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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즘 세계 으로 매년 소아비만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아비만은 더 나아가 성

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아비만과 성인병을 방하기 해 스마스슈즈시스템

(SMTS1107)을 개발했다. SMTS1107은 걸음 수 측정기능과 몸무게 측정 기능을 갖고 있다.

1. 서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소아비만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 비만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비만율의 경우 15.4%로 10년 전 보다 

1.3배 상승한 수치이고, 6명 중 1명은 과체중 이거나 비만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영국에서도 10년 사이에 165만명으로 늘

어나는 추세로 소아비만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 실체 인 모델로 오 소스 피지

컬 컴퓨  랫폼 기반의 스마트 헬스 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SMTS1107의 개요를 보여주고, 2장

에서는 걸음 수 분석, 3장에서는 몸무게 측정 기술에 해 

보여 다.

    1)

2. 본론

2.1 SMTS1107 개요

SMTS1107 그림1에서와 같이 아두이노에서 각종 센서 데

이터를 모은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연결된 블루투스 모듈

과 통신을 한다. 좌우 신발의 데이터를 슬 이  블루투스 

모듈에 모아 모니터 화면으로 달한다. SMTS1107은 사

용자의 걸음 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도록 일상생

활에서 착용이 가능한 신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토타입을 제작하 다. 압력센서, 무게센서, 무게센서 앰

, 블루투스, 아두이노, LED를 장착하 다. 

******* 교신 자, 

※ 이 논문은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되었음.

(그림 1) 스마트슈즈 모델

2.2 걸음 수 측정

 SMTS1107에 있는 압력센서를 이용해 센서에서 나오는 

값을 측정하 다. 양 발 신발의 깔창 아래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일정 압력값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고 다시 그 

이하의 압력이 측정될 때 마다 걸음 수를 한 걸음씩 추가

한다. 마스터 블루투스 모듈을 갖고 있는 왼쪽 발의 걸음 

수 값을 슬 이  블루투스 모듈을 갖고 있는 왼쪽 발의 

걸음 수 값에 더하여 그 값을 모니터 화면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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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걸음수 측정 코드(일부)

2.3 몸무게 측정

SMTS1107에 있는 무게센서를 이용해서 센서에 나오는 

값을 측정하 다. 양 발의 신발 깔창 아래에 무게센서를 

고정시키고 양 발의 뒤꿈치에 가해지는 무게 값을 받아들

여 왼쪽 신발의 무게 값을 블루투스로 오른쪽 신발의 무

게 값에 더한 후  다른 계산을 하고 몸무게를 모니터 

화면에 출력한다.

(그림 3) 몸무게 측정 코드(일부)

3. 결론

이 연구는 걸음 수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SMTS1107

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SMTS1107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모니터 화면에서 실시간 걸음 

수와 몸무게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실시간 걸음 수

에서 압력센서를 통한 걸음 수 측정은 오른쪽 신발

과 왼쪽 신발로 나 어 측정하 다. 그리고 왼쪽 신

발에서 측정한 값을 블루투스를 이용해 오른쪽 신발

로 보내 값을 더하면 걸음 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무게는 무게센서와 무게센서 

앰 를 이용하 고 걸음 수 측정과 같이 오른쪽 신

발과 왼쪽 신발로 나 어 측정하 다. 하지만 힘을 

많이 주느냐 게 주느냐에 따라 무게 센서가 받아

들이는 값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다른 계산을 

추가하여 최 한 오차를 여 무게를 나타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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