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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인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증가했으며 장시간 의자에 앉아 한 자세 및 부적절한 자

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척추 측만증 및 허리 디스크 발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써 사람의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척추가 여러 원인으로 꼬이고 굽어져 `S`형으로 흰 상태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U-Health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자신의 자세를 측정 및 교정이 가능하며 센서로부터 측정한 값은 사람의 체형마다 다르다는 단점

을 보완하고 환자-의사가 통신 할 수 있는 IoT를 결합한 아두이노 기반의 척추 측만증 예방을 위한 자세 교정기 및 U-Health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아두이노(Arduino), IoT(Internet of Things), U-Health, 자세 교정기(Posture Corrector)

I. Introduction

현대인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시간의 좌식 생활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생활 습관에서의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관절의 통증 및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척추를 변형시켜 척추 측만증

을 발생시키게 된다[1].
U-Health란 정보통신 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U-Health는 유비쿼터스 IT 기술과 센싱,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원격보건의료, 
e-Health 보다 넓은 개념의 서비스이며, 유 ‧ 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2].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잘못 

된 자세를 인지시켜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U-Health 시스템 

및 자세 교정기를 개발하였으며 진동 모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그래픽컬하게 피드백을 돌려주고 아두이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를 통해 병원 및 의사에게 사용자 자세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II. Related works

1. 아두이노와 압력 센서를 이용한 자세 교정 유도 시스템

아두이노 UNO와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앉아 있는 자세에

서 양쪽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측정하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여 출력하는 연구가 있다[3].

2. u-WBAN 기반의 센서를 이용한 자세 교정 시스템 설

계 및 구현

머리 뒷부분에 센서를 장착해서 결추의 각도를 측정하고 센서의 

값을 받아 센서의 휘어짐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써 아두이노에 Flexsor 센서를 장착하여 PC와 연동해서 측정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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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니터에 출력하는 시스템이다[4]. 

III. U-Health System and Posture Corrector based 

on Arduino

본 논문에서는 자세 교정기 제품에 Arduino UNO를 장착하였으며 

Flexor Sensor, 블루투스 통신 모듈, Vibration Motor, Touch Switch
와 배터리 전원 공급기가 함께 사용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블루투스 페어링 단계를 거친 뒤 아두이노와 연결이 되고 초기 사용자

가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초기 사용자의 바른 자세의 대한 기준치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설정할 수가 있으며 전송되는 Flexor Sensor 
값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자세 교정기 

측면에 장착 된 Vibration Motor가 작동하여 사용자가 잘못 된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사용자는 Touch Switch를 

사용하여 Vibration Motor의 작동을 On/Off 시킬 수 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바른 자세 수치와 센싱 된 데이터

는 30분 단위로 서버를 통해 PC에 설치 된 자세 교정 관리 프로그램으

로 전송되며 사용자가 얼마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원격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1은 본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System Architecture 

IV. Conclusions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만성통증 및 디스크는 성인

의 80%가 경험하고 있으며 Well-being 신드롬이 불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막상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가 바쁜 실정이다. 이에 따른 

U-Health 산업은 잠재력이 뛰어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목 

되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도 자신의 자세를 

측정 및 교정을 가능케 하여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며 물리적 공간과 네트워크로 연결 된 첨단 보건 의료 

기술을 환자-의사 사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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