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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와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수면자의 수면자세를 인식할 수 있는 수면자세 모니터

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존 수면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구속감으로 인

해 수면의 질을 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을 해소하기 해 압력센서와 키넥트 카메라를 이용

하여 무구속 비용의 효율 인 시스템을 구 하 고, 수면 매트형식으로 제작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면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면자세를 감지하고 사용자의 

수면시간  상태를 악하여 건강한 수면습 을 들이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향후에는 수집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웰니스  헬스 어 모바일 응용 서비스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 서론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인지하는 연구는 컴퓨터 비

  패턴인식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동인식은 사용자의 행동을 추정하여 

정보를 달하거나 요청하며, 행동 측을 해 다양한 센

서를 사용한다.[1] 특히 웰니스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수면  앉은 자세와 같은 일상생활의 반복 인 행동을 

인지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에 1/3이상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은 피로를 푸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인체를 지탱하고 있던 척추 

와 디스크, 근육과 인 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2] 잘못된 수면 자세는 척추질환, 근육

통, 수면 무호흡증 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평

소 올바른 수면습 을 가지는 것이 요하다. 이에 따라 

수면 자세 분석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면 모니터링에 한 선행 연구에서는 수면 정보를 얻

기 해 맥박 측정을 한 밴드, 가속도 센서, 호흡 측정 

벨트 등을 사용하 다.[3-5] 이러한 센서는 수면 시간동안 

사용자의 행동을 구속,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상

인 수면에 방해가 되어 정확한 수면 자세를 측정할 수 없

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압력센서  카메라

와 같이 무 구속 인 센서를 이용한 수면 분석 연구가 이

루어졌다.[6-8] 압력센서를 이용한 수면 연구의 경우 침

매트에 센서층을 달아 수면자세를 측정하는데 이때, 센서

의 수는 많은 양을 요구하며[6], 매트 에 수면자가 아닌 

다른 사물에 의해 수면자로 오감지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 수면 자세를 촬 할 때 카

메라 특성 상 많은 잡음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조명 문제

로 인해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자세 측정에 어려

움이 있으며, 자세를 측정하기 해 수면 시 이불을 덮을 

수 없다는 한계 이 있다. [7,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와 압력센서를 병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무자각, 무구속  수면 자세 측정이 가능

한 수면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 방법

  2.1 시스템 구성

   수면 에 취하는 자세 인식을 해서 그림 1과 같이 

자세 감지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 다. 수면  인체의 

 치 정보와 침 에 닿는 압력 정보를 함께 측정

하기 해 키넥트 카메라와 압력센서가 부착된 매트를 자

세 분석에 활용하 다.

  키넥트 카메라는 침 의 심을 기 으로 높이 1.8m 에 

설치하 으며, 매트는 침  상단의 치로부터 15cm 아래

에, 하단의 치로부터 5cm 에 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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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면 자세 인식을 한 체 시스템 구성도

  일상생활  인체와 장시간 직 인 이 이루어지

는 침 에 압력센서를 부착한 매트를 깔고 이를 심으로 

수면 자세를 단하 다. 수면 상자와 침  매트리스와

의 압력을 측정하기 하여 상용압력센서를 부착한 

침 매트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압력 센서에서는 외부에

서 가해지는 압력이나 변  등에 의해 응하는 압이 

출력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FSR 

시리즈  긴 압력센서 타입인 FSR-408 센서를 사용하

다. 

<그림 2> 침  매트리스 압력 센서 구조

  침  매트의 센서 배치는 그림 2와 같다. 매트의 크기는 

90x180(cm)이며, 압력측정은 크게 상체부와 하체부로 

나 고, 이를 다시 4부 (side_right, side_left, center_righ, 

center_left)로 나 어 총 8부 의  압력을 측정하

다. 8개의 압력 센서는 세로로 배치하 고, 센서의 사이 

간격은 20cm, 상체부와 하체부의 사이 간격은 10cm로 설

정하 다. 이는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평균 신장과 매

트에 닿는 인체의 면 을 고려한 것으로, 상체 부에는 

주로 어깨와 팔, 하체 부에는 주로 엉덩이와 다리의 압력

이 측정될 수 있도록 배치하 다. 

  키넥트 기기는 RGB, 외선, 깊이센서가 내장되어 있으

며 OpenNI를 활용하여 인체의 을 인식할 수 있다. 

한 인식된 각 의 3차원 좌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

며 외선 카메라로 인해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추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압력 센서가 부착된 매트는 사용자가 침

에 웠는지, 침  범 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단하며 

수면  수면 자세 패턴 별로 어떠한 압력 데이터를 나타

내는 지를 모니터링하기 해 사용되었다. 키넥트 센서는 

사용자가 침 에 운 순간부터 침 를 벗어나기 까지

의  좌표 변화 데이터를 장하여, 사용자의 수면 자

세 변화를 인지하기 해 사용되었다.  

  2.2 데이터 획득  처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20  성

인 남녀 7명을 상으로 6가지 수면 자세를 취하 다. 분

석하고자 하는 수면 자세 패턴 정보는 국의 

SAAS(Sleep Assessment and Advisory Service)에서 조

사한 6가지의 표  유형  Soldier, Foetus, Freefaller, 

Starfish, Log와 Sit로 구성하 다. 아래는 피험자1이 취한 

각 수면 자세를 촬 한 상이다.  

     

(a)     (b)     (c)     (d)     (e)     (f)

<그림 3> 피험자 1의 실험 상

  실험에서는 침 에 바로 운 정자세를 기  자세로 두

고 이로부터 (a)정 자세, (b)태아형 자세, (c)뒤돌기, (d)통

나무 자세, (e)불가사리형 자세, (f)일어나기의 총 6가지 

유형의 자세로 변화하는 동안의 압력  상 데이터를 

측정하 다. 압력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매트에 배

치된 8가지 부 의 값을 측정하 으며, 상 데이터는 키

넥트 디바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에서 양

쪽 손과 양쪽 무릎의 x좌표, y좌표 데이터를 측정하 다. 

침  매트에 배치된 압력 센서와 키넥트의  치 데

이터는 실시간으로 동시에 측정하 고 측정 시간은 각 자

세 당 30 , 샘 링 이트는 30Hz로 설정하 다. 이로써 

피험자가 취하는 각 수면 자세마다 압력 값, 양 손과 무릎

의 좌표 값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센서로부터 얻은 7명의 데이터는 뉴질

랜드 와이카토 학교(University of Waikato)가 개발한 

데이터마이닝의 표 인 SW 툴인 Weka 3.6버 을 사용

하여 각 수면 자세 패턴을 분류하 다. 입력에 사용한 특

징 데이터는 8개 압력 센서의 값과, 양쪽 손과 무릎의 x, 

y좌표로 총 16개이며, 이를 Weka 입력 형식을 따르는 데

이터 일인 Arff로 변환하 다. 키넥트와 압력 센서로부

터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KNN(K-Nearest Neighbor) 분류기를 

용하여 수면 자세 패턴을 분류하 다.

3 . 결과

  키넥트와 침  매트로부터 수면 자세를 동시에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를 K-Nearest Neighbor(KNN) 분류기로 패턴 

분류한 결과 표 1과 같이 정확도가 99.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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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NN을 용한 수면자세 분류 결과

Class TP 
Rate

FP 
Rate Precision F-Measure

Soldier 1 0 0.999 1

Foetus 0.999 0 0.999 0.999

Freefaller 0.998 0 0.998 0.998

Starfish 0.999 0 0.998 0.999

Log 0.997 0 0.999 0.998

Sit 0.999 0 0.999 0.999

  한편, 키넥트의  좌표 정보로만 수면 자세 패턴을 

분류한 결과 정확도가 26.35%, 8개 압력 센서의 데이터로

만 패턴 분류한 결과 43.2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키넥트와 매트를 함께 측정한 데이터의 패턴 

인식 정확도가 두 센서 값을 각각 용한 경우보다 

73.52%, 56.63%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4. 결론  고찰

   본 논문에서는 수면  침 에 설치한 키넥트와 압력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수면 자세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둘의 정보를 동시에 측정하여 수면 자세를 인

식한 결과 정확성이 99.87%로 높은 인식률을 보 으며, 

이를 통해 수면 자세 인식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사용자

는 수면  무 구속 으로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여, 자신

도 모르던 수면 습 을 장기 으로 체크하고 기록하여 수

면 습 을 체계 으로 분석한다면 수면장애를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는 운 자세의 모양과 매트에 닿는 신체 부 의 

압력뿐만 아니라 호흡과 맥박 신호를 함께 측정할 수 있

는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어 리 이션을 구 하고자 한다. 한 수면 매트에 한 

개발 시, 매트에 부착하는 센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사

용자의 신체조건  생활환경을 고려한 실제 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수면의 질을 단

하고, 욕창, 낙상, 수면무호흡증 등의 수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하기 해 사 에 험 신호를 감지하고 평소

에도 올바른 수면습 을 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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