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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 대한 둔부의 압력 분
포도를 측정하고 각 자세 간 분류가 가능한 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섬유 압력센서 기반 방석 타입의 센서를 제작하여
4가지 앉은 자세(정자세, 숙인 자세,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
린 자세,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린 자세)에 대한 둔부 압력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으며, 각 자세 간 분류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weka tool을 사용하였다. 분류 알고리즘은 J-48을 사
용하여 4-fold로 분류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0.954의 Precision
을 나타내어 자세 분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본 결
과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는 잘못된 습관의 앉은 자세를 인지하
고, 올바른 자세로 유도해 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1. 서

론

현 시대는 컴퓨터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환경을 하는 시대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점
점 사람의 근무환경에 있어 앉아서 일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앉은 자세의 경우, 누워있을 때와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각각 3배, 7배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앉은 자세
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올바르지 않
은 앉은 자세를 하게 되는 경우 골반 및 척추의 부담이 커져 요
통이나 척추측만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앉은 자세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는 앉은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써 방석 타입의 섬유센서를 개발하여 각 앉은 자세 별 둔부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데이터 마이닝 툴인 weka를 이용
하여 각 자세 간 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각 센서는 10x10( ) 크기로 가로, 세로 각각 3x3 채널로 배치를
시켜 둔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2 실험 방법

실험은 각 앉은 자세에 대한 둔부 압력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 전처리 후 각 자세 간 분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평가
를 하였다.
2.2.1 데이터 획득

각 앉은 자세 별 둔부 압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4가지 앉은
자세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건강한 20~30대
정상인 피험자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앉은 자세는 정자세, 숙인 자세,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린
자세,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린 자세 총 4가지를 피험자에
게 지시하였다. 앉은 자세의 순서는 무작위로 지정하여 각 자세
별 30초씩 측정을 진행하였고, 자세 간 9채널의 압력 데이터는
sampling rate 100Hz로 설정하여 획득하였다.
2.2.2 데이터 분석

앉은 자세 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 및 자세 분류를 시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서는 데이터의 잡음 제거 및 안정화 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
여 각 자세 별 획득한 30초의 데이터 중 앞 뒤의 5초간 데이터
를 제거하여 총 20초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
다. 각 앉은 자세에 대해 1초 간 획득한 100개 데이터의 평균값
으로 1초 주기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론

2.1 방석타입 섬유 압력센서 개발

<그림 2> 4-fold validation

앉은 자세에 대한 둔부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방석 타
입의 섬유 압력센서를 개발하였다. 섬유 압력센서는 두 플레이
트 간의 거리 차를 이용한 캐패시터 방식의 센서를 개발하였고,
각각의 섬유센서를 9채널로 배치시켜 그림 1과 같이 센서를 제
작하였다.

<그림 1> 방석 타입 섬유 압력센서 채널 별 위치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툴인 weka를 사용하여 각 자세
간 분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전체 데이터를
4-fold validation을 통해 검증을 하였고, 분류 알고리즘은
Decision Tree 기법 중 J-48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림 3> 각 앉은 자세 별 둔부압력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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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각 앉은 자세 별 섬유센서 채널의 둔부 압력 분포를 그림 3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둔부 압력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자세가 변할 때 마다 각 채널의
gray scale (0~255)로써 압력 데이터가 강할수록 어둡게 나타내
었다.
4가지 앉은 자세(정자세, 왼다리 꼰 자세, 오른다리 꼰 자세,
숙인 자세)에 대한 자세 분류 결과로는 표 1과 같이 평균 0.954
의 Precision을 보여 각 자세별 분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나타
내었다.
<표 1> 앉은 자세 별 분류 결과
Predicted Class

Acutal
Class
Precision

a

b

c

d

a

157

0

0

3

b

0

174

6

0

c

0

20

140

0

d

2

0

0

158

0.954

0.987

0.897

0.959

0.981

a) 정자세, b) 숙인 자세, c)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린 자세,
d)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린 자세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9-channel 방석 타입 섬유센서를 개발하여 각
앉은 자세에 대한 자세 분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 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압력 분포를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자세에 따라 가해지는 각 채널의 둔부 압력 분포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앉은 자세의 종류가 한정적이어서 좀 더 다양한 자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앉
은 자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앉은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초연구로써 압력 분포도를 통해 잘못
된 습관의 앉은 자세를 인지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도할 수 있
도록 모니터링 해주는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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