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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보행 시 양발에 가해지는 압력분포를 통한

자세 뒤틀림 측정 및 분석

Posture for Distor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Through 

the Pressure Distribution During a Person Walking

홍 주 희*․김 경 호†

(Ju-Hee Hong․Kyung-Ho Kim)

Abstract – In this paper, a device for analyzing the pressure distribution during walking was produced by using the pressure 

sensor on the heel. This device was limited to a frequency band by using the 1st low-pass filter. And an algorithm to 

analyze the value of the quantity to pressure using a analog to digital converter. It is used by using the threshold voltage of 

pressure sensor, it is suggested the algorithm. The algorithm is detected the peak which is exceeded the threshold voltage. 

and thus in accordance, it is detected the number of steps. And the calorie consumption were detected by using it. Also it 

used an MCU and Bluetooth. And by confirming the data at the LCD of the other MCU, it was to reduce the size of the 

device. According to this algorithm, it has the advantage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activity than when using an 

imaging device and it is inexpensive than other sensors such as an acceleration sensor or a gyro and it is easy to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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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척추 질환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된 

질환이다[1]. 이러한 척추 질환은 항시 척추 질환 및 허리 질환

은 장년층에서 발병하기 쉬운 질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 사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학교, 화사, 지하철에서 이와 같은 전

자기기를 장시간 확인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현대인들은 과도한 학습량이나 업무량으로 인해 오랜시간 책

상에 앉아있는 좌식 생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운동량이 감소하

고 있다[1].

문화 체육 관광부는 10대의 주 2~3회 이상의 규칙적인 체육

활동 참여율은 1994년 50.2%에서 2010년 34.8%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10만 3천명이었던 척추

측만증 환자는 2010년 11만 6천명으로 5년간 12.2% 증가하였다

고 발표하였으며, 5년간 척추측만증 환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

여 운동부족과 좌식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3]. 그림 1은 5

년간 척추측만증 환자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를 나타낸다.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인체의지지 구조들이 받는 하

중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데, 자

세가 바르지 않을 경우 척주(vertebral column)의 위치도 바르지 

않게 정렬된다[4]. 

그림 1 5년간 척추측만증 환자 진료인원

Fig. 1 Scoliosis consultation personnel during 5 years

또한 틀어진 자세로 인해 체간 근육들 또한 비대칭적으로 발

달되어 인체 중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어 근력 또한 매우 

낮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엔 척추의 휘어진 정도에 따

라 심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5] 심할 경우 수명까지 단축

될 수 있어, 조기 진단 및 전문적 상담과 치료가 중요하다[6].

척추측만증은 잘못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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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7]. Sweden의 Malmo General Hospital 보고서에서 조기검

진은 40도 이상의 척추측만 비율을 63% 감소시킬 수 있으며[8] 

전문가들은 조기 검진만으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교정의 효과

가 있다고 보고했다[9]. 

현재 임상에서는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강제형 자세 교정기를 

주로 착용하도록 권유하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행동에 제약이 있

어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어려운 한계

점이 있다. 또한 척추측만도를 판별하고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X-ray와 MRI 같은 의료영상을 통해 측정하는데, 이는 현재 상태

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한 시점의 정보밖에 획득할 수 

없어, 척추측만도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

정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고가의 영상장비를 사용해야하는 문제

점이 있다[8].

이러한 척추 질환 뿐 아니라 현대 습관은 비만, 고혈압, 협심

증, 심근경색,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노화

와 비만 예방을 위한 구기 운동, 격기 운동, 요가, 헬스 트레이닝 

등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운동생리학

적 차원에서 걷기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학

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는 일주일에 5일정도, 하루 30분 이상씩 걸

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37%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Leon 등은 6명의 비만남성(BMI=38)을 대상으로 11주동안 

하루 90분씩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평균 5.9kg의 체지방 감

소와 0.2kg의 무지방조직의 증가가 있었으며 체지방을 23.3%에

서 17.4%로 감소함을 관찰하였다[11]. 또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내 신체 능력에 

맞는 적당한 속도와 운동량으로 운동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걷기 운동은 체계적인 운동을 하기 힘들며, 자

신이 소모한 칼로리나 운동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 장

기적이며 성공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칼로리 소모와 같은 운동량

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발의 뒤꿈치에서의 압력센서를 이용

하여 기존의 양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

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사

용자의 정량적인 운동량을 분석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였다.

2. 본  론 

2.1 보행 패턴 측정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독립적인 척추측만증 검사와 자세 교정

이 아닌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양발에 실리는 무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알리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개발한다. 자세 분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

력 센서를 이용하였으며, 저항이 변화하여 출력되는 전압 값에 

영향을 미치는 piezo-resistive effect 기반의 압력센서를 사용하

여 양발의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는 디바이스를 제작

하였다.

그림 2 시스템 개발 방법

Fig. 2 System development method

압력 센서만 사용하였을 경우 출력되는 값이 미미하여 op-amp

를 사용하여 증폭하였고 이 때. 전원이나 전자파, 배선 등에 의한 

잡음이 섞이게 되어 바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op-amp를 활용한 1차 능동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 즉 잡음을 제거하였다. 

증폭되어 출력되는 값은 0~5V이다. 비반전 증폭기를 사용하여 

압력을 가했을 때, 즉 발로 밟았을 때 전압이 0.7V로 낮아지며,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즉 발을 지면에서 떼었을 때 전압이 

4.9V 정도로 높아진다. 이 때, 출력된 값은 블루투스 통신 및 지

속적으로 확인 및 분석 할 수 있게 디지털화, 즉 Analog to 

Digital Converter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른 기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MCU를 

사용하였으며, MCU는 5V 구동의 atmega128을 사용하였다. 

장착된 MCU의 블루투스를 통해 다른 MCU에 장착된 LCD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은 본 논문의 기술 구

성도이다. 

그림 3 기술 구성도

Fig. 3 Technical Configuration

2.2 패턴 분석

그림 4는 실험을 진행할 때, 피험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

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때, 흉곽과 어깨의 자세가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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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척추의 곡선이 정상인 자세가 바른 자세로서 이를 위해 벽

에 기대어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12].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피험자로 실험을 진행하였던 척추측만증 환자의 

X-ray 사진이다. X-ray 사진은 본 논문에서의 디바이스와 현재 

척추측만증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X-ray와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

었다. 

패턴 분석을 위하여 성인 남녀 20명(남자 : 17명, 여자 : 3명)

을 대상으로 보행을 실시하였다. 이 때, 피시험자는 척추측만증 

환자 5명(남자 : 4명, 여자 : 1명)을 포함하고 있다. 양 발에서의 

압력 값을 atmega128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자세 측정 실험

과 더불어 운동량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reference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labview signal processing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하였다.

그림 4 실험을 위한 바른 자세

Fig. 4 Correct posture for experiments

 

그림 5 Reference를 위한 척추측만증 환자 x-ray 사진

Fig. 5 Scoliosis patient x-ray photo for Reference

그림 6과 7은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얻은 데이터이다. 이때 그

림 7은 척추 질환이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의 결

과 사진이며 그림 8은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의 결과이다. 이 때, 오실로스코프의 VOLTS/DIV는 200mV/DIV 

이며, 빨강선이 왼발, 노란선이 오른발을 나타낸다. 아래의 2개의 

데이터 사진을 통해 일반인은 왼발과 오른발의 압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척추측만증 환자의 경우 압력 차이가 많

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일반인 압력 데이터

Fig. 6 Ordinary person's pressure data

그림 7 척추측만증 환자 압력 데이터

Fig. 7 Scoliosis patient’s pressure data

2.3 알고리즘

그림 8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을 하였다. 

양발에 부착된 압력센서를 통해 양발의 압력을 측정하고 양발

의 압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측정된 양발의 압

력차이 즉 왼발과 오른발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위험을 알리는 

경고성 메시지를 페어링 된 블루투스가 연결된 다른 MCU에 전

송하여 LCD를 통해 표시하고 양 발의 족압 차가 30 이하이면 

정상을 알리는 다른 메세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이다.

본 실험을 위해 척추측만증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총 2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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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세 분석 그래프

Fig. 9 Graph of analysis of the posture

그림 8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행 알고리즘

Fig. 8 Our suggested a persons walking algorithm

표 1은 자세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나타내며, 그림 9는 자세 

분석을 위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때 표 1에서의 1~20은 각각의 피험자를 나타내며 16~20번 

피험자는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피험자이다. 이때 데이터 값

은 ADC 값을 나타낸다.

다음의 그래프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명의 피험자 

중 15명의 정상 피험자는 양발의 압력차가 30 이하인데 반해, 척

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피험자는 양발의 압력차가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1 자세 분석 데이터

Table 1 Data of analysis of the posture

1 2 3 4 5 6 7 8 9 10

오른발 262 313 320 412 350 228 312 161 360 461

왼  발 285 297 348 411 327 226 332 142 341 48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오른발 302 513 472 491 603 118 612 511 310 248

왼  발 311 527 493 513 591 68 487 620 382 312

2.4 실험 및 데이터 분석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보행 실험 및 자세 분석 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발뒤꿈치에서 측정하도록 제작한 압력 센서 디바이

스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그림 4의 바른 자세를 유

지하며 양 발뒤꿈치에 압력 센서 디바이스를 고정시킨 후 MCU를 

통해 블루투스 통신 하여 양 발에 가해지는 압력 패턴을 분석하

여 양 발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자세 뒤틀림을 검출하였다.

그림 10과 1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디바이스

와 디바이스를 착용한 사진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atmega128

와 압력 센서로 사용된 Flexiforce의 경우 5V 구동이며, 블루

투스 통신을 위해 사용된 FB155BC의 경우 3.3V 구동이므로 

lm1117과 lm7805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인터럽트 사용을 

위해 스위치를 사용하였고, 증폭기와 베터리를 사용하였다. 측정

을 위해 양 발뒤꿈치에 압력 센서를 고정하였으며 발뒤꿈치에서

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압력센서 이외의 회로는 팔에 부착하여 보

호대를 사용하였다.

 

그림 10 모의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실험 장치

Fig. 10 Implemented device for walking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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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디바이스 착용 및 측정 방법

Fig. 11 Manufactured devices and Wearing the device

그림 12 분석결과

Fig. 12 Results of analysis

그림 12는 양 발에서 측정된 압력 값에 따른 자세 분석을 

블루투스가 장착된 다른 MCU를 통신하여 LCD를 통해 본 모

습이다.

3. 결  론

척추측만증은 잘못된 생활 습관 개선 및 경각심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행 시 양 발뒤꿈치에서

의 압력을 검출하여 자세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기

존 영상장치를 이용하였을 때 보다 개인의 특성을 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이 적고, 활동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MCU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블루투스

를 통해 다른 MCU에서 LCD로 확인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실험에서 자세를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척추측만증을 진단하는 

X-ray를 비교하였을 때 100% 정확도를 볼 수 있었다.

이는 각종 척추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관리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소자와 기술을 

이용하면 현재 주목받고 있는 wearable device로써 활용 가능성

이 크며, 보다 사용하기 쉽고 정확한 기본적인 건강검진 시스템

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4R1A2A1A11053025)

References

[1] Jeong-Eun Kim, “Effects of Corrective Spinal Exercises 

on Cobb's Angle, Posture, and Multi-directional Core 

Muscle Balance and Strength According to Surface 

Typ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1.

[4] Gwang-Chul Shin, “Effects of 10 Weeks of Combined 

Remedy Exercise on Angle of Truncalrotation, 

Bodybalance, Electromyography, and Physical Fitness in 

Elementary Students with Scoliosis”, Kyung Hee 

University, 2014.

[5] Chun-Seong Lee, “Idiopathic Scoliosis”,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Vol.6(2), pp. 288-296, 1999.

[6] Ju-Gang Lee, “Textbook of Clinical Chiropractic”, Green 

Medicine, 1998.

[7] Yang-Su An, “A Study on Correct Posture Guidance 

Device for Scoliosis Patient”,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2009.

[8] Willner S. & Uden A., “A Prospective Prevalence Study 

of Scoliosisin Southern Swede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Vol. 53(2), pp. 233-237, 1982.

[9] Ki-Bok Kim, “A Survey Study of the Juvenile 

Idiopathic Scoliosis Using Radiation Indirect Examina- 

tion”, Han Seo University, 2005.

[10] Hyeok-Jeong Gwon, “Impacts of Walking Exercise on 

obesity”, Seo Nam University, 2009.

[11] A S Leon, J Conrad, D B Hunninghake, R Serfass 

"Effect of a Vigorous Walking Program on Body 

Composition, and Carbohydrate and Lipid Mdtabolism 

of Obese Young Man", Aam J clin Nutr, 32, pp. 

176-178, 1979.

[12] Gyeong-Ok Lee, Young Sook Lee, “Good Posture. 



기학회논문지 65권 3호 2016년 3월

492

Right Walk, 100 Years Old, Health”, The Application of 

Science to Walk, Vol. 2002(1), 2002.

   자   소   개

홍 주 희 (Ju-Hee Hong)

 2014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2014～현재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

 학 석사 과정.

김 경 호 (Kyung-Ho Kim) 

 1996 일본 게이오대학 공학석사.

 1999 일본 게이오대학 공학박사.

 2006～현재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