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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보행 안정성 지표(Floquet multiplier)의  

편향 오차에 대한 정량적 분석 

 

문  정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보행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Floquet multiplier 의 추정 

오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Floquet multiplier 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인 

타당성에 근거를 두고 임상에 적용되어 왔으나 일부연구에서 최소제곱법을 통해 추정한 

Floquet multiplier 의 편향(bias)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편향은 보행 시 인체 내, 외에 

존재하는 많은 소음과 불충분한 표본의 크기에 기인한다.  

추정된 Floquet multiplier 의 편향을 감소시킬 표본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젊고 

건강한 15명의 남성을 10분 동안 트레드밀(treadmill)에서 자연스럽게 걷도록 하고 보행 

중 하지 관절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 증가에 따라 

변하는 Floquet multiplier 를 계산하고 선형모델을 이용한 가상실험에서 얻은 Floquet 

multiplier의 추정 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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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과 가상실험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는 작은 표본 크기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차 추정치가 일관된 값으로 수렴하였다.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오차는 관절 각도에 대한 보행 정보를 14차원으로 구성하고 

1회 300걸음 이상, 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산출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였다. 

그러나 보행 정보를 7 또는 6 차원으로 줄이면 편향 오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중선형회귀 시 유발되는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최대 

상태지수(condition index)를 계산한 결과 평균이 30 이하였다. 이는 보행에 참여하는 관절 

각도 사이에 약한 상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양의 표본이 확보될 경우 가상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해 추정한 Floquet multiplier 가 유사한 값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수렴한다. 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장시간 보행 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정화 지표가 존재함을 제시한다. 또한 보행 측정 시에는 많은 소음이 존재하고 

최소제곱법의 특성상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소음의 영향이 커지므로 추정된 

Floquet multiplier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측정 편의를 위해 표본을 구성하는 관절 각도의 수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Floquet 

multiplier의 측정 오차를 증가시키므로 지양해야한다.  

 

 

주요어: 보행, 안정성, Floquet multiplier, 소음, 최소제곱법, 편향 오차 

학    번: 2016 – 21625 



5 

 

목   차 

I.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 목적  ·············································································16 

3.  연구 가설  ·············································································16 

4.  연구의 제한점  ·······································································16 

 

II.  이론적 배경 ································································· 17 

1.  정적안정성과 동적안정성  ·························································17 

2.  보행 안정성 지표(Floquet multiplier) ·············································19 

 

III. 연구방법 ····································································· 24 

1.  연구 대상  ·············································································24 

2.  실험 도구  ·············································································24 

1)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Optitrack 3D motion capture system)  ··············· 24 

2)  반사마커와 슈트(Optical retroreflective markers and Suit)  ····················· 25 

3)  트레드밀(treadmill)  ················································································· 26 



6 

 

4)  자각피로도 점수(The Borg perceived exertion) ········································ 27 

5)  일상활동성 점수(Tegner activity level scale) ············································ 28 

3.  실험 절차  ·············································································29 

4.  자료 분석 방법  ·······································································31 

1)  관절 각도의 산출  ····················································································· 31 

2)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활용한 Floquet multiplier산출 ········ 32 

3)  가상실험(simulation)의 선형모델구조 ···················································· 35 

5.  통계 분석  ·············································································37 

 

IV.  연구 결과 ···································································· 38 

1.  보행 시 안정화 경향성의 유무 ····················································38 

2.  큰 표본 조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 ·····································40 

3.  표본의 크기에 따른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41 

4.  보행 시 하지 관절 각도 간의 상관관계 ··········································42 

5.  보행 정보의 차원과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43 

 

V.  논의 ··········································································· 44 



7 

 

VI.  결론 및 제언 ································································ 48 

참고문헌  ········································································· 50 

Abstract  ·········································································· 52 

 

 

 

 

 

 

 

 

 

 

 

 

 

 



8 

 

그 림 목 차 

 

그림 1. 정적안정성 ········································································17 

그림 2. 동적안정성 ········································································18 

그림 3. Poincaré  map ······································································21 

그림 4.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Optirack 3D motion capture system) ············25 

그림 5. 트레드밀(treadmill) 보행 측정 ·················································26 

그림 6. 하지 분절의 정의와 관절 각도 설정 ··········································31 

그림 7. 벡터 정보의 최소제곱법 이미지 ···············································32 

그림 8. 임상실험의 변인 산출 도식 ····················································34 

그림 9. 가상실험의 변인 산출 도식 ····················································36 

그림 10. 표본 크기에 따른 임상실험과 가상실험의 Floquet multiplier 비교 ····39 

그림 11. 작은 표본 조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FM)의 수렴 경향·······39 

그림 12. 큰 표본 조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FM)의 수렴 경향··········40 

그림 13. 표본 크기(걸음 수)와 추정된 Floquet multiplier의 관계 ·················41 

그림 14. 보행 정보의 차원에 따른 Floquet multiplier 추정치 비교 ················43 



9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24 

표 2. 트레드밀(treadmill)의 규격 및 제원 ··············································26 

표 3. 자각 피로도 점수(the Borg scale of perceived exertion) ·······················27 

표 4. 일상 활동성 점수(Tegner activity level scale) ···································28 

표 5. 통계 설계 ·············································································37 

표 6. 연구 참여자들의 최대 상태지수(condition number) ···························42 

 

 

 

 

 

 

 

 



10 

 

식 목 차 

식 1. 두 오차벡터를 사상(mapping)하는 Jacobian 행렬 ·····························22 

식 2. 분절의 국소좌표계를 통한 하지 관절 각도 산출 ······························32 

식 3. 행렬 형식으로 표현된 정상방정식(normal equation) ·························33 

식 4. 선형모델로 재구성한 보행 데이터 ···············································35 



1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보행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방법이며 가장 숙련된 형태의 움직임 중 하나이다. 

사람은 인체가 가진 큰 자유도를 활용하여 오랜 경험과 교육을 통해 보행을 습득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행을 수행할 수 있게 훈련된다. 이는 사람이 신체의 

특정 부위가 다쳤거나 피로한 상태에서도 비록 정상적인 형태와는 다르지만 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각 개인은 오랜 기간 훈련된 고유하고 독특한 

보행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보행의 특성을 하나의 

일관적인 기준으로 정량화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보행을 환자 및 노인, 장애인의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평가하고 

있으며 보행의 개인적인 특징을 일관적인 지표로 정량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보행 연구는 보행을 정량화하여 평가할 때 주로 보행의 운동학적(kinematic) 

특징에 주목하였다. 보행 속도, 보폭, 두 발 지지 구간의 시간, 보행 리듬, 보행 넓이(stride 

width)등의 운동학적 특징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보행능력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면 노인에게서 보행 속도의 

가변성이 증가할수록 낙상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J. M. Hausdorff, Rios, & Edelberg, 

2001)와 파킨슨 병 환자에게서 보행 속도의 저하, 보폭의 감소, 두 발 지지 시간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연구(Jeffrey M Hausdorff, Cudkowicz, Firtion, Wei, & Goldberger, 1998)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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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행의 운동학적 특징을 통해 정량화된 지표와 현상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운동학적 지표의 변화를 보행 능력 변화의 물리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어진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보행 특징(stride length, walking 

speed)의 가변성을 분석하는 것이 보행의 국소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부족함을 

규명하거나 (J. Dingwell, Cusumano, Cavanagh, & Sternad, 2001) 느리게 걷는 것이 빠르게 

걷는 것보다 안정적인 것은 아님을 밝히며(Bruijn, van Dieen, Meijer, & Beek, 2009) 기존의 

보행 특징을 통한 분석이 보행 형태의 변화와 낙상(Falling)을 예측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람의 보행을 정량화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지만 현재까지 아직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보행 지표에 대한 정량화 

방법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보행 운동 능력을 정량화 하기 위해 개개인의 운동학적 보행 

특징보다는 개인 차를 넘어서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행의 특성을 정량화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보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동성이며 이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행을 수행 할 수 있는 “가변성”과 그러한 보행을 원하는 만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보행 안정성은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은 지면의 상태나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상황에 따라 보행의 안정성을 변화시키며 

보행의 전략적 변화를 이루어낸다. 

반면에 보행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없는 일정한 환경에서는 거의 동일한 보행 전략을 

유지하며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의 보행은 매 순간 뇌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제외한 중추신경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centr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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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CPG)의 자동적인 기작과 지각신경계의 피드백 정보를 통해 복합적으로 

제어되며 이러한 신경계의 피드백과 CPG는 오랜 기간의 숙련과 경험을 통해 체계화 

된다(Markin et al., 2010). 따라서 일정한 환경 조건에서 보행 안정성은 무분별하게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보행 안정성을 분석한 모든 선행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안정성의 여러 가지 정량화 지표 중 Floquet multiplier는 보행의 

동적안정성을 system dynamics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정량화 한다는 점에서 보행 속도, 

보폭 등 일차적인 운동학적 지표와는 차별된다. 동적안정성은 평형 상태(equilibrium)에 

있는 시스템이 교란(perturbation)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원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 

가는 지를 정량화 하는 개념이다. 주기적인 움직임을 갖는 선형 시스템에 대해 그 주기적 

운동의 안정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로 Floquet multiplier 가 처음 도입 되었으나 

교란의 크기가 작을 경우 거의 모든 비선형 시스템도 평형상태, 혹은 주기적인 움직임 

근처에서 선형 시스템으로 근사할 수 있고 따라서 Floquet multiplier를 이용하여 주기적 

운동의 안정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 특히 Floquet multiplier를 이용하여 보행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 보행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보행 정보를 분석하여 평균 

값과의 오차를 구하고 그 오차의 수렴 속도를 정량화 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비선형 시스템의 선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교란의 크기가 작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시스템이 크고 갑작스러운 교란에 반응하여 안정화되는 과정을 

Floquet multiplier를 이용하여 정량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매 

주기마다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간 및 로봇의 보행에 대하여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Floquet multiplier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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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G를 포함한 보행의 생리학적인 제어 기작이 오랜 기간을 통해 학습 및 훈련되며 

단시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근거와 교란이 작을 경우 거의 모든 비선형 시스템도 

선형화로 근사할 수 있다는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보행으로부터 측정된 

Floquet multiplier 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주기를 바탕으로 반복 측정할 경우 

일관되게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보행 안정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가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행을 포함한 인간의 운동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Jeffrey M Hausdorff, Peng, Ladin, 

Wei, & Goldberger, 1995), 주의력 등 짧은 시간 안에서도 운동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환경과 충분한 표본의 크기만으로 

개인마다 일관된 Floquet multiplier 산출이 보장될 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Floquet multiplier 를 산출하는 방법인 선형회귀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보행 안정성을 Floquet multiplier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여야 한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형회귀 방법이 편향 오차를 산출함은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J. Ahn & 

Hogan, 2015; J. Ahn, Zhang, & Sternad, 2016; Broersen, 2009; De Hoon, Van der Hagen, 

Schoonewelle, & Van Dam, 1996). 표본의 크기는 일회 당 몇 주기의 보행 자료를 측정하고 

몇 회의 실험을 반복할지, 매 순간 몇 차원의 보행 정보를 확보할지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실험실의 공간적인 제약, 피험자의 보행지속 능력, 

사용 가능한 센서의 수 등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어느 정도의 표본크기를 확보해야 편향오차를 무시할 수 있는지, 연구 환경적인 제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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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Floquet multiplier는 일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운동학적 지표와 달리 보행이 교란 시에 원래의 주기적 운동으로 회복되는 

속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안정성 지표이다. 그러나 비선형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체 운동에 대해 선형 시불변 시스템(linear time invariant system, 또는 LTI 

system)에 적용되는 Floquet multiplier 를 근사적으로라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Floquet multiplier를 산출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 및 조건을 정립하기 위한 실험 설계 지침(guide line)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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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1)  Floquet multiplier추정 시 발생하는 편향 오차(Standard error)를 줄이기 위한 표본의 

조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2)  임상실험을 통해 산출한 Floquet multiplier 와 가상실험(선형모델)을 통해 산출한 

Floquet multiplier의 유사성을 검증한다. 

 

3.  연구 가설 

1)  통제된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람의 보행안정성은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 

2)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오차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최소한의 정보량(표본 수, 

시도 수, 상태벡터의 차원)이 존재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1)  개인의 Floquet multiplier의 참 값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험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 값과 가장 근접한 값을 기준으로 가상실험 모델을 구성하였다. 

2)  트레드밀(treadmill) 보행은 트레드밀 모터 출력에 한계가 있고 보행이 좁은 공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평지 보행과 역학적, 심리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트레드밀보다 큰 출력을 갖고 벨트 면적이 큰 특수 트레드밀을 사용하여 

트레드밀 보행 시 평지 보행과의 역학적, 심리학적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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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정적안정성과 동적안정성 

공학 이론에서 안정성의 개념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경향성을 같이 

고려한다. 안정성의 개념은 정적안정성(Static stability)과 동적안정성(Dynamic 

sta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체의 무게가 무게중심(center of mass)을 기준으로 

균형(balance)을 이루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적안정성(static stability)라고 하고 교란에 

의해 움직임이 유발된 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경향을 동적안정성(dynamic stability)라고 한다(Balachandran & Nayfeh, 1995). 

정적안정성이 있다고 반드시 동적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적안정성이 

존재하면 정적안정성도 보장된다. 

 

<그림 1. 정적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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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and Control. (2017년). 검색일 1월 28일, 2019년, 출처 Flight mechanic: 

http://www.flight-mechanic.com/stability-and-control/  

예를 들어 정적으로 안정적인 물체는 물체의 압력중심이 기저면 내에 존재할 때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기저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더 안정적이다. 이는 그렇지 

않은 물체보다 초기의 움직임을 유발 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 힘이 

가해져서 일단 넘어지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초기의 

정적안정성에 기여하던 기저면이란 요소가 넘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안정성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적으로 안정적인 비행기는 운항 시 바람에 의해 쉽게 움직임이 

변할 수 있지만 다시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resilience)한다. 이는 잦은 외부 자극에 

대응하여 교란을 완충하는 요소가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행과 

같이 운동 중에 사람이 가지는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동적안정성이 적합하다. 

 

<그림 2. 동적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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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Stability(Part One). (2017년). 검색일 1월 28일, 2019년, 출처 Flight mechanic: 

http://www.flight-mechanic.com/ aircraft-stability-part-one/ 

보행에서 동적안정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사람이 

불안정한 지면을 보행할 때 디딤 발이 지면을 평평하게 디디는 정도를 지면반력기(force 

plate)를 통해 측정하여 동적안정성을 평가하거나(Marigold & Patla, 2002) 초기 움직임 

궤도가 가지는 근접 지점 간에 특징적인 발산 형태(Lyapunov characteristic exponents)를 

분석하여 보행의 국소적 불안정성을 추정하였다(Rosenstein, Collins, & De Luca, 1993). 

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적안정성 지표인 Floquet multiplier를 통해 사람의 보행이 

불규칙적인 거동을 내포한 주기운동 임을 제시하였고(Bruijn et al., 2009) 보행 시 

국소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주기적인 운동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u & Dingwell, 2007).  

 

2.  보행 안정성 지표 (Floquet multiplier) 

사람의 보행은 비선형 시스템의 주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Hurmuzlu & Basdogan, 

1994). 환경변화와 생물학적인 신호 전달 체계 특성에 의해 인체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시스템에 교란으로 작용하는데 시스템이 이러한 교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교란의 영향이 누적되지 않을 수 있다(Peng, Hausdorff, Goldberger, & 

Walleczek, 2000). 따라서 보행이 동적으로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운동 제어 및 다른 

기작을 통해 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교란을 안정시켜야 한다(Jeffrey M Hausdorff et al., 

1995). 실제로 아기들의 첫 걸음마를 생각해 본다면 평범해보이는 일반 성인의 보행이 

교란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내재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체형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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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교란이 발생하면 로봇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교란을 안정화 하는 시스템의 능력이 건강한 인체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이다. Floquet multiplier 는 이러한 교란에 대응해 시스템을 원래대로 

안정화 시키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이다. 

Floquet multiplier 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은 상태함수이다. 상태함수란 특정 

시간의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로봇에서 각 관절의 

3차원 각도(roll, pitch, yaw)를 지정해 주면 특정 자세가 형성되고 이 자세는 동일한 각도 

설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다. 즉, 로봇이 보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 

시간당 변하는 로봇의 자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절 값들의 수치로 표현될 수 있다. 

인체 또한 각 관절의 각도를 통해 유일한 자세를 정의할 수 있다. 보행 주기의 특정 

시점에서 인체가 형성하는 관절 각도의 조합을 대응하는 시간과 관계 지으면 그 관계가 

하나의 상태함수가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상태함수는 시간에 따라 연속성을 갖게 

되지만 보행의 동적안정성을 Floquet multiplie로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행 

주기의 시점을 정의하고 그 정의된 시점에서 걸음의 수(stride number)와 상태함수 값을 

수열(sequence 또는 discrete map)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오른 발의 

뒤꿈치 디딤(heel strike)시점을 보행 주기의 시점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행을 

수행하였다면 매 걸음의 오른발 뒤꿈치 디딤(Heel strike)시점의 상태함수 값을 수집할 수 

있다. 보행과 같이 유사 자세가 반복되는 운동에 대해서는 매 주기의 시점에 이러한 

상태함수의 값이 유사하게 반복되어 분포를 형성한다. 순환적인 움직임이 안정적일수록 

표본 측정 시점 상의 상태함수 값의 분포는 좁아지고 순환적인 움직임이 불안정적일수록 

표본 측정 시점 상의 상태함수 값의 분포는 커진다. 상태함수가 보행 주기의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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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값을 수열로 표현하여 각 걸음 수(stride number)와 그 걸음 주기 시점의 상태함수 

값을 대응 시킨 함수를 Poincaré map 또는 return map이라고 한다. 

 

<그림 3. Poincaré map (Jooeun Ahn, 2006)> 

완전한 주기 운동은 표본 측정 시점에서 관찰된 상태함수 값들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런 경우 Poincaré map은 항등함수(identity function)가 되며 주기적으로 완전히 일치된 

동작이 반복되어 상태함수의 공역은 순환궤도(limit cycle)를 형성한다. 하지만 인체의 

움직임은 완벽한 주기운동이 아니므로 표본 측정 시점에서 수집된 상태함수 값이 매 

주기마다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태함수 값들의 평균 값을 이상적인 

순환궤도의 상태함수 값( 𝑆∗ )이라고 가정한다. 매 주기마다 Poincaré map 을 통해 

형성되는 상태함수 값(𝑆𝑖)과 기준으로 정한 이상적인 상태함수 값(𝑆∗) 사이의 오차(𝜀𝑖 =

𝑆𝑖-𝑆
∗)를 매 주기마다 측정하여 이 오차가 점차 커지면 순환적 움직임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차가 점차 감소하면 순환적인 움직임이 안정해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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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형시스템에서는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사이에 일차 함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𝜀𝑘를 k번째 주기의 시점에서 상태함수 값을 𝑆∗와 

비교하여 발생한 오차, 𝜀𝑘+1를 k+1번째 주기에 대한 오차로 정의할 때 𝜀𝑘+1 =계수 × 𝜀𝑘 

가 된다. 비례 계수의 절대값이 1 보다 큰 경우 교란에 의한 오차는 순환궤도, 또는 

평균적인 보행패턴을 기준으로 증가하게 되며 비례 계수가 1미만인 경우는 보행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오차가 줄어들고 결국 주기적 운동은 𝑆∗로 수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행은 수학적으로 여러 관절의 각도 등으로 구성된 다차원 벡터를 정의역으로 갖는 

상태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일차 함수의 계수가 행렬형태로 구성된다. 

이 행렬은 이웃한 주기의 오차벡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선형화 행렬(Jacobian 

matrix)로서 Floquet multiplier는 이 선형화 행렬의 고유값(eigen value)으로 정의된다.  

 

< 식 1. 두 오차벡터를 사상(mapping)하는 Jacobian 행렬 > 

Floquet multiplier의 상위 개념인 고유값은 일반적으로 복소수(complex number)가 되며 

주기적 운동의 안정성은 그 복소수의 크기 혹은 절대값(magnitude)이 1 보다 크거나 

작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Floquet multiplier 의 크기가 1 보다 크면 측정 시점에서의 

상태함수 값(𝑆𝑖)과 이상적인 상태함수 값(𝑆∗) 사이의 오차벡터(𝜀𝑖) 크기가 가 다음 주기에 

더 커지고 이는 보행 패턴이 수 주기 후에 순환궤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Floquet multiplie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경우 측정 시점에서의 상태함수 값(𝑆𝑖)과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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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상태함수 값(𝑆∗) 사이의 오차벡터(𝜀𝑖)의 크기가 다음 주기에 더 작아지고 이는 

보행 패턴이 순환궤도 주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임상실험에서 관찰되는 Floquet multiplier의 크기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이는 보행의 안정성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유값의 

물리적 의미를 고려할 때 Floquet multiplier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이전 걸음의 오차가 

다음 걸음에서 크게 감소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전 걸음의 오차가 다음 걸음에 적게 

감소된다. Floquet multiplier의 크기가 0이면 모든 걸음에서 이전 걸음에서 발생한 교란의 

효과를 모두 차단하고 이상적인 순환궤도(limit cycle)로 바로 수렴하고 Floquet 

multiplier 의 크기가 1 이면 이전 걸음에서 발생한 오차가 그대로 다음 걸음의 오차에 

누적되고 보행은 Brownian motion 과 같이 교란의 합으로 표류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의 결과, 정상인의 보행은 약한 수렴 형태를 보이는 0.7 정도 크기의 Floquet 

multiplier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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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참여자는 만 19-50세의 근 신경학적 질병을 겪은 경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다.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한 보행 과제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체력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으로 모집하였다. 나이에 의한 보행 자세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장년층으로 피험자 층을 제한하였다. 실험 과제인 보행 시 유발되는 근육 피로를 낮고 

일관되게 통제하기 위해 임산부나 흡연자, 기타 약물 중독자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고 추가로 Tegner activitiy score 설문 조사를 통해 기본 체력이 실험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3 level 이하)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집단 연령 키 체중 

연구대상 남성(15명) 20 ~ 38세 174 ± 3.2cm 73.0 ± 5.6kg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2.  실험 도구 

1)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Optitrack 3D motion capture system) 

 본 실험의 측정 변인은 연구참여자의 골반, 무릎, 발목 관절의 3 축 각도(roll, pitch, 

yaw)이다.  운동학적인(kinematic)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장비 중 측정 해상도가 높고 

오차가 적은 적외선 기반 3차원 광학카메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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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사마커와 슈트(Optical retroreflective markers and Suit) 

 연구참여자는 광학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반사마커(the retroreflextive surface marker 

9.5mm diameter)를 측정 부위에 부착한 후 광학카메라의 인식공간(calibrated space)에서 

움직임을 수행함으로써 본인의 3차원적인 움직임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Optitrack 3D motion cap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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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레드밀 (Treadmill ) 

 본 실험은 보행 중 연구참여자의 관절 각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3차원 광학카메라로 

연구참여자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기 용이한 트레드밀을 사용하였다. 트레드밀은 특수 

제작된 대형 트레드밀((주)애니휘트니스, 경기도 광주, 한국)로 일반 트레드밀(3마력) 

보다 출력이 강한 모터(4.5마력)를 사용하여 보행 충격에 의한 작동 속도의 변화가 적게 

발생한다. 또한 크기가 일반 트레드밀의 2배 이상이므로 연구참여자는 트랙 이탈에 대한 

걱정없이 보행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넘어질 시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기능이 있다. 

<그림 5. 트레드밀 보행 측정> 

항목 단위 항목 단위 

길이 2.5m 최고 마력 5마력 

폭 1.2m 최고 속도 30km 

높이 0.25 m 최대 경사도 20% 

<표 2. 트레드밀의 규격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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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각피로도 점수 (the Borg perceived Exertion scale) 

본 실험은 10 분의 보행과제를 5 회 반복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피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Borg perceived exertion scale을 기준으로 연구참여자의 자각 

피로도를 평가하였다.  

<표 3. 자각 피로도 점수(Borg, 1998)>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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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활동성 점수 (Tegner activity score) 

본 실험에 임하는 연구참여자가 실험에 적합한 운동 수준 및 체력을 갖추었는 지에 

대한 지표로서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Tegner activity score를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level2 ~ level6 정도의 일상 활동성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표 4. 일상 활동성 점수(Tegner & Lysholm,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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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트레드밀 보행 과제 

① 실험 전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설문조사와 수행할 실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② 연구참여자는 탈의실로 이동하여 동작 분석용 슈트로 갈아입는다. 

③ 연구참여자는 편안하게 선 자세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선다. 

④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반사마커를 부착한다. 3차원 동작 모델링을 위한 마커 부착 

부위는 Rizzoli lowerbody protocol에 따라 다음 위치에 총 30개의 반사마커를 부착한다. 

GT(R, L), ASIS(R, L), PSIS(R, L), Thigh(R1, L1), Knee(RL1, RL2, RM, LL1, LL2, LM), 

Shank(R1, R2, L1, L2), Ankle(RL, RM, LL, LM), Foot(Rheel, Rmeta1, Rmeta2, Rmeta5, 

Lheel, Lmeta1, Lmeta2, Lmeta5) 

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준비하는 동안 광학카메라를 예열하여 준비상태로 만든다. 

⑥ 연구참여자는 반사마커를 부착한 후 가만히 선 자세로 static position을 측정한다. 

⑦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보행 시작 신호를 상의 하고 5분 동안 연습 보행을 한다. 

⑧ 연구참여자는 경사가 없는 조건에서 10분 보행과제를 총 5회 수행한다. 보행과제 

동안의 트레드밀의 속도는 3.96km/h ± 0.43km/h(Daniel L et al, 2016)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⑨ 피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과제 사이에는 10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휴식을 위해 트레드밀 옆에 의자를 준비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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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구참여자의 피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the Borg perceived Exertion 

Scale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자각피로도를 보행 과정 중 1분마다 측정한다. 

⑪ 만약 자각피로도가 scale13 이상이 되면 다음 휴식 시간을 정해진 시간의 2 배로 

늘린다. 실험은 연구참여자의 자각피로도가 scale 9~12 level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⑫ 최종 보행 과제를 완료한 후 5분의 회복시간을 추가로 가진다. 

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부착된 반사마커를 모두 제거한다. 

⑭ 연구참여자는 옷을 갈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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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1)  관절 각도의 산출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의 3축(roll, pitch, yaw) 각도는 해당 관절에 참여하는 두 하지 

분절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통해 산출한다. 골반, 허벅지, 정강이, 발은 각 분절에 

해당하는 국소좌표계(local coordinate)의 원점은 골반 중앙, 고관절, 무릎, 발목에 

형성된다. 각 국소좌표계는 전역좌표계(global coordinate) 에 대한 위치를 가지므로 두 

국소좌표계의 상대적 위치 차를 구할 수 있다. 상대적 위치 차를 구할 때는 몸에서 먼 

분절의 국소좌표계의 값에서 가까운 분절의 국소좌표계의 값을 빼준다. 각 분절의 

국소좌표계로는 3차원 동작분석시스템(Optitrack Motive:body)에 내장된 인체측정모델 

(Rizzoli lowerbody protocol)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그림 6. 하지 분절의 정의와  관절 각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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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분절의 국소좌표계를 통한 하지 관절 각도 산출> 

 

2) 최소제곱법(Least-square method)을 활용한 Floquet multiplier산출 

Floquet multiplier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한다. 최소제곱법은 데이터 분포의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함수의 회귀 

계수를 추정한 값과 실제 관측한 값의 차(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내는 방법이다.  

<그림 7. 벡터 정보의 최소제곱법 이미지>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태함수가 다차원의 벡터정보를 다루므로 최소제곱법 

역시 벡터에 적용된다. 수집된 표본에서 평균값을 빼준 오차벡터(𝜀)의 수열(sequence)이 

회귀계수 또는 Floquet multiplier를 산출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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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절에서 전체 주기 동안 측정된 오차 정보가 일련의 정보공간(A)를 형성한다고 

할 때 임의의 주기에서의 오차벡터를 이전 주기의 오차벡터의 선형변환으로 추정하려고 

한다. 예측된 오차 값( )은 실제 관측된 오차 값( )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나 

매 주기마다 동일한 선형변환을 가정할 경우 걸음의 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수보다 만족해야 하는 식의 수가 월등히 많고 따라서 모든 걸음 주기에 대해 다음 주기의 

오차벡터를 완벽히 구현하는 하나의 선형변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추정된 오차 

값( )과 실제 관측된 오차 값( ) 간의 잔차( - )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값을 

해( )로 삼는 것이 최선이 된다. 이 때의 해( )는 회귀계수(coefficient)이다. 

다중선형회귀에서 회귀 계수를 편향없이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간을 구성하는 

설명변수의 10배가 요구된다(Hulley, 2007). 즉, 상태벡터의 차원의 10배가 요구된다.  

       

<식 3. 행렬 형식으로 표현된 정상방정식(normal equation)> 

 위 식은 잔차의 크기를 최소로 만드는 선형 회귀 계수를 구하는 정상방정식(Normal 

equation)으로 벡터 정보의 계산을 위한 행렬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Ax b

Ax b b A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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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는 하지 관절 각도를 바탕으로 14개의 관절 각도가 하나의 상태 정보를 

구성한다. 상태함수의 값은 보행 주기의 Heel strike 시점이므로 1회(10분)의 보행 시 약 

500개의 표본이 수집된다. 선형회귀계수를 산출할 때는 표본의 크기를 보행 시작부터 

25 개, 50 개, 100 개, 200 개, 350 개, 500 개 (6 개의 phase)로 나누어 표본 크기에 따라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Floquet multiplier는 산출된 선형회귀계수로 구성된 선형변환행렬 

(Jacobian matrix)의 고유값(eigenvalue)이다. 따라서 Floquet multiplier는 보행 상태함수의 

차원과 동일한 수만큼 산출되는데 이 중 절대값의 최대값을 보행 안정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임상실험의 경우 10분 보행을 5회 수행하고 1회 보행당 6개의 표본 크기에서 

최대 Floquet multiplier 를 산출하므로 연구참여자당 총 30 개의 Max Floquet multiplier 

값을 산출한다.  

<그림 8. 임상실험의 변인 산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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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실험(simulation)의 선형모델구조 

가상실험(simulation)의 경우 임상실험을 통해 구한 최대 Floquet multiplier 중 최대 

Floquet multiplier의 평균에 가장 근접한 값을 선택하여 보행 정보를 재구성한다. 선택된 

최대 Floquet multiplier 가 산출된 선형화행렬(Jacobian matrix)과 무작위 소음(Random 

Gaussian Noise)은 새로운 보행 정보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다음 주기의 오차벡터는 

일차적으로 현 주기의 오차벡터를 선형변환한 후 무작위 소음을 추가하여 형성한다. 매 

보행 주기마다 새롭게 무작위 소음이 더해지므로 재구성된 보행 정보는 임상실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 4. 선형모델로 재구성한 보행 데이터> 

표본의 수가 적을 때에는 추정된 Floquet multiplier값에 편향이 발생하고 표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일정한 Floquet multiplier로 수렴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상태벡터의 

차원이 1인 단순한 모델의 경우 Floquet multiplier는 보행 시 존재하는 노이즈의 크기와 

종류에 무관하게 선형모델의 기 설정된 Floquet multiplier 로 수렴됨을 밝혔다(Ahn & 

Hog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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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실험은 임의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부분만 임상실험과 차이가 있고 그 외에 구성된 

보행 데이터로 최대 Floquet multiplier 를 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가상실험에서는 

임상실험을 통해 구현하기 힘든 장시간의 보행을 다수 반복하는 실험(1000걸음, 1000회 

반복 수행)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임상실험의 경우 총 30개의 최대 Floquet multiplier 

값이 산출된 데 비해 가상실험에서는 총 8000개의 최대 Floquet multplier값이 산출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정상방정식을 통해 산출되는 Floquet multiplier의 

편차 및 수렴 경향을 임상실험의 경우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림 9. 가상실험의 변인 산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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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분석 

 임상실험과 가상실험에서 10분간 500걸음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를 서로 비교하였다(Independent T-test). 

 표본 정보의 차원 수에 따른 Floquet multiplier 를 비교하기 위해서 one-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수행하였다. 

 독립 변인: 보행 시간 (6수준: 25걸음, 50 걸음, 100 걸음, 200 걸음, 350 걸음, 500 걸음) 

 종속 변인:  Floquet multiplier 

 IBM SPSS Statistics v23프로그램과 Matlab 내장함수를 사용하였다. 

   

 

<표 5. 통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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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임상실험과 가상실험(simulation)의 Floquet 

multiplier 추정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 사람이 안정된 환경에서 장시간 보행 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화 경향이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Floquet multiplier 를 산출할 때 추정치의 편향(bias)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본의 조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1.  보행 시 안정화 경향성의 유무 

 Floquet multiplier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는 안정된 환경에서 장 시간 보행 시 

사람에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임상실험에서는 할 수 없는 장시간의 보행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가상실험(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또한 표본의 크기에 따라 임상실험과 

가상실험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가상실험과 임상실험에서 추정된 Floquet 

multiplier 추정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 < .05). 또한 두 실험에서 모두 

표본이 증가할수록 Floquet multiplier를 추정하는 95% 신뢰구간도 감소하였다. <그림 

14>에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실험을 통해 추정한 Floquet multiplier의 신뢰 

구간(A)이 임상실험을 통해 추정한 Floquet multiplier의 신뢰 구간(B)과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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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본 크기에 따른 임상실험과 가상실험의 Floquet multiplier(FM) 비교> 

 동일한 맥락에서 <그림 15>는 작은 크기의 표본을 이용하여 선형모델을 통한 

가상실험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가 임상실험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만큼 

편향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안정화 경향을 상수로 설정한 가상실험에서 

조차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 편향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은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Floquet multiplier의 값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작은 표본 조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FM)의 수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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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 표본 조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 

  임상실험에서는 장시간의 보행을 다수 반복할 수 없으므로 가상실험을 통해 큰 표본 

조건(1000걸음, 1000회 반복)을 구현하여 Floquet multiplier를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작은 표본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가 불규칙한 편향을 가지는 반면에 

큰 표본의 경우 임상실험과 가상실험에서 Floquet multiplier 의 수렴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상실험의 반복 횟수를 1000 회까지 증가하더라도 걸음 수가 적을 

경우에 편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 12. 큰 표본 조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FM)의 수렴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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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의 크기에 따른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보행 시 인체 내, 외적으로 많은 소음이 존재하고 표본의 크기는 유한하기 때문에 

추정한 Floquet multiplier의 값에는 편향이 발생한다. 소음은 유의미한 신호와의 구분이 

어렵고 실험자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반면 표본의 크기는 실험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험에 참여한 15명의 연구참여자에서 

표본 크기 별로 산출된 Floquet multiplier와 가상실험을 통해 산출된 Floquet multiplier의 

수렴치를 비교하였다. 

<그림 12>에서 표본 조건이 14 차원, 300 걸음 이상, 5 회 반복 이상 일 때 Floquet 

multiplier의 편향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p < .05). 이는 충분한 표본을 바탕으로 

선형 회귀를 할 때 소음이 회귀계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표본 크기(걸음 수)와 추정한 Floquet multiplier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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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 시 하지 관절 각도 간의 상관관계 

보행 시 수집된 하지의 관절 각도는 Floquet multiplier 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중선형회귀 식의 설명변수로서 사용된다. 하지만 하지의 관절 각도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선형회귀 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 발생 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측정하는 

관절 각도의 수를 임의적으로 제거하여도 Floquet multiplier 추정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6>과 같이 하지의 관절 각도의 최대상태지수(CN: condition number)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태지수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한 

회귀계수를 추정하는데 더 많은 표본이 요구된다. 또한 상태지수의 값이 30이하면 하지 

관절 각도 간의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30 ~ 100이면 중간 강도에서 점차 큰 

강도로 하지 관절 각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표 6. 연구 참여자들의 최대 상태지수(condition number) > 

 연구참여자들의 최대 상태 지수의 평균은 29.88로 30이하가 되므로 다중선형회귀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는 않다. 보행 시 하지 관절 각도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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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 정보의 차원과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다중 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측정 관절의 수를 감소시킬 경우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추정된 Floquet multiplier가 유의하게 달랐다. 이는 보행 

정보의 차원감소가 움직임 정보의 손실과 직결되어 Floquet multiplier 추정치의 편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보행 정보의 차원에 따른 Floquet multiplier 추정치 비교> 

One-way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 결과 Mauchly의 구형성검정에서 차원 별로 

수집된 표본의 분산이 동질하였고(p ≥ .05) 구형성가정에 따른 개체 내 효과 검정에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추정된 Floquet multiplier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44) = 

25.296, p < .01). 대응 별 비교에서는 14차원 보행 정보를 통해 추정한 Floquet multiplier가 

14 보다 작은 차원의 보행 정보에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값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Bonferroni사후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p < .01). 



44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행 안정성의 지표로 이용되는 Floquet multiplier 를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때 발생하는 편향 오차(bias)와 표본의 조건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Floquet multiplier를 추정하기 위한 실험의 설계와 데이터 분석 방법에 따라 

추정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지를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밝힌 바를 

종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Floquet multiplier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표본의 

정보는 보행 주기의 특정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집된 정보이다. Poincaré map 을 

정의하기 위해 매 주기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을 상태벡터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으로 정하고 그 조건이 상태벡터 공간에서 이루는 곡면 혹은 평면을 Poincaré 

section 이라한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시불변(time invariant)시스템의 경우 Poincaré 

section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Floquet multiplier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보행은 완전한 시불변 시스템으로 가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보행 주기의 어느 

시점을 Poincaré section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측정값이 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순환 주기의 어느 시점을 Poincaré section 으로 설정하더라도 추정된 

Floquet multiplier 의 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J. B. Dingwell & Kang, 2007). 

둘째, 선형적 경향성을 예측하는 통계적 추정 방법에 의해 Floquet multiplier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상태벡터의 차원이 1인 단순한 시스템의 학습속도를 추정할 

때 고전적인 정상방정식을 풀어서 회귀계수를 구하는 것보다 상관 계수 추정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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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J. Ahn et al., 2016).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따른 Floquet multiplier 의 차이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초기 분석 구간에서 

두드러지지만 표본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동일한 값으로 

수렴한다.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할 경우 1 개의 독립변수 당 

20개의 표본이 있으면 정확한 계수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Hulley, 2007).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추정치의 최종적인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적인 계산 방법을 개선시킨다면 Floquet multiplier가 참값에 

수렴되는데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선형 회귀의 경우 설명변수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추정된 회귀 

계수에 편향이 생긴다고 예측했지만 본 실험의 결과 보행 시 하지의 움직임은 특정 관절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연구 참여자에 따라 0.7정도의 높은 상관 

관계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연구 참여자 마다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관절 각도의 성분은 

불규칙적이다. 오히려 상관 관계를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하는 관절 각도 성분을 특정 

짓기가 어려웠고 임의의 성분을 함부로 제거했을 때 Floquet multiplier의 추정치가 더 

크게 편향되었다. 이는 보행 시 하지 관절들의 움직임 각도 자체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Floquet multiplier 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균으로부터의 오차, 즉 

오차벡터의 각 성분은 그러한 상관관계에 의존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넷째, 보행 정보를 구성하는 차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부분의 Floquet 

multiplier 를 따로 구하고 합쳐 재구성하는 것은 많은 분절의 운동학적 변인으로부터 

한꺼번에 추정한 Floquet multiplier와 다르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차원 보행 정보로부터 

추정한 Floquet multiplier 와 유사한 값을 얻기 위해서 한쪽 발의 발목과 골반 보행 

정보로부터 따로 추정한 Floquet multiplier를 합하여 재 구성하였다(J. B. Dingwell &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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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 발에서 각각 구한 Floquet multiplier는 

전체 하지 관절을 통해 구한 Floquet multiplier와 다르다.  

또한 보행 주기, 즉 걸음의 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반복 측정을 늘려 표본 

크기를 증가시켜도 편향이 발생한다. (가상실험의 경우 1000번의 반복으로도 측정값이 

참값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이는 10걸음씩 10번 측정한다고 해서 1회 100번 걸음의 

표본과 동일한 신뢰도를 갖는 Floquet multiplier가 산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1차원 

운동에 한해서 Floquet multiplier의 추정 방법을 개선하여 작은 표본의 반복으로 큰 보행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예측한 연구도 있다(J. Ahn & Hogan, 2015).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했듯이 실제 인체의 보행과 같은 다차원 운동에 대해서는 

보행 주기의 수와 상태벡터의 차원이 Floquet multiplier추정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태벡터의 차원이 작으면 실제 보행의 안정성과 가까운 측정치를 얻기가 

불가능하고 상태벡터의 차원이 크면 실제 보행 안정성과 가까운 측정치를 얻을 수 

있으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는 많은 보행 주기를 통해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또한 상태벡터의 차원이 크면 그만큼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므로 편향오차를 줄이기 

위한 표본의 크기 또한 증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상실험에서 첨가한 소음의 특성과 실제 보행에 첨가되는 소음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이는 가상실험의 결과를 실제 보행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제시한다. 가상실험에서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소음(Gaussian noise)만을 무작위로 

부여하였지만 실제의 보행에서 첨가되는 소음은 다른 분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행 모델에 소음을 추가하고 Floquet multiplier를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할 경우 편향오차는 소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결정된다(J. Ahn et al.,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험과 가상실험에 첨가된 소음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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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quet multiplier의 추정 값이 유사한 형태로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음의 분포 및 

특성에 대해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오차가 민감하게 변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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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Floquet multiplier의 편향 오차를 감소시키는 표본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젊고 건강한 15명의 남성을 10분동안 트레드밀(treadmill)에서 자연스럽게 걷도록 하고 

그 때의 하지 관절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 증가에 

따라 변하는 Floquet multiplier를 계산하고 선형모델을 이용한 가상실험에서 얻은 Floquet 

multiplier의 추정 값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험(simulation)을 통해서 구한 최종적인 Floquet multiplier 는 움직임을 

구성하는 정보의 차원에 따라 편향(bias) 정도가 달랐다(p < .01). 표본이 가진 정보의 

차원이 크게 다를수록 편향은 더 컸다. 이는 사람의 보행 정보가 특정 관절에 집중적으로 

의존되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편의를 

위해 보행 정보의 구성 요소를 줄이면 Floquet multiplier 에 편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임상실험에서 14차원 표본 정보를 300걸음 이상 수집하여 Floquet multiplier를 

산출하는 것을 5회 이상 반복해 평균값을 구하면 가상실험에서 구한 Floquet multiplier의 

수렴값과 일치하였다(p < .05). 이는 최소제곱법을 통해 안정성 지표인 Floquet 

multiplier를 산출할 때 인체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소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표본 크기의 예(14차원 정보, 300걸음 이상, 5회 측정 이상)와 표본 크기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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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상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해 추정한 Floquet multiplier는 최종 값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수렴한다. 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장시간 보행 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정화 지표가 존재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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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as quantification of Floquet multiplier by 

sample condition 

 

Moon, Jeong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quantify the bias of Floquet multiplier, an index of 

dynamic stability of walking. Floquet multiplier has been broadly used to diagnose walking 

ability of humans and robots, However a few clinical studies reported a bias of Floquet 

multiplier when it is estimated by the conventional least-square method. The bias can result 

from either insufficient size of samples of walking data or the noise from various sources.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riteria of necessary sample size beyond 

which the bias of Floquet multiplier becomes insignificant. Fifteen healthy young men walked 

on a large size treadmill for 10 minutes. The joint angles of the lower body of each subjec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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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Floquet multiplier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se data. The sample size that were 

used to estimate the Floquet multipliers varied from 25 to 500. The estimated values that were 

obtained from the experiments were additionally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from simulation 

of linear models. 

The Floquet multiplier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and the simulation converged to the 

similar constants in the similar way as the sample size increases. When the state vector of 

walking was 14 dimensional; the stride number was over 300; and the trials were repeated 5 

times, the bias of the estimation of Floquet multiplier was negligible. However, the bias 

increased when the state vector is 6 or 7 dimensional. The mean of the maximum condition 

index of each joint angle was lower than 30, which means correlation of any pair of the lower 

body joint angles is below moderate. 

 The similarity between the convergence of the Floquet multipliers obtained from experiments 

and that obtained from simulation supports that 1) a long lasting and quasi-constant stability 

index exists in human walking, and therefore 2) human walking can be reasonably modelled as 

a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under a safe and almost constant environment like a treadmill.  

The result of this study additionally clarifies that any reliable measure of the Floquet multiplier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sample size to reduce the bias; the validity of any previous study 

with a small sample size should be reconsidered.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reducing the 

dimension of the state vector can significantly underestimate the magnitude of Floquet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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