoris; GC, gastrocnemius; GM, gluteus maximus; RF, rectus femoris; ST, semitendinosus; TA, tibialis anterior; VM, vastus medialis.

표인데[25], 보행의 추진능력과 관련이 깊은 Phase 2는 상대

성 기여도에 대한 개인간 가변성(inter-subject variability)이

적으로 대상자 간 유사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r=0.618). 그

상대적으로 입각기에 비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본 연

러나 이후 유각기의 시작(Phase 1)과 중간(Phase 3), 그리고

구에서 이러한 개인간 가변성이 노인의 낙상과 관련이 있음

끝(Phase 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사성을 보였으며(각각

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유각기에서 나타난 개인간 높은 가

r=0.335, 0.097, 0.447), 이는 유각기 동안 발현되는 근육 활

변성을 유각기 동안 발현되는 노인 개개인의 고유 근육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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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imilarity of weighting of muscle activities
between participants

Participants

Phase 1

Pt. 1ㆍPt. 2
Pt. 1ㆍPt. 3
Pt. 1ㆍPt. 4
Pt. 1ㆍPt. 5
Pt. 1ㆍPt. 6
Pt. 2ㆍPt. 3
Pt. 2ㆍPt. 4
Pt. 2ㆍPt. 5
Pt. 2ㆍPt. 6
Pt. 3ㆍPt. 4
Pt. 3ㆍPt. 5
Pt. 3ㆍPt. 6
Pt. 4ㆍPt. 5
Pt. 4ㆍPt. 6
Pt. 5ㆍPt. 6
Mean (Std.)

−0.071
0.553
−0.322
0.171
−0.008
−0.016
0.306
0.575
0.730*
−0.082
0.454
0.366
−0.380
0.274
0.655
0.213
(0.349)

Phase 2

Phase 3

Phase 4

0.608
0.967*
0.626
0.670
0.891*
0.597
0.170
0.783*
0.586
0.636
0.634
0.823*
0.448
0.657
0.723*
0.654
(0.187)

−0.061
0.413
0.631
0.002
−0.142
0.596
−0.056
0.031
0.391
0.623
−0.609
0.532
−0.523
0.153
−0.519
0.097
(0.428)

0.349
0.632
0.892*
0.577
0.762*
−0.170
0.566
0.562
0.183
0.434
0.200
0.767*
0.626
0.664
0.205
0.483
(0.282)

Values were expressed by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 correlation was used for analysis.
Pt., participant.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P＜.05.

던 문헌조사 연구에서[26] 국내 노인 무도 운동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극권이 노인 균형 능력에 효과적이라는 다수
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태극권 동작과 같
이 하지를 들어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조절하는 세밀한 열린사
슬 운동이 노인의 균형 능력 증진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요가 동작 중 나무자세 동작과 같이 한쪽
하지 안쪽면을 따라 다리를 반대쪽 하지 발 뒤꿈치를 긁어 올
리는 동작 역시 선행연구에서 증명한대로 균형 능력과 협응능
력 증진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27].
또한 이러한 열린사슬 운동은 균형 능력 또는 체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서있는 자세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도 앉거나 누
운 자세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어 운동으로 자주 사용되는 브릿지 운동 동작을
수행하면서 한 다리를 들고 굽히는 동작은 기존에 밝혀진 바와
같이, 체간의 코어 근육강화[28]뿐만 아니라 들어올린 다리에
섬세한 열린사슬 운동을 유도하여 근육 협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동의 난이도를 높이는 동시에 노인의
균형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력[29]까지 함께 개
선할 수 있도록 운동 동작을 이중과제(dual-task) 형태로 지도하
여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 다양하고 공통된 근육 활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석했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기 제언한 운동의 원리를 참고

을 때, 향후 연구에서는 유각기의 노인 개인별 고유 근육 활

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제작하고 Phase 3 근육 활성도 가중치

성이 낙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의 대상자 간 높은 가변성이 실제 줄어드는지에 대해 검증함

위와 같은 해석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낙상이 높은 노인의 경

으로써 임상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감독 기계학습 분석법을 통

우 생체역학적으로 유각기에서 개인내 가변성(intra-subject vari-

한 노인 보행능력과 낙상에 대한 안정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ability)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5], 본 연구에

도 함께 검증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비감

서 개인간 가변성이 높았던 이유를 개인내 가변성에 의한 영향

독 기계학습 분석이라는 기존의 분석에서 다루지 않은 방식을

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개인간 가변성이

사용하여 근육 협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노인 보행을 관찰

가장 높게 나타난 Phase 3가 유각기 중간단계이자 지면 장애물

하였으나, 비교적 적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

에 걸리지 않도록 발을 들어올리는 단계라는 점에서 임상적 측

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이 있으며 근육 활성

면에서 노인 보행훈련 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도 가중치에 대한 현상만을 관찰하고 운동법을 제안했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결과와 해석을 토대로 본 저자는 노인의

에서 후속 연구를 통한 확실한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다.

안전한 이동 및 일상생활과 낙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장애물 회피와 관련된 근육 협응 능력을 높일 수

결

론

있는 노인체육 및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보행 시 근육 활성도를 오토인코더 비

특히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Phase 3는 열린사슬 운동(open

감독 기계학습 분석기법을 통해 보행주기 단계 중 발바닥 굽

kinetic chain)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힘근의 기여가 뚜렷한 단계에서 근육활성의 가변성과 낙상

효과적인 근육 협응 운동은 지면에서 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

위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

지 근육(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세밀하게 사용하도록

로 노인체육학적 운동원리에 대해 제언하였다. 따라서 후속

하는 운동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저자가 선행했

연구에서는 제언한 운동원리를 기반으로 제작한 운동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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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중재 후 임상적 효과와, 더불어 근육 활성도 분석에 오
토인코더의 유용성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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