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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교육현장 및 가정에서는 창의적 학습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유아 및 청소년기 아동의 교육 수요가 증가하

고 있지만, 단순한 암기교육 위주와 고전적인 교육방식은 학습자 중심적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책

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지루한 고전적인 학습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융합 교육 트렌드에 부응하는 

교육 방법 및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재미있고 친숙한 접근방법을 통해 운동을 

병행하며 학습할 수 있으며,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 활성화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 주제어 : 유아, 청소년, 학습, 콘텐츠, 센서시스템

Abstract With the importance of creative learning highly valued, the demand fo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and 
adolescence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but simple memorization-oriented and classical teaching methods tend 
not to prove high effectiveness in terms of learner-centeredness. Students who study static at their desks for a long 
time do not prefer boring classical learning methods, and there is also a lack of educa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content that conforms to the convergence education trend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Therefore, this study has 
created a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exercise and learn at the same time through a fun and familiar approach, and 
implement educational content through activation of brain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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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교육현장 및 각 가정에서는 창의적 교육 방법

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융합 교

육 콘텐츠와 교육 보조기기의 개발은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방법에서는 스위치, 키보

드, 마우스, 터치센서 등 다양한 입력방법을 통해 사용

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이며, 모니터, 세그먼트, LED 

등을 통한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형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주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

트방식의 센서를 적용하여 재미있고 친숙한 접근방법

을 통해 운동-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뇌 가소

성(brain plasticity)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구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고감도 발 매트 센서들이 개

발되어졌으나, 체중 및 부하 하중으로 인한 파손이 주

요 문제로 제기되었다[1-4]. 또한 기존의 전도성 고무

를 이용한 센서 매트는 재현성이 부족하여 정량적인 

데이터의 검출이 어려웠다[5]. 따라서 우리는 부하 하

중에 강한 새로운 형태의 발판 매트를 개발하고자 한

다.  

Ⅱ. 연구방법

2.1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운동-학습 시스템은 소규모 

환경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휴대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사용자의 운동 능력을 센싱하고 피드백하는 센서매

트, 다양한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안드

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앱과 PC 소프트웨어, 다수의 

센서 매트와 모바일 앱 혹은 PC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위한 통신 모듈 및 통신 중계기, 운동 콘텐츠 업데이

트를 위한 외부 서버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각 파트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블루투

스 통신, 직렬 통신, 유/무선 LAN 통신을 활용하였으

며, 사용자 관리, 콘텐츠 관리, 운동-학습 시스템의 효

과 분석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 및 PC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그림 1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블록도이다. 말단의 매

트 센서에서 입력된 신호를 각 매트에 부착된 송신기

를 통해 중계기와 통신하도록 하였으며, 중계기를 통

해 수신된 데이터를 PC 콘텐츠와 연동하도록 설계하였

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2.2 센서 시스템의 개발

2.2.1 센서 디자인 및 설계

센서부의 매트는 사용자의 발판 입력을 센싱하기 

위한 멤브레인 스위치 센서, 센싱 정보를 통신 모듈로 

전송하기 위한 컨트롤 보드, 네오프렌 소재의 외부 커

버로 구성된다.

멤브레인 스위치 센서는 가로 700mm, 세로 600mm

의 규격으로 설계되었으며, 센싱부의 간격을 200mm로 

배치하여 각 센싱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센서의 오동

작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2는 멤브레인 센서의 도면으로 멤브레인 센서

는 두 장의 얇은 필름형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압력 

부하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를 감지하여 신호를 변환하

는 형태이다.

Fig. 2. Sens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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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센서 제어 회로 설계

그림 3은 신호의 송수신을 위한 중계기의 제어회로

로서 센서부 매트의 센싱 정보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ga328PB, Microchip Technology)와 블루투스 모

듈 (BGM113, Silicon Labs)를 사용하여 컨트롤 보드를 

설계하였다.

MCU로 사용된 ATmega328PB는 저전력 CMOS 8-bit 

마이크로컨트롤러로서, 20㎒의 최대 클락 주파수, 

32kbyte의 플래쉬 메모리와 2kbyte의 SRAM을 포함하

고, 5개의 타이머, 256개의 범용 입출력 장치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GPIO)등 다양한 주변장치를 제

공한다.

PC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중계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어지므로 외형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가로 100mm, 세로 100mm 이내의 PCB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Fig. 3. Main Control Circuit Board

2.2.3 센서 제어 시스템 제작

그림 4는 매트 센서의 외장 커버를 나타낸 것으로 

멤브레인 스위치 센서 상/하부에 네오프렌 소재의 외

부 커버를 덧대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킴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네오프렌 소재는 의료기기 및 특수 원단에 사용되

는 소재로서, 3T 정도의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

자가 체육활동 시 전도되더라도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4. Sensor Device

     

2.3 통신 시스템의 개발

2.3.1 중계기 시제작

그림 5는 입출력 신호 전달을 위한 중계기로서, 다

수의 센서로부터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계하였다.

각각의 보드에는 블루투스 4.0 기반의 BGM113을 사

용하여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원이 공

급되면 주변의 센서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페어링 및 

연결되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Fig. 5. Repeater for Wireless Communication

2.3.2 통신프로토콜의 정의

개발된 운동-학습 시스템은 동 시간에 여러 개의 

센서로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므로, 실시

간 데이터 통신을 통한 콘텐츠 운용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표 1은 통신 프로토콜로서 원활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서 센서로부터 입력신호의 값, 디바이

스의 상태 등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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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매트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앱 및 

PC 프로그램간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통신 

규약을 설정하였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은 5byte로 제한하였으며, START byte와 STOP 

byte를 각각 ‘0xF1’과 ‘0xF2’로 설정하여 프레임

의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송하는 데이터 내에 디바이스 번호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다수의 센서 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Communication protocol

START
COMM
-AND

DATA1 DATA2 STOP

0xF1 0x01 Device No.
Device
Ver.

0xF2

0xF1 0x02 Device No. Battery 0xF2

0xF1 0x03 Device No. Input No. 0xF2

0xF1 0x05 Device No.
Connectio
n Info.

0xF2

2.4 애플리케이션 개발

2.4.1 모바일 앱 및 PC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6은 시작부터 종료까지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6. Software Flowchart

그림 7은 운동-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게 되는 앱 화면으로 시작,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

관리, 콘텐츠 관리, 실행화면, 결과보기, 통신 설정 등

의 화면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사용자

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앱과 PC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앱은 8.0인치 

16:10 비율 WXGA (1280×800) TFT-LCD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갤럭시탭 A (SM-T380, Samsung) 화면에 최

적화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PC 프로그램은 비쥬얼 스

튜디오 (Visual Studio 2019, Microsoft)를 활용하여 다양

한 윈도우 OS 버전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동 콘텐츠 이외에 로그인/로그아웃, 지점 및 

회원 관리, 콘텐츠 업데이트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사

용성을 고려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Intro b. Login

c. Communication Connection d. Main

e. Branch Control f. Playing

g. User Control h. Result

Fig. 7. PC Software (Gaming Contents)

2.4.2 데이터 서버 구축

본 연구에서는 활용되는 데이터 관리 및 콘텐츠 업

데이트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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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서버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서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Amazon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임대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Amazon Wev Service, AWS)를 활용

하였다. AWS는 EC2 (컴퓨팅 서비스), RDS (DB 서비

스), S3 (파일 서버 서비스), Elastic IP (고정 IP 서비스) 

등 서버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친숙한 접근방

법을 통해 운동-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센서 매트는 사용자 1명 당 1개씩 기립한 상태로 

사용하며, 총 8개의 매트와 1개의 중계기로 구성된다.  

매트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멤드레인 센서의 필름

형태의 판에 가해지는 압력 감지를 통한 저항값의 변

위로 센싱을 판단하도록 하며, 무선통신 및 다중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통신하도록 하였다.

중계기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이용하여 교육 콘텐

츠를 제어하도록 하며, 게임 형태의 콘텐츠를 구성하

여 사용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Ⅳ.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운동-학습 시스템을 이용하

여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연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지루했던 학습 방식을 탈피하여 영어, 역사 

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학습 내용을 게임형태의 퀴

즈 콘텐츠로 구성하였고, 음악, 댄스를 응용하여 몸을 

함께 움직임으로써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

성하였다.

또한 학습 시 몸을 움직이게 될 경우, 암기 및 연상 

능력이 제고되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에 제기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의 콘텐츠 다양화, 

데이터베이스 안정화, 학습능력의 개선의 정량적 지표

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Z. Han, H. Li, J. Xiao, H. Song, B. Li, S. Cai, Y. 
Chen, Y. Ma, X. Feng, “Ultralow-cost, highly sensitive, 
and flexible pressure sensors based on carbon black and 
airlaid paper for wearable electronics,” in ACS Appl. 
Mater. Interfaces, vol. 11, pp. 33370-33379, 2019.

[2] C. B. Huang, S. Witomska, A. Aliprandi, M. A. 
Stoeckel, M. Bonini, A. Ciesielski, P. Samori, 
“Molecule-graphene hybrid materials with tunable 
mechanoresponse: Higly sensitive pressre sensors for 
health monitoring,” in Adv. Matter, vol. 31, pp. 
1804600, 2019.

[3] Y. Meng, H. Li, S. Zhang, L. Li, “High-performance 
pressure sensor for monitoring mechanical vibration and 
air pressure,” in Polymers, vol. 10, pp. 587, 2019.

[4] J. E. Park, M. H. Kim, I. S. Hong, T. W. Kim, E. H. 
Lee, E. H. Kim, J. K. Kim, Y. J. Jo, J. H. Koo, S. Y. 
Han, J. S. Koh, D. S. Kang, “Foot plantar pressure 
measurement system using highly sensitive crack-based 
sensor,” in Sensors, vol. 19, pp. 5504, 2019.

[5] J. Choi, J. Seo, J. M. Park, “Development of a foot 
pressure distribution measuring device for lower limb 
rehabilitation,” i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vergence Signal Processing, vol. 18, pp. 1-5, 2017.

저자 소개

최 정 현 (Jung-Hyeon Choi)

2007년 2월 :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공학사)

2009년 2월 :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공학석사)

2016년 11월~현재 : AIRLab

연구소장

관심 분야 : 재활의료기기,

생체신호, 의료영상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2020. 

- 112 -

박 준 호 (Jun-Ho Park)

2007년 2월 :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공학사)

2009년 8월 :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공학석사)

2004년 3월~현재 : AIRLab 대표

관심 분야 : 재활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영상

윤 지 숙 (Ji-Sook Yoon)

2007년 2월 : 인제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인문학사)

2009년 8월 : 인제대학교 

영어교육과(교육학석사)

2018년 4월~현재 : 랭핏 대표

관심 분야 : 교육콘텐츠, 영어체육

서 재 용 (Jae-Yong Seo)

2001년 2월 :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공학사)

2003년 2월 :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공학석사)

2017년 2월~현재 : ㈜THK컴퍼니 

연구소장

관심 분야 : 재활의료기기,

전동복지기기, 보조기기

박 찬 홍 (Roy C. Park)

2008년 8월 : 상지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사)

2010년 8월 : 상지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공학석사)

2015년 2월~2019년 2월 :

상지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공학박사)

2019년 3월~현재 : 상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관심 분야 : 클라우드, 빅데이터, 헬스케어, 인공지능,

HCI, 정보검색, 추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