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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형 힘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인솔

김종호

주관기관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참여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추진 필요성
v 최근 건강에 대한 수요 급증
► 남녀노소 비만 심각성 à 심혈관 계통, 당뇨병 등 발생
►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듦 à 의료비 급증, 사회문제 대두
► 개인화된 건강관리 기기 개발 요구됨.

v 다이어트/칼로리 소모량 중요성
►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만보기 기능 부여
► 건강을 위한 칼로리 소모량에 대한 관심 증대
► 가속도 센서 기반 만보기 à 정확한 보행수, 보행거리 등 얻지 못함
► 기존 칼로리 소모량 계산에 대한 정확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함.

v 낙상예방 및 대책 중요성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노인들 낙상 사고 발생
► 20 ~ 30 % 타박상, 엉덩이뼈 골절, 뇌손상
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생생활 운동범위 줄어듦
► 단순한 설문조사 외에는 현재 적절한 낙상모델이 없는 상황임.

연구동향 및 기술성 분석
v 칼로리 소모량/낙상 연구 동향 및 분석
► 신체에 착용하는 다양한 기기 중 à 신발의 중요성 대두
► 전자파 두려움 작음, 운동시 필수 품목

v 신발 à 개인화된 최적의 웰니스 기기
► 나이키, 구글, 애플, 스타트업체 등 관심
► 깔창에 가속도 센서 부착(실용화 용이)
à 보행수, 보행거리 등 부정확한 정보
조선일보

v 족압센서(촉각센서) 기반 스마트 신발 요구됨
► 양쪽 발에 걸리는 족압(압력) 측정 à 보행시간, 보행거리, 보행속도 측정
► 족압분포를 이용한 체중 중심(COP), 체중 이동 경로 측정

v 주로 스마트 깔창에 대한 연구 집중됨
► 족압센서 갯수가 10개 미만 à 정확한 체중 중심, 대칭성 측정 어려움
► 깔창의 내구성 문제로 실용화에 한계를 가짐 à 미드솔에 장착되는 방안 요구

연구개발 목표
v 최종 연구개발 목표 (2015- 2020)
▶보행시간, 보행속도, 체중 이동경로, 체중 대칭성, 에너지 소모도 등
보행 바이오마커 측정을 위한 족압센서 기반 보행플랫폼 개발
à필름형 족압센서 사양
: 위치분해능 3 mm 이내, 30개 이상의 단위 힘센서, 50 ms 이내 스캔속도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0개 이상의 셀 기반 인솔 장착형 족압센서 제작

족압센서 기반 바이오마커
1차년
측정용 인솔(insole) 플
(2016)
랫폼 개발 및 임상적용

플랫폼 상호 통신기반 보행시간, 보행속도, 보행거리 분
석 알고리즘 개발 (칼로리소모량용 보행 정보)
정상인 및 요통/관절염환자 대상 보행플랫폼 적용 및 데이터 검증

족압센서 기반 미드솔
2차년
(midsole) 플랫폼 개발
(2017)
및 임상적용

30개 이상의 셀 기반 신발 장착형 족압센서 플랫폼 제작
족압분포기반 체중 이동경로 COP 분석 알고리즘 개발
정상인 및 파킨슨병 환자 대상임상적용 및 낙상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관성센서와 족압센서 통합 플랫폼 제작
족압센서, 자이로센서, 가
3차년
속도 센서 기반 통합 시제
(2018)
품 개발 및 임상적용

통합 플랫폼 기반 보행시간, 보행속도, 보행거리, COP
분석 알고리즘 개발
정상인 및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용

4차년
(209)

5차년
(2020)

스마트폰 연계용 바이오마
커 측정용 보행 플랫폼 개
발

개인용 보행 웰니스 기기
제품화

족압센서, 자이로센서, 가속도 센서 기반 통합 플랫폼 소
형화, 알고리즘 신뢰성, 정확성 평가
정상인 및 환자 대상 임상적용, 데이터 측정 및 분석
신발업체와 협력한 통합 보행 플랫폼 대량생산 기술 개
발
정상인 및 환자 대상 임상적용보행 바이오마커 측정용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

연구결과 : 센서 및 신호처리부 사양
v 센서 사양
► 5 x 15 어레이 (75 개 셀), 셀 크기 : 직경 3.5 mm, 범프 : 직경

v 보드 사양
► 크기 : 25 mm x 40 mm, 두께 : 3 mm 이내

v 밧데리 사양
► 중국산 à 크기 : 33 mm x 29 mm, 두께 : 2.2 mm, 130mA/h
► 수명 : 5시간, 충전식 à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결과 : 스마트 인솔 구조 설계
v 5개의 금형 설계
v 필름형태 족압센서 제작

족압센서 시제품 테스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