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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용자가 센서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침습  방식의 센

서를 활용하여 향후 침  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정량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으로 

필름 형태의 압 센서를 사용하는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에서 필

요한 처리 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 센서는 침  매트리스 아래에 설치하 다. 사
람의 움직임에 의한 압 센서의 출력 신호를 증폭하고 샘 링하여 PC로 송하는 컨트롤러, 컨트롤러

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사용자에게 센서 데이터를 시각 으로 제시하는 모니터링 로그램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컨트롤러에서의 노이즈 제거, 증폭, 샘 링 등의 처리, 모니터링 로그

램에 의해 수집된 센서 데이터에 한 이동 평균 필터,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는 구간을 제거 후 움직

임이 있는 구간 추출 등의 처리 과정을 제시한다. 이러한 처리 연산은 향후 침   인체의 움직

임을 정량 으로 측정하고, 행동유형을 식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비침습  방식, 처리, 압 센서 시스템, 움직임 측정, 이동 평균 필터.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7% 이상

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다. 재에도 노인의 인구는 빠

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6년에는 노인의 인구가 20% 이상

인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상된다[1]. 이에 따른 만성질

병환자 수와 노인의 월평균 진료비 역시 증하고 있어 

효율 인 u-Health 서비스를 이용해 보건의료비용을 경감

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면은 인생의 3분

의 1을 차지하며 올바른 수면은 건강한 일상생활은 물론 

질병 방에도 도움을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체 

수면장애 환자  노인의 비율이 43.6%에 달하고 있어 노

인 수면 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2].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 침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려는 연구는  세계 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며[3][4][5], 

다양한 근 방식을 통해 수면 시 행동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나, 수면 시 센서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다양한 행동유 의 인식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비침습  센서를 통한 근은 사용자가 센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편리하게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장기

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하루 동안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 에 비

침습  방식의 센서를 설치하여 침 에서 사람의 행동 유

형 분류  운동성 측정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센서 시스

템에 용될 수 있는 처리 작업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2 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압 센서  컨트

롤러에 해 설명하고, 3 에서 모니터링 로그램을, 4

에서 센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5 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압  센서  콘트롤러

2.1 압  센서

  비침습  방식은 센서를 사람의 피부에 삽입하거나 이

식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가 설치되더라도 사람이 일상생

활을 하는데 불편을 래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하는 장 이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침  에 있는 사

람의 움직임을 정량 으로 찰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센서를 침  매트리스 아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 

한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필름의 형태 압 센서를 사용

한다.

  압 효과(piezoelectric effect)[7]란 압  소자에 외부 응

력, 진동 변  등을 가하게 되면 출력단에 그 힘에 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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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신호가 발생되는 상을 의미한다.

  센서를 휘거나 힘을 주어 르면 필름 내부의 알루미늄

(Al) 극에 의해 기  분극이 일어나 힘의 세기에 

응하는 압이 출력된다. 동일한 힘을 센서의 서로 다른 

부 에 가한다하더라도, 동일한 압이 출력되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얇고 넓은 필름 형태의 압 센서로 핀란

드 EMFIT사의 L-4060SL[8] 센서를 선택하 다. 이 센서

는 580×400×0.4㎜의 크기와 110g의 무게를 가지며, 매트

리스 아래에 설치하여 비침습  센서로 사용하기에 합

하다. 

  이 센서를 의자 에 올려놓고,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의 출력 신호를 오실로스코 로 측정하 다. 그

림 1은 이의 출력 형을 보여 다. 출력 형을 보면 무

부하 상태에서는 약 0V의 압이 측정된다. 이후 앉은 자

세에서 엉덩이가 압 센서에 힘을 가하게 되고 이때 가해

진 힘의 정도에 의해 250㎷까지 신호 벨이 상승하 다. 

이후 일어날 때 려졌던 필름이 탄성에 의해 원래 모양

으로 돌아가면서 -200㎷까지 출력 압이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센서의 출력 신호는 오디오 잭을 통해 외부의 

컨트롤러에게 연결된다.

(그림 1) 의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형

  2.2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그림 2의 블록도와 같이 압  센서가 출력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한 뒤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PC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 컨트롤러 블록도   

  이를 해 Analog Device사의 32bit ARM7 마이크로컨

트롤러 ADuC7026을 탑재한 PCB를 제작하 다. 먼  회

로도의 C4에 10㎊의 콘덴서를 연결하여 고주  노이즈를 

하드웨어 으로 제거하 다. 다음 단계로 매트리스에 의해 

흡수된 압 센서의 신호는 매우 미세하므로 이를 증폭시

키기 해 Texas Instruments사의 Op Amp LM358[9]을 

사용하여 증폭회로를 설계하 다. ADuC7026 마이크로컨

트롤러의 ADC(Analog Digital Converter)는 12bit 해상도

와 0～2.5V의 입력 범 를 갖는다. 따라서, 센서로부터 들

어오는 신호가 이 범 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반 증폭기(inverting amplifier)는 키르히호  법칙과 

폐 루  이득(Closed-loop Gain)에 의하여 수식과 같은 이

득 Acl(I)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 부호는 신호가 

반 됨을 뜻한다. 이 회로에서는 R18과 R19의 비율에 따

라 증폭 정도를 조 할 수 있는데, R18에 560㏀, R19에 

82㏀을 연결함으로써 신호를 반 하고 약 7배로 증폭 효

과를 얻었다.

  증폭된 신호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ADC 포트로 입력된

다. 한 ADC에서 0V 이하의 (-) 압은 모두 0으로 양자

화 되기 때문에 R12와 R16에 각각 1㏀, 4.7㏀의 항을 

연결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약 1.6V가 유지되도록 압을 

끌어올려 벨 천이(Level shift)를 구 하 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내부 타이머를 이용해 정확히 1㎳

마다 샘 링하도록 설정하 다. 펌웨어로 노이즈를 제거하

기 해 10개의 양자화 데이터  상  2개, 하  2개의 

데이터는 버리고 나머지 6개 데이터에 한 평균을 계산

하는 사평균을 취하 다. 이리하여 컨트롤러는 100㎐ 주

기로 평균이 취해진 16bit의 양자화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양자화 데이터는 그림 3와 같이 간단한 4

바이트의 패킷으로 만들어져 UART 포트를 통해 

115,200bps의 속도로 PC로 송된다.

(그림 3) PC로 송되는 데이터 패킷

3. 모니터링 로그램

  센서로부터 수집된 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출력하

고 데이터를 장하는 GUI 기반의 모니터링 로그램을 

그림 4와 같이 개발하 다. 

(그림 4) PC 로그램 실행 화면

  시리얼 포트를 지정하고 컨트롤러와 속하면 압 센서

의 신호를 오실로스코 와 같이 실시간 그래 로 표시한

다. 여기서 x축은 시, 분, 를 나타내는 시간이며, y축은 

ADC 양자화 값이다.

  컨트롤러의 12bit ADC는 2.5V 이상의 입력 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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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의 양자값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무부하 상태에서 출

력되는 2670 정도의 양자값은 1.68V의 압에 해당한다. 

이 모니터링 로그램은 표 1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화 도구는 Java로 개발되었고, 유틸리티 라이

러리인 jfreechart와 javacomm을 사용하 다.

기  능 내  용

장치 리자
시리얼 포트 번호를 찾기 쉽도록 장
치 리자를 연다.

속시작/종료 시리얼 포트에 속/ 속해제 한다.

사용자 정보
사용자 이름, 키, 몸무게를 입력하면 
일명으로 장된다.

그래  캡쳐
재 그래  화면을 JPEG 일로 캡

쳐한다.

장시작
센서 데이터를 텍스트 일에 장하
기 시작한다.

스 일 조 그래  Y축상의 범 를 조 한다.

File Open 장된 데이터 일을 연다.

Start/Stop
장된 데이터를 그래 로 재생하거

나 지한다.

<표 1> 모니터링 로그램 기능

4. 처리

  컨트롤러로부터 수신된 센서 데이터는 고주 의 노이즈

가 많고, 실제 움직임의 앞, 뒤에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의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호들을 제

거하여야만, 제 로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

터의 처리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데

이터를 평활화하는 이동 평균 필터(Moving Average 

Filter) 방법을 사용하 다[10]. 본 연구에서는 시간 t 동안

에 N 기간 동안의 평균을 구하는 단순이동평균을 사용하

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N을 어떻게 용하느냐에 따라 원본 데이터의 평활화 

정도가 달라지는데, N을 짧게 용할수록 원본 데이터의 

손상은 지만 그에 따라 노이즈 제거 역시 어진다. 반

로 N을 길게 용하면 노이즈는 확실하게 제거되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데이

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많은 노이즈를 제거함으

로써 최종 으로 행동 분류에 가장 합한 N 값을 찾는 

것이 요하다.

(그림 5) 이동평균 필터링 결과 

  그림 5의 왼쪽은 원본 센서 데이터를, 오른쪽은 N을 15

로 용한 이동평균필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

동 평균 필터 후의 결과는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경향을 

잘 보여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 에 

비침습  센서를 설치하고, 침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에서 필요한 센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제시하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연스럽

고 편안한 상태에서 피실험자에 하여 신호 측정이 가능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피실험자를 장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비침습  측정에 용이한 필름 형태의 압 센서를 사용

하 고, 미세한 센서 신호의 출력을 증폭하고 양자화하여 

PC로 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개발하 다. 모니터링 

로그램은 GUI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장하여 이

후 필요한 처리 과정을 수행하 다. 이러한 처리를 통

해 향후 침   사람의 행동 유형 분류  운동성 측정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에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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