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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올바르게 앉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으로는 전원부와 계측부, 제어부, 통신부, 안
드로이드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원부는 9V의 건전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레귤레이터를 통해 아날로

그 회로(3.3V)와 MCU(5V)에 전원이 공급되어진다. 그리고 계측부는 6개의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값을 계측한다. 제
어부와 통신부는 MCU 보드(MSP430 Launchpad)와  FB155BC Bluetooth Module로 구성되어 있고, 안드로이드기반 어플

리케이션은 Bluetooth Module에서 받은 디지털 신호들을 스마트폰의 화면에 UI공정을 거쳐 디스플레이 한다. 본 연구는 잘못

된 자세로 의자에 앉는 습관을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척추교정 및 

척추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앉는 자세(Sitting Position), 압력센서(Pressure Sensor), 실시간 모니터링(Real-time monitoring)

I. 서 론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척추측만증 환자의 

46.5%가 불안정하게 앉은 자세가 원인이었다. 올해에는 미국의 가

구회사 Steelcase에서 11개국 2,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하

여 9가지 나쁜 자세를 소개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의자에 앉는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 자세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제품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U-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의자

에 앉아 있을 때 의자와 접촉하는 부분의 압력 분포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용자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기능을 갖는 스마트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현재까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척추측만도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Cobb’s 각도(Cobb's Angle)를 3차원 상에서 연산하

는 방법을 구현한 시스템[1], 근전도를 이용하여 척추 주위 근육의 

기능과 피로도를 분석하여 자세교정을 유도하는 시스템[2], 또한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올바른 자세일 때의 영상과 일정 간격을 

두고 촬영되는 정면 영상의 비교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판단하는 

시스템[3]등 자세교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계측신호의 획득과 처리 알고리즘

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확히 현재 취하고 있는 자세를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압력센서 

6개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있는 부위의 압력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자신의 자세를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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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III. 본 론

1. 시스템의 구성

스마트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계측부의 압력센서

(FSR-430)부터 신호증폭을 담당하는 OP-AMP,아날로그 신호 처

리 및 전송기능을 수행하는MSP430 Launchpad와 모든 소자 및 

MCU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스마트폰과 MCU의 데이터전송 

역할인 Bluetooth Module 및 압력분포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ndoroid Applica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MSP430 Launchpad

TI사의 초저전력 16-bit RISC 혼합신호 MCU인 MSP430 마이

크로컨트롤러 플랫폼은 저전력 분야나 포터블 응용분야에 광범위하

게 사용된다. 현재에도 많은 의료기기, 계측기 및 USN 분야에 상품

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가지

는 MCU라 할 수 있다. 

1.2 압력센서 FSR-406

FSR-406은 Active area와 FSR Layer 사이에 Spacer Adhesive
로 인한 공간이 존재하여 누르는 힘의 강도에 따른 저항 값의 변화로 

눌림 여부나 힘의 대략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고  100g
∼10kg 까지 무게를 적용할 수 있다. 센서의 데이터시트에 있는 

계측 회로도 중에서 본 논문에 적합한 Voltage divider를 사용하였

고, ADC의 인가 최대전압인 3V일 때 RM값이 300Ω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림 1. FSR-406과 Voltage divider

  그림 2. Force(g)에 따른 Voltage변화 그래프

1.3 연산증폭기

OPAMP 라고도 불리며 고증폭도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의 가

산, 감산, 적분 등의 연산이 가능한 증폭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에 측정되는 힘의 강도 범위를 극대화 시키고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센서의 회로구성으로서 사용되었다. 또한 6개의 센서 사용을 위하여 

채널이 2개씩 들어있는 TL082CP 3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3. TL082CP 의 외형 및 외부핀

1.4 어플리케이션

Eclipse 기반의 android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각각의 

Threshold 값을 설정하여 올바른 자세인지의 여부를 색깔을 통하여 

판단한다. 강하게 눌리면 빨강색, 약하게 눌리면 노란색, 안 눌리면 

초록색이 나오도록 설정한다. 그림 10은 제작된 어플리케이션 로고

와 스마트폰 실행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 어플리케이션 로고와 스마트폰 실행화면

2. 동작원리 및 결과

2.1 스마트 체어의 동작원리

의자에 부착된 FSR-406 센서에(등 2개, 엉덩이 4개) 사람이 앉게 

되면 눌려진 힘에 의해서 센서는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MSP430G2553로 보낸다. MSP430G2553의 ADC(Analog to 
Digital)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고 

UART통신으로 Bluetooth Module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Android)에 전달되어서 Application을 통해 앉아있는 자세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준다.[4] 따라서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니터

를 통해 자신의 앉은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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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세예측O 자세예측X

실제자세가 시스템의 
5개 자세 중 하나일 경우 

14
(True Positive)

6
(False Negative)

실제자세가 시스템의 
5개 자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False Positive)

3
(True Negative)

 표 1.  시스템 환경

Table 1. Confusion Matrix Result

그림 5. 시스템 흐름도

2.2 하드웨어 결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자 중 나무 재질의 의자를 

선택하여 사람이 앉았을 때 센서에 가해지는 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센서가 놓이는 위치는 엉덩이 부분에 4개, 
등받이 부분에 2개를 위치시켰다. 전원부분과  LaunchPad 등 메인

보드 부분은 의자에 고정되어야 하므로 소형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그림 6. 센서가 부착된 의자와 메인보드 사진

 

2.3 결과

사용자의 앉은 자세와 일반적으로 대표 되는 올바르지 못한 4가

지 자세를 매칭 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였고, 3가지색

으로 표현한 압력 전달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올바

른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8은 스마트 체어에 

앉은 자세에 따른 사용자의 스마트폰 실시간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앉은 자세에 따른 스마트폰 실시간 화면

표1의 내용은 총 24명의 20~24세의 청년들을 통한 임상 실험 

결과로써 평소 자신의 앉는자세와 본 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교정했을 때의 자세를 비교한 결과 사진과 True False논리의 

Confusion  Matrix를 이용해 본 시스템의 Sensitivity, Specificity, 
Accuracy등을 도출한 것이다. 

Sensitivity = TP / (TP + FN) = 0.7
Specificity = TN / (FP + TN) = 0.75
Accuracy = (TP + TN) / (TP + FP + FN + TN) = 0.708
각각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가 0.7 / 0.75 / 0.708로써 자세예측

의 정확도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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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앉은자세>            <시스템교정 후 앉은자세>

그림 8. 시스템을 통한 자세교정 전,후 모습

그림8의 모습이외에도 다리를 교차한 자세, 턱을 고인자세 등 

여러 나쁜 자세들의 경우를 포함해 본 시스템을 통해 자세를 교정함

으로써 올바른 자세로 교정 할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는 것에 착안하여 사용자가 앉아 있을 때 의자와 접촉하는 부분의  

압력 분포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손쉽게 모니터

링 하고 올바르게 앉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설계 및제

작하였다. 현재까지는 올바른 자세를 포함한 총5가지 자세를 판별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추후 추가적인 앉은자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르지 않은 자세의 경우의 수를 늘리고 더 높은 정확도를 도출할 

것이다. 이외에 유비쿼터스 적용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

트 폰으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저장을 가능케 하고, 임상적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망을 통하여 전문가의 서버에 전송 하는 기능 

들을 접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나쁜 

자세들을 교정하고 예방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앉은 자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서 스마트 체어

를 수정 보완하여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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