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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스마트디바이스를활용하여 근감소증을판별할 수있는 시스템제안과 어플리케이션구현, 기계학습에 대한기초연구를수행한

다.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 근감소증에대한 실태를조사한다. 근감소증으로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있는 연구를수행한

다. 근감소가 일어난경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둔화한다는점을 고려하여걸음걸이를 통해근감소증을판별할수있는시스템을 제안한다. 걸음걸이를

판별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테스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스마

트 디바이스에 내장된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센서를 활용한다.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판별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상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Firebase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기계학습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는 support vector machine (SVM)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했고 근감소증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테스트용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노약자의 근감소증으로 인한 사고, 장애우 등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로 활용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움직임이나 걸음걸이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Ⅰ. Introduction

최근높은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을 이용하여 추가로

구매하는 물품 없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 하나로 삶의 질을 높

이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근감소로 인해 낙

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노약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돕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근감소증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격 근량의 감소로 근력과 신

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낙상사고의 경우 건강한 사람도 크

게 다칠 수있는데 노약자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 따르면 낙상 시 생기는 부상

으로 Fig 1. 과 같이 골절이 약 40% 달했다 [4]. 이러한 이유로 근감소증

은 미국에서 2016년, 일본에서 2018년, 한국에서 2021년 질병으로 분류되

었다 [5][6].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운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는데 이는 근육량 감소

로 이어진다. 고령자의 경우 근 손실률이 50% 에 다다른다 [6][7]. 이러한

근력손실은 움직임이 둔하게 만들고 걸음걸이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된

다. 건강한고령자의보행속도는보통 1.0m/s 에 반해근감소고령자의경

우 보행속도가 0.6m/s 이하이다.

본 연구는이러한근감소로 인해둔한움직임과걸음걸이를하여 판별하

여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제안한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

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Ⅱ. System Description

본연구에서는제안하는시스템구상도는 Fig 2.와같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센서 데이터(sensor data)를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정상

걸음(normal gait)과 이상 걸음(abnormal gait)을 판단한다. 센서 데이터

는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상과 이상 걸음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

고정상걸음을서버에 누적하여기계학습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습용

데이터를 누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Google 회사의 firebase를

활용하였다.

-Application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은 Android Studio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개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버전은 12이다. 움직임에 대한

Fig. 1. Types of injuries when a fall



Fig. 2. System Description

Fig. 3. Developed App(left) and Database(right)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센서 정보를 받

는 app을 Fig. 3.(좌)과 같이 구현하였다. IMU 센서는스마트디바이스의

내장된 센서를 말하는데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센서를 포함한 센서이다.

이를 통해 움직임, 걸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화면 상단에 센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기계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데이터

를 구분하기 위해 정상과비정상 버튼과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버튼을구

현했다.

-Database(D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받은 센서 데이터는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이다. DB는 Firebase로 구축하였다.

Firebase는 Google에서 2014년 인수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된다. 구현된 DB는 Fig. 3.(좌)와

같다.

- Support Vector Machine (SVM)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는 SVM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 SVM은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데이터 (separable data)

인 경우 초평면(hyper-plane)을만드는 선형분류기다[9]. Fig. 4.는 SVM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SVM은 데이터마이닝 분야뿐 아니라 패

턴인식 응용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나 recurrent neural network

등의딥러닝 알고리즘이많이활용되기는하나 본연구에서는정상걸음과

이상 걸음 판별을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므로 비교적 연산량이 작은

SVM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Fig. 4. Concept of support Vector Machine

Ⅲ. Conclusion and future work

본 논문에서는 근감소증 실태조사와 근감소증 판단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또한 테스트용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노약자의 근감

소증으로 인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움직임이나걸음걸이분석을 통한 context-awareness, 실내 위치추정 기

술, 모션 감지 등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제안하는어플리케이션에 근감소를예방하기위한운동 유도기

능 어플리케이션 등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App으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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