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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잘못된 걸음걸이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고자 압력센서를 통해 걸음형태를 측정하여 블루투스 통

신을 이용,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였고, 잘못된 자세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 시스

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보행 자세를 인지하고 바른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며 운동시에는 만보기와 칼로리

를 계산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키워드: 스마트 폰(smart phone), 압력센서(pressure sensor), 보행(walk)

I. 서 론

최근 현대인들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질환에 대한 대비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하지만 바르게 걷지 않으면 척추 디스크, 중추 질환, 관절염 등 또 

다른 질환이 오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이유로 바른 보행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II. 본론

1. 시스템 구조

[그림1]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행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

템 구조이다. 장치 모듈로는 발바닥 각 부분마다 실리는 체중을 측정

하기 위한 압력센서와 센서 값을 필요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는 아두

이노 프로세서, 처리한 압력 값을 스마트폰으로 통신하기위한 블루

투스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신발에 압력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아두이노를 통해 처리된 압력 값을 블루투

스 통신으로 스마트폰에 전달한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서는 체중이 어떻게 실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측정을 끝내게 되면 최종 결과 값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가 운동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보기와 그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그림 136.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1.1 압력센서

압력센서는 가해지는 압력세기에 따라 0~1023까지의 값을 출력

한다(0에 가까울수록 가해지는 압력이 높음). 이 압력센서를 신발이 

발바닥과 맞닿는 부분에 적절히 설치하여 체중이 발에 전달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압력센서는 

FSR-400을 사용하였으며 신발 앞부분 좌우에 한개씩 중간부분에 

한 개 그리고 뒷부분 좌우에 한개씩 총 다섯 개의 압력센서를 배치하

였다.  

1.2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신발에 부착된 여러 압력센서들의 출력값을 취합하여 

통신모듈을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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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장치는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그림2와 같이  

센서 마다 받아들이는 압력 세기를 4단계로 분류하여 총 20개의 

다른 문자를 발생시켜 안드로이는 장치로 보냄으로써 각 센서 마다

의 압력값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력 값
 센서

1023
~850

850
~700 700~550 550~400

1번 센서 A F K P

2번 센서 B G L Q

3번 센서 C H M R

4번 센서 D I N S

5번 센서 E J O T

그림 2.  압력 값에 대한 데이터 값 정의

Fig. 2. data value for the Pressure

1.3 블루투스 통신 모듈

블루투스(FB155BC)는 검색대기 및 연결대기를 위해 Slave로 

설정하며 Connection mode는 mode1로 설정하여 최근에 연결이 

이루어졌던 Master(스마트폰)에 연결을 허용하도록 한다. mode1에

서는 최근에 연결이 이루어졌던 Master의 정보가 없을 경우 주변의 

블루투스 장치 중 가장 먼저 연결을 요청하는 Master에게 검색대기 

및 연결대기를 한다. 이렇게 설정 된 블루투스는 스마트폰에 기본 

내장되어있는 블루투스와 페어링 후, 통신하여 아두이노를 통해 정

의되어진 데이터 값을 보낸다. [그림2]에서처럼 압력 값에 따른 데이

터 값을 정의하면 발을 지면에서 땠을 경우 A,B,C,D,E와 같은 데이

터를 전송하고 발의 모든 부분에 체중을 싣게 되면 P,Q,R,S,T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1.4 스마트 폰 앱

블루투스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 값을 분석하여 [그림 3]과 같이 

발바닥에 많은 하중이 실리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도록 제

작하였으며, 각 부분에 대한 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사용

자의 걸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이 끝나면 최종 결과를 

확인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장하여 날짜

별로 측정결과를 조회 할 수 있다.

.

그림 3.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된 앱의 화면

Fig. 3. App screen captured at Android phone

III. 결 론

사용자의 걸음 형태를 측정하여 습관 및 자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활치료나 운동의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시대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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