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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method for automated locomotion modes (Level Walking, Stair Ascent, Stair

Descent) detection based on the Radial Basis Function Support Vector Machine (RBF-SVM) for the hip gait assist robot.

The universal hip gait assist robot had a limit in detection of the walking intention of users because of the limited sensors’

quantity. Through the offline training, using MATLAB, we trained the collected gait data of users wearing the hip gait assist

robot and obtained the parameter of the RBF-SVM model. In the online test, using LabVIEW, we developed the algorithm

for the locomotion modes decision of individuals using the optimized parameter of the RBF-SVM. Finally, we executed the

gait test for three terrains through the walking environment’s test platform. As a result, the locomotion modes decision rate

for three terrains was 98.5%, 99%, and 98% respectively. And the decision delay time of algorithm was 0.03 s, 0.03 s, and

0.06 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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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생활 개선 및 재

활 훈련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청소 로봇, 외골격 로봇, 의족

등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 고관절 외골격 로봇은

사람에게 장착시켜서 구동하는 로봇으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개선해주는 데에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다. 상용화된

고관절 보행 보조 외골격 로봇으로는 Honda사의 Walking Assist

Device가 있으며,1 해당 로봇은 평지에서 보행을 할 때 보행자

의 보행 동작을 고려하여 보행 시 허벅지의 근력을 보조해준다.

아직까지는 다양한 환경(계단 오르막, 계단 내리막 등)에 사용하

게 될 경우, 지형 판단 알고리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낙상

등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사용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지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해줘야 하며, 보행 지형 판단 알고리즘의 판단 정

확도가 높아야 한다. 최근에는 센서류(엔코더, 가속도계, 자이로

스코프, Force Sensing Resistor (FSR), Electromyography (EMG)

등)를 활용한 Threshold 기법이나 인공지능 기법 알고리즘을 개

발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Threshold 기법에 따라 보행 환경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개발한 Ankle-Foot Orthosis는 발목 부근에 IMU 센

서를 장착하여 세 지형(LW, SA, SD)의 O-ptimized Threshol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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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행 환경을 판단한다.2 Prosthetic Legs를 개발하는 분야

에서는 Residual Thigh에 EMG 센서를 장착하고, Ground

Reaction Force/Moment를 측정하여 LW, SA, SD, Sit, Stand에

대한 의도 파악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3 IMU 센서 및 인솔 센

서를 통해 Heuristic Threshold Rules를 활용하여 Walking Stride

의 4가지 구간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4 SAMSUNG

에서 개발한 고관절 보행 보조 외골격 로봇은 IMU 센서가 등판

에 장착되어 있으며, Threshold Rule을 통한 Foot Contact

Estimation 활용 및 고관절의 각도를 측정하여 퍼지 추론 시스

템을 사용하여 세 지형에 대해 판단하였다.5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University of Padova에서 재활

로봇에 SVM 머신러닝 기법과 EMG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행

모드를 분류하였다.6 보행 외골격 로봇인 Assistive Device for

Paraplegics (AIDER) 시스템에서는 ZMP와 IMU 센서를 활용하

여 SVM 기법을 통해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고관절 보행 보조 외골격 로봇 플랫폼에 풀바

디 형태의 외골격 로봇 플랫폼보다 적은 수의 센서(모터의 홀센

서, IMU 센서)를 가지고 RBF-SVM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세 지형(평지, 계단 오르막, 계단 내리막)에 대한 판단 알고리즘

을 개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각 지형에 대한 보행

개념 및 SVM의 이론을 설명, 3장에서는 고관절 보행 보조 외

골격 로봇에 대한 설명, 4장에서는 RBF-SVM 트레이닝 관련

설명, 5장에서는 RBF-SVM을 활용하여 구축된 알고리즘 실험

및 결과 내용을 다루며, 마지막 6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토

의와 Future Work를 다룬다.

2. Preliminaries

2.1 Gait Analysis

사람은 대표적인 지형인 평지, 계단 오르막 그리고 계단 내리

막에서 보행을 할 때에 Fig. 1과 같이 보행 동작을 구분 지어 보

행을 한다. 평지에서는 총 7단계의 Gait Cycle로 나뉘어져 있으

며, 한쪽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4단계

인 Stance Phase (Loading Response, MID-Stance, Terminal Stance,

Pre-Swing), 3단계인 Swing Phase (Initial Swing, Mid-Swing,

Terminal-Swing)로 이루어져 있다.8 이때 Loading Response에서

Initial Contact가 일어난다. 계단 오르막에서는 총 5단계로 3단

계(Weight Acceptance, Pull-Up, Forward Continuance)인 Stance

Phase, 2단계(Foot Clearance, Foot Placement)인 Swing Phase가

일어난다. 계단 내리막에서도 3단계(Weight Acceptance, Forward

Continue, Controlled Lowering)인 Stance Phase, 2단계(Leg Pull

Through, Foot Placement)인 Swing Phase로 이루어져 있다.9 이

처럼 계단 오르막 및 내리막에서는 Foot Placement 구간에 Initial

Contact가 일어난다.

인체의 보행은 좌우의 다리를 대칭으로 움직이며, Stance,

Swing Phase를 반복하면서 보행을 한다. 이때 보행의 시작점을

알리는 Initial Contact는 보행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10

2.2 Support Vector Machine (SVM)

SVM은 머신 러닝 기법 중 지도 학습에 해당되며 패턴을 분

류하거나 회귀하는 기법으로 사용된다. 이 중 분류 기법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분류하고자 하는 Support Vectors의 거리 차가

최대가 되도록 Hyper-Plane을 구해야 한다.11 Hyper-Plane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1/-1로 나누어지게 된다. 단순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는 주로 선형 분류 기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데이터 수

가 많아지게 되면, 패턴이 복잡해지게 되어 비선형적인 문제로

고려해야 된다. Radial Basis Function-Support Vector Machine

(RBF-SVM) 기법은 매개변수 C와 Gamma를 조정하여 비선형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

형적인 요소에 특화된 기법을 고려해야하므로 RBF-SVM을 사

용하고자 한다. RBF의 커널 함수는 식(1)과 같다.

(1)

xi, xj는 Input 데이터이며, 는 양의 정수로 RBF 커널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3. Design of Hardware

Hip Gait Assist Robot의 형태는 Fig. 2와 같으며, 양쪽 고관

절에 2개의 60 W BLDC 모터와 기어비가 100 : 1인 하모닉 기

어를 장착하여 사람의 허벅지가 Flexion/Extension 방향으로 움

직일 때마다 토크를 지원하여 보행을 보조해주는 형태이다. 사용

자가 외골격 로봇을 입기 위해 허리 부근에 버클을 장착하였으

며, 보행 시 허벅지가 움직일 때마다 로봇이 따라 움직일 수 있도

록 로봇 링크에 Harness를 장착하였다. 고관절의 Active 자유도는

Fig. 1 Gait cycle at level walking, stair ascent and stair d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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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ittal Plane에서의 Flexion/Extension Motion인 1자유도이며,

보행 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족시키기 위해 Frontal Plane에

서 Abduction/Adduction Mo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Passive 자

유도가 있다. 외골격 로봇의 고관절 Range of Motion (ROM)은

125/-50 Degree for Flexion/Extension이며, 5/-5 Degree for

Abduction/Adduction이다. 모터의 홀 센서를 통해 고관절의

Flexion/Extension 각도를 측정하였으며, IMU 센서는 Initial

Contact 시 발목의 각도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 발목의 복

숭아뼈 밑부분에 부착하여 족관절의 Dorsiflexion/Plantarflexion

각도를 측정하였다. IMU 센서의 Sampling Rate는 100 Hz이다.

모터의 Rated Torque는 16.4 Nm이며, 배터리의 가동 시간은 최

대 2시간, 로봇의 무게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하여 3.5 kg이다.

4. SVM Training and Test Algorithm

SVM Training 및 Test Algorithm은 Fig. 3과 같다. Offline

Training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였고, Online Test에서는

LabVIEW를 통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 SVM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분류하고자 하는 판단율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Real

Time단의 연산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ffline Training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세 지형에 대한 오른쪽/왼쪽 고관절 및 족관절의 각도 데

이터를 수집한 뒤 커브 피팅을 진행하였다.

(2)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Feature Extraction을 통해

SVM 기법의 X1 및 X2축 값을 설정하였다. X1은 각 지형에 대

한 Initial Contact 지점에 대한 족관절 각도이며, X2는 Initial

Contact 지점 시 양쪽 고관절의 각도 차를 나타낸다.

(3) X1, X2의 각도 데이터를 통해 SVM Training을 진행하였

다. 그 뒤, 최적화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Online Test에서는 최적화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RAW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SVM 기법의 Class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여 3가지 지형

에 대해 보행 모드를 판단한다.

4.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사람마다 다리길이, 보폭, 보행 속도 등 보행과 관련된 파라

미터가 다양하다. 기존 보행 분석 분야에서는 각 관절의 각도나

속도 등을 측정하여 사람의 보행을 분석하였다.12

본 논문에서는 성인 남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세 지형

에 대해 Hip Gait Assist Robot을 착용한 상태에서 각각 222,

312, 312 걸음걸이를 하였으며, Sagittal Plane상에서의 오른쪽/

왼쪽 고관절 및 족관절 각도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Sampling Rate는 100 Hz이며, 해당 정보는 다음 식(2)와 같이

명시하였다.

(2)

RH, LH, RA, LA는 각각 오른쪽, 왼쪽 고관절, 오른쪽, 왼쪽

족관절의 각도를 나타낸다.

Fig. 4는 각 지형에 대한 보행의 대표적인 그림이며, 오른쪽

고관절 각도와 왼쪽 고관절 각도가 어느 정도 대칭적인 움직임

을 나타내지만 각도 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

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며, 외골격 로봇

의 보행 알고리즘을 다루는 데에 중요한 인자라고 본다. 또한

보행 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다리를 주된 다리라고 명칭하였으

며, 주된 다리의 고관절 각도가 최댓값을 가질 경우, 보행 시작

점인 Initial Contact 지점이라고 가정하였다.

각 지형의 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지 및 계단 오르막

에서는 Initial Contact 지점에 발뒤꿈치 부분부터 땅에 닿기 때

문에 주된 다리의 고관절 각도는 최댓값을 가지며, 이 시점에서

의 족관절 각도는 Dorsiflexion에서 Plantarflexion으로 바뀌는

지점인 극댓값을 나타낸다. 반면에 계단 내리막에서는 Initial

Contact 지점에서 발 끝부분이 먼저 땅에 닿기 때문에

Plantarflexion 각도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활용하여,

Curve Fitting과 Feature Extraction을 진행하였다.

4.2 Curve Fitting and Feature Extraction

각 센서를 통해 수집된 고관절 및 족관절의 각도 데이터는

시계열에 따른 RAW 데이터로, 비슷한 시간대에서 중복된 각도

Fig. 2 The hip gait assist robot

Fig. 3 Offline training and online tes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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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나타내며, 노이즈 또한 발생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

이터가 많아지게 된다. SVM의 주요 인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집된 각도 데이

터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

게 되면 하드웨어의 성능이 느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MATLAB을 통해 Offline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불필요한 데이터의 수를 줄이고자 커브 피팅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커브 피팅 함수는 3차 보간법인 Pchip 방법

이며, 이를 통해 평지, 계단 오르막, 계단 내리막에 대해 각각

2382, 8107, 7853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해당 데이터

는 지형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험하여 수집된 각도를 배열로 정

리한 값이다.

각 지형에 대한 4개의 변수, 즉 양쪽 고관절 및 족관절 각도

를 이용하여 SVM의 주축인 X1, X2를 설정하였다. X1은 보행

시 내딛는 다리를 기준으로 Initial Contact 지점을 나타내며, 다

음 식(3)과 같이 설정하였다.

(3)

X2는 Initial Contact 지점에서의 양쪽 고관절의 각도 차를 나

타낸다. 

(4)

(5)

Feature Extraction을 통해 도출된 배열 값 X를 RBF-SVM

Training에 사용하였다.

4.3 RBF-SVM Training

SVM의 Binary Classification는 Multi-Class Classification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13 Multi-Class Classification보다 최대 Margin을

계산하는데 있어 용이하여 Class를 분류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SVM의 Binary Classification을

이용하였다. 식(5)를 토대로 평지 vs. 계단 오르막, 계단 오르막

vs. 계단 내리막, 평지 vs. 계단내리막에 대해 각각 503, 688,

629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SVM Training을 하였다.

SVM 기법을 활용하여 훈련하기 위해서는 Decision Boundary-

Condition을 구해야 한다. 이때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하여 Support

Vector와 Hyper-Plane의 최대 거리를 구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

를 다루게 된다. 주어진 훈련 데이터는 (xi, ti), i = 1,...,N이며, 데

이터 xi는 비선형성을 나타내므로 비선형 매핑 함수  : xi  (xi)

를 이용하여 Input Space에서 Feature Space로 변환하였다.

(6)

Subject to ti(<w, (xi)> + b)  1  i, i  0, i = 1,...,N

w와 b는 Hyperplane의 파라미터이다. <w, (xi)>는 내적을 나

타내며, C는 상수이다. i는 Slack Variables이며, ti는 {-1, 1}로

구성된다.

위 식(6)은 Constrained Model로 Margin-Based Loss Function

을 이용하여 Model을 다음 Fig.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Karush-Kuhn-Tucker (KKT)에 근거하여,14 식(7)에 대한 SVM

트레이닝은 다음 Dual Optimization Problem으로 해결할 수 있

다.

(8)

Subject to  

식(8)은 커널 함수 K(xi, xj) = (xi) · (xj)에 식(1)을 대입하여,

가우시안을 이용한 RBF-SVM으로 변환할 수 있다.

t
N

i=1
i

i 0 0  C i  1  N = =

Fig. 4 Example of the collected right hip, left hip, right ankle and left ankle data when wearing the hip gait assist robot on different terrains

(Left: level walking, mid: stair ascent, right: stair d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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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ubject to 

i는 라그랑지 승수이며, i
*를 Dual Optimization Problem의

최적화된 Support Vectors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S는 Support

Vector의 집합이다. 

(10)

식(9)를 트레이닝한 결과, 최적화된 Hyper-Plane의 파라미터

인 w*와 식은 다음 식(11)과 같다. 이때 최적화된 Hyper-Plane을

H*(w*,b*)라고 가정한다.

(11)

Fig. 5는 MATLAB을 통해 RBF-SVM 트레이닝을 한 결과이

며, Kernel Scale (2)과 박스 제약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에

나타나는 Hyper-Plane의 궤적과 Support Vector의 수가 달라지

게 된다. 최적화된 Hyper-Plane, 즉 최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하

여 Kernel Scale (2)을 각각 15.5996, 32.3599, 38.9448 그리고

박스 제약 조건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RBF-SVM 트레이

닝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셋이 Overfitting 일어나지 않도록

교차 검증을 10으로 설정하여 트레이닝시켰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훈련한 결과, 세 지형(평지vs. 계단 오르막, 계단 오르

막 vs. 계단 내리막, 평지 vs. 계단 내리막)에 대한 정확도는 각

각 100, 99.9, 100%로 평균 99.66%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실제

Hip Gait Assist Robot에 적용하고자 정확도가 높은 RBF-SVM

의 파라미터 식(11)을 활용하여 LabVIEW 내 알고리즘으로 구

축하였으며,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외골격 로봇을 착용한 상태

에서 고관절 및 족관절의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Initial Contact

지점을 파악하며, SVM Training의 주요 인자를 선별하여

Binary Classification을 통해 SVM Training을 시킨다. 도출된

최적화된 파라미터(w*,b*,*), 양쪽 고관절 및 족관절 데이터를

통해 Boundary Condition H*{j}, j = {1,2,3}을 계산하게 된다.

도출된 Boundary Condition은 각 지형의 Hyper-Plane과 비교하

게 되며, Hyper-Plane을 기준으로 해당 값이 크면 +1, 작으면 -1

로 판단된다. 즉, 평지일 경우에는 {-1,+1,+1}, 계단오르막에서

는 {+1,+1,+1}, 계단내리막에서는 {+1,-1,-1} 로 구분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보행 환경을 판단한다(Fig. 6).

5. Experiment

5.1 Protocol

세 지형에 대한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을 증명하기 위해

성인 남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Hip Gait Assist Robot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인 남자에 대한 프로토콜은 나

이 31세, 신장 1.73 m, 몸무게 76 kg 이며, 세 지형에 대한 실험

환경은 Fig. 7과 같다. 계단의 총 너비는 0.158 m, 총 높이 0.078 m,

한 계단의 길이는 0.346 m인 보행 환경 플랫폼에서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을 평가하고자 하며, 실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조건을 정의하였다. 

(1) Hip Gait Assist Robot을 착용한 상태에 두 다리는 바로

선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한다. 평지에서 3걸음을 걷고 나서 4개

의 계단을 오르며, 제자리를 돌아 4개의 계단을 내려간 뒤, 제자

리에 선다(Fig. 7).

t
N

i=1
i

i 0 0  C i  1  N = =

Fig. 5 Binary classification plot by the radial basis function-support vector machine (RBF-SVM) (Left: level walking vs. stair ascent, mid: stair

ascent vs. stair descent, right: level walking vs. stair descent)

Table 1 Confusion matrix between estimation class and actual class

Estimation class

LW (%) SA (%) SD (%)

Actual

class

LW 100 0.1 0

SA 0 99.9 0

SD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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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자리를 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도는 멈춰있는 상태

로 가정한다.

(3) 보행 시 주된 다리의 Initial Contact 지점이 바뀔 때마다 보

행 모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족관절의 복숭아뼈 부근에 IMU

센서를 부착한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노이즈 현상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총 10번의 실험을 반복해서 진행하여 알

고리즘의 정확도와 딜레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5.2 Performance Measure

Hip Gait Assist Robot에 적용된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 세 가지 지형에 대한 판단 정확도와 딜레이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자 다음 식(12)와 같은 식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12)

식(12)는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식

으로 전체 보행 데이터 수 대비 정확하게 보행 환경을 판단한

데이터 수로 계산된다. 이때 지형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Hip Gait Assist Robot에 구축되어 있는 버

튼을 이용하여 보행 환경이 바뀌는 구간 및 Initial Contact 지점

을 파악하여 신호를 주었다. 이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알고리즘

으로 보행 환경을 판단한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계산하

였다.

(13)

식(13)을 통해서는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판

단해야 하는 시간과 뒤늦게 판단된 시간과의 오차를 통해 계산

되는 식이다.

5.3 Result

앞서 5.1장인 실험 프로토콜을 통해 보행 환경 플랫폼을 구축

하였으며, 연속된 보행을 하게 될 경우 Hip Gait Assist Robot

에 구축되어있는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이 제대로 판단되는

지 평가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6 Algorithm flowchart for SVM in LabVIEW

Fig. 7 Locomotion modes and walking test platform (Left: LW,

mid: SA, right: SD)

Fig. 8 Locomotion modes and walking test data for LW, SA and SD

(Locomotion modes: 0–ST/1–LW/2–SA/3–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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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의 평가 결과는 Fig. 8과 같다. 두 다

리가 바로 선 상태(ST), 보행 모드로는 0으로 인식하였으며, ST

에서 출발하여 주된 다리의 IC 지점, 고관절의 각도가 극댓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평지 구간(LW), 보행 모드 1로 인식하였으며,

보폭 3걸음 후 계단 오르막 구간(SA)인 IC지점에서 보행 모드

2로 바뀌었으며, 4개의 계단을 오른 후 제자리를 돌았다. 이때

제자리 도는 구간에는 ST 상태, 보행모드 0으로 규정하였다. 계

단 내리막 구간(SD), 보행모드 3으로 인식하면서 4개의 계단을

내려간 뒤 두 다리가 바로 선 상태에서 멈추었다. 각 지형에 대

한 보행 판단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8.5, 99, 98%이며, 알고리

즘의 딜레이 시간은 0.03, 0.03, 0.06 s을 나타냈다. 

6.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Hip Gait Assist Robot

을 착용한 상태에서 세 지형의 판단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세

지형에 대한 보행을 동작 분석하여 RBF-SVM의 분류 기법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인자를 선별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훈련하

여 최적화 모델의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최적화된 모델의 파

라미터를 통해 세 지형에 대한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을 구축

하였고, 이를 가지고 보행 환경 플랫폼에 테스트하여 좋은 성능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3가지 지형에 대한 판단 알고리즘의 정확도

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는

앞의 5.1장에서 가정한 환경 조건과 테스트를 진행한 실험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형에 따

라 알고리즘의 딜레이 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딜레이가 길어질

수록 알고리즘의 지형 판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의 연구로는 고관절 및 족관절의 각도 데이터뿐만 아니

라 속도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며, 3가지 지형뿐만 아니라 경사

도가 있는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에 대한 보행 환경을 추가하여

보행 환경 판단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

법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보행 데이터 수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보행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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