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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운동인 보행으로부터 걸음
수 및 양발 간 interval time 등 데이터를 얻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보
행 데이터(HS:heel strike)를 얻기 위해 신발의 뒷부분에 FSR-406압력
센서를 부착하였고, Ti사의 MSP430 MCU와 연결하여 신호를 획득하였
다. 획득한 신호는 Bluetooth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 보행 상태를 모니
터링 해주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도록 개발하였다. 안드
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보행패턴분석을 위한 그래프 및 유용한 보
행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용자별 보행정보를 축적
하고 추적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하였고, 웹서버
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은
보행분석과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2.1.1 FSR-406

*주요어 : Gait Analysis, Pressure Sensor, Android Application
1. 서

<그림 2> FSR-406과 특징

론

최근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스
마트 폰의 등장으로 편리하고 실시간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기술들이 개발[1]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 내부에 카메라와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하여 만보기, 운동량, 운동거리 등 보행과 관련된 기술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며, 인간마다 보행의 특성이 다르
다. 보행과 관련된 연구는 건강관리 측면, 고령자 및 편마비 환자, 뇌졸
중 환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스템 개발 및 연구[5-6]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근전도(EMG:Electromyogrm)를 병행하여 FFT분석을 통한
연구법[7]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행 데이터 측정은 압력센서, 가속
도 및 기울기 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발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HS데이터를 얻었고, Ti사
의 MSP430 MCU에 데이터를 받아, 보행 분석에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걸음 수, 양발의 Step과, Stride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후
Bluetooth 통신을 통해 무선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보행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여 웹서버에서 의료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보행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후에 스마트폰과
압력센서를 이용한 보행연구에 널리 도움이 되고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
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크게 FSR-406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를 계측하는
계측부, 압력센서로부터 나오는 전류를 전압신호로 바꾸고, UART통신
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담당하는 MCU와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부, 데이터 전송을 위한 Bluetooth 모듈과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FSR-406압력센서는 압력에 따라 RM저항의 변화로 힘의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의 압력센서로, 범위는 100g-10kg이다.
RM저항은 식(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데, MCU에 인가되는 전압이
3V일 때, 300Ω로 나타났고, 신발의 깔창 뒷부분에 적용하였다.

(1)

2.1.2 MSP430F5438A

<그림 4> MSP430F5438A
본 연구에서는 TI사의 MSP430F5438A를 이용하여 ADC및 UART를
구현하였다. MSP430F5438A칩은 16bit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구조 기반의 복합신호프로세서로 저전력이 강점이고, 폰노이
만 구조로 수행할 명령어를 쌓아놓고 순서대로 수행한다.
ADC는 2채널을 이용하여 sampling rate 100Hz로 압력센서로부터 보
행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UART통신은 3.41Hz를 사용하였고, 양발을 구
분하기 위해 오른발은 데이터 끝에 A, 왼발은 B를 기입하여 양발을 구
분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10초동안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걷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CPU를 ON/OFF되도록 하였
다.
2.1.3 Bluetooth 통신
MCU와 스마트폰 간 통신은 Firmtech사의 FB155BC와 스마트폰에 내
장된 블루투스 칩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하였다.(그림 5)
Baudrate는 9600bps를 사용하였고, 전송받은 문자를 즉시 SPP(Serial
Port Profile)로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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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시스템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스마트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웹서버로 실시간으로 저장하도록 구성
하였다. 차후 보건기구 및 전문가들의 연구에 필요한 임상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3. 결

과

3.1 시스템 성능 평가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용 만보계, 육안으로 보행 횟수 인식
률을 평가하였다. 보행 횟수 인식률은 (2)와 같은 식을 통해 얻을 수 있
다. R은 보행 횟수 인식률(%)이고, Nr은 육안으로 측정한 걸음 수, Ns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측정한 걸음 수이다. 결과는 표1과
같다.

<그림 5> FB155BC 칩
2.1.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
<표 1> 성능평가 결과
3km/h
5.5km/h

<그림 6>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2개의 패키지와 6개의 클래스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ActMain은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는 액티비티이고,
ActSignup은 회원가입이 가능한 액티비티, ActWalkaholic은 신호를 모
니터링해주는 액티비티이다. IntervalGraph는 스텝간 밸런스를 의미하는
수치인 Interval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View 클래스이고, WidGraph는
MCU로부터 전송받은 값을 그래프화 시켜주는 View 클래스이다. 그밖
에 Bluetooth통신을 하기 위한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클래스로 구성하였다. 실제 구현한 구조 및 기능은 그림7과 같다.

육안
98
180

만보계
97
176

인식률
98.97
97.77

시스템
95
155

인식률
96.93
90.11

일반 상용 만보계의 3km/h로 걸을 때의 인식률은 98.97%로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96.93%보다 2.02%의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
지만 5.5km/h로 걸을 때의 인식률은 7.7%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오차의 요인으로는 신발과 실험자의 발사이즈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접
촉이 발생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인한 압력센서와 발 사이의 유격이 제
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력센서와 MCU,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면서도
신뢰성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행분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시스템 성능평가 결과 피험자들의 발사이즈의 차이와, 발과 압
력센서간 유격으로 인해 상용 만보계 대비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없었
다. 또한 정확한 보행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발 뒷꿈치(HS)에만 압력센
서를 부착하는것이 아닌 발가락 떼기(TO)데이터를 함께 얻어야하지만,
발 뒤꿈치 데이터만 획득하였다. 차후 연구에서 앞꿈치에도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TO, HS데이터를 모두 획득하면, 보다 체계적인 보행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행분석과
관련된 연구에 널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그림 7> 구현한 스마트폰 플리케이션
StepLR은 왼발-오른발, StepRL은 오른발-왼발의 사이의 시간을 의미
하고, Step Balance는 StepLR과 StepRL의 시간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Stride는 같은 발이 다시 지면에 닿을 때 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StepCnt는 걸음 수를 의미한다. 노란색 선이 나타나는 그래프는 양발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로, 0에 가까울수록 균형이 잘 잡힌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래의 그래프는 오른발, 왼발의 전압 그래프이다.
2.1.5 Database 및 We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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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폰과 웹서버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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