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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족저압 측정 및 실시간 족저압 모
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채널
섬유 커패시티브 압력매트센서를 개발하고 개발한 압력 센서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입력매트센서에서 각 섬유 압력센
서는 10 mm x 10 mm의 크기를 가지며, 96개의 채널(16열 x 6
행)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한 센서의 압력 값을 확인하기 위해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였고, 센서로부터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커패시턴스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후 개발한 압
력센서의 성능평가를 위해 반복성과 선형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개발한 센서의 반복성과 선형성을 확인하였지만,
인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으로 인한 오차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측정 무게의
범위를 넓히고, 인장기를 사용하여 인체의 떨림으로 인한 오차
를 배재시킨 후, 다채널 섬유 커패시티브 압력매트센서를 개발
하여 족저압 측정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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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채널의 센서는 각각 10 mm x 10 mm의 크기를 가지며, 5
mm 간격으로 그림 1과 같이 16열 x 6행으로 배치하였다.

론

족저압은 발의 전체 압력과 발의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
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신호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
고 인체의 균형 및 신체 질병 상태와 족저압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측정 대상 중 하나이다[1,2]. 신체 질병 상태와 족저압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의 예로는 만성 요통 환자와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족저압을 측정하여 족저압과 해당 질병
간의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3,4]. 또한, 인체의 비만, 척
추후만증, 뇌졸중, 요통 등과 같은 질병은 인체의 불안정성을 초
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인체의 변화가 족저압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족저압
관찰은 중요하다[3-6].
하지만, 족저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족저압을 측정하는 장치
인 Force Plate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장치는 정확한 지면반력
값을 측정하지만, 고가의 장비라는 한계점이 있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렴한 전도성 섬유를 기반으로 족저압
을 측정할 수 있는 다채널 커패시티브 압력매트센서와 측정한
족저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
구로서 개발된 센서의 반복성과 선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본

 (진공 상태의 유전율),  (유전체의 유전율), A(도체 평판의
면적)은 일정하지만 d(도체판 사이의 거리)가 변하므로 C(커패
시턴스)의 값을 통해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론

2.1 다채널 섬유 커패시티브 압력매트센서 개발

족저압을 측정하기 위해 전도성 섬유를 기반으로 다채널 커패
시티브 압력매트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센서는 커패시턴스
원리인 식 1을 기반으로 압력을 측정한다.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림 1> 개발된 다채널 섬유 커패시티브 압력 센서
2.2 족저압 측정 시스템 개발

시스템 블록도는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96개의 채널을
가진 섬유 압력센서의 압력 값을 획득하기 위해서 16개의 Input
과 1개의 Output을 가진 아날로그 멀티플렉서
74HC4067PW(nexperia, Netherlands)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발
된 센서로부터 압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Arduino
Due(Arduino, Italy)를 사용하였다. Arduino Due의 Digital
Output을 통해 섬유 커패시티브 센서가 충전되었다가 방전되는
시간 동안 변수를 증가시켜 이 변수의 값을 압력 값으로 사용하
였다. 이후, 신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MAF(Moving Average
Filter)로 전처리하였으며 MAF의 윈도우 크기는 10으로 설정하
였다. 전처리된 데이터는 Serial 통신을 통해 C# 기반으로 개발
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송신하여 디스플레이 하였다. Baud
rate는 115200이며, Sampling Rate는 2.5 Hz로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2.3 다채널 매트센서 성능평가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가지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 1) 섬유 커패시티브 센서의 반복성을 확인하기 위해, 96
개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50 g의 무게를 가진 분동을 5초 동안
올려 놓은 후 5초간 내려놓았다. 위 동작을 100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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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섬유 커패시티브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압력 측
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채널 섬유 커패시티브 압력센서
를 개발하여 센서의 반복성과 선형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
능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센서가 가진 반복성과 선
형성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실험한 성능평가를 바탕으로 족저압
측정 및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 force
plate를 통해 족저압 측정 성능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 족저압 측정 시스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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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다채널 섬유 커패시티브 센서의 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 g 무게의 분동부터 10 g씩 증가시키며 50 g 무게의 분
동까지 총 5가지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분동
은 10 g, 20 g, 50 g 무게의 3가지 분동을 사용하였고, 30 g의
경우 10 g과 20 g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40 g의 경우 20 g 2
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4 실험 결과

표 1은 섬유 커패시티브 센서의 반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분동을 올려놓지 않았을 때의 센서의 baseline, 50 g
분동을 올려놓았을 때 측정한 압력 값, 무게를 올려놓았을 때
baseline으로부터 상승한 압력 값에 대한 평균(AVG)과 표준편
차(SD)를 구하였고, 표준편차는 ± 10 PPS(Pulse Per Second)보
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커패시티브 압력센서 반복성 성능평가

a
b

c

AVG
151.96
218.63
66.67

a) 분동을 올려놓지 않았을 때의 센서의 압력 값
b) 50 g의 분동을 측정한 압력 값
c) 무게를 올려놓았을 때 baseline으로부터 상승한 압력 값

(단위 : PPS)
SD
± 3.14
± 7.86
± 8.25

그림 2는 섬유 커패시티브 센서의 선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
험의 결과이다. 분동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수집된 압력 값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무게를 올려놓았을 때 baseline으로부터
상승한 압력 값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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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커패시티브 압력센서 선형성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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