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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figured out exercise time and the amount of burned calories, using a three-axis acceleration sensor
which we name as a health sensor. What is more, the health sensor calculates the degree of physical exercise taken during
exercise. As is generally known, continuing, regular exercise is far more effective than short time exercise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The health sensor is, therefore, recommended as an instrument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health
management. Additionally, the health sensor was applied as an exercise subsidiary system to walking and jumping rope
tests. In light of their results, the sensor system was found useful for analyzing the pattern of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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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식생활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적인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이른바 웰빙

(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의 일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웰빙(Well-being)붐을 타고 사람들의 건강

에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관리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1,2]. 또한 신체활동, 즉 운동을 통

하여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켜 심혈관

계 질환,고혈압, 비만등과 같은 성인병의 발현을 억제

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으며,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관리를 위

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현상은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이 웰빙에 대한 생각이 높아지면서 건설업체

에는 공원을 지상 주차공간의 축소화와 주거공간의 공

원조성을 늘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에

공원조성을 위해 재개발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3].

주거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실외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실외운동을 하는 경우 실

내운동처럼 전담 트레이너가 상주하면서 운동시간과

식단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 과 달리 개인 스스로

관리 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

거환경의 변화와 웰빙의 관심으로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 보다는 공원등과 같은 곳에서의 환경을 느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있고 그러한 운동에 만족도

가 높아지고 있다. 실외운동은 개인 스스로 건강을 관

리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측정

디바이스의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밴

드라는 시스템을 설계 평가 해보았다.

건강밴드란 3축가속도 센서를 x,y,z축의 센서 데이터

를 이용하여 운동 중 시간적인 운동량을 측정하여 데

이터저장 및 통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건강밴드를 사

용 함으로서 기대되는 장점은 실내운동과 비슷하게 개

인 스스로 운동량의 측정 및 관리를 보다 쉽게 데이터화

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E-mail : dkuhealth@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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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건강밴드에서 사용 하는 3축가속도 센서의 데

이터를 통해 운동 별 신체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2

절에서는 3축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운동량 측정 시스템

의 구성과 센서의 ADC(Analog Digital Converter)의 데

이터 분석과 외부메모리의 사용을 다루고 3절에서는

운동 중 사용한 건강밴드의 사용 데이터의 분석과 그

의 따른 기대효과를 다룰 것이다.

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운동량 시스템 구현

 제안된 시스템은 3축가속도 센서인 MMA7206Q를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받아 운동량을 측정 외부메모

리에 저장하고 통신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2.1. 건강밴드의 구성도

건강밴드의 구성도는 Fig. 1에 의하여 전체적인 구

성도와 표현하였다. 제안된 건강밴드 회로는 3축가속도

센서에서 센서 데이터를 받고MCU에서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여 변환 한 후 LCD에 표현

과 외부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시킨다.

외부메모리에 저장하는 이유는 실외운동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송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외부메모리에 저장한 후 사용자의 편의 따라

Bluetooth모듈을 이용하여 개인 컴퓨터로 데이터를 무선

으로 전송, 데이터를 날짜별, 시간별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이 된 후에 주, 월 단위로 데이

터를 종합하여 사용장의 운동량을 그래프화 하여 운동

의 신체적 활동과 운동량의 근거하여 체계적인 건강관

리를 할 수 있다. 

2.2. MMA7206Q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생체계측에서 사용되는 가속도 센서는

소형의 압전형 센서이다[4]. 걸리는 부하의 힘을 직접

적으로 압전 소자에 전달하여 발생된 기전력을 검출

함으로서 운동계측이 가능하다. 압전소자의 출력은 압

전소자의 변형에 따라 발생하는 전하량의 의존한다. 하

지만 소자의 전극간 용량 및 부가회로의 입력용에 축

적되어 기전력으로 검출되는 과정에서 임피던서가 낮

을 시에는 전하가 단시간에 방전되기 때문에 주파수의

낮은 성분이 검출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MMA7206Q는 가속도에 의해 얇은 실리콘판의 물리

적인 변화량을 전기용량 변화시켜 검출하는 센서로 공

진주파수가 120Hz 대역이며 전극간격이 7마이크로 미

터 무게 14 mg이므로 본 연구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향

후 제품화를 목표로 했을 때 필요한 스펙을 만족하기

에 선택하였다. 

MMA7206Q의 기본 원리는 Fig. 2에 각축의 의해 변

화되는 방향을 나타내었다.

가속도센서의 설정 파라미터는 1.5g, 800[mV/g]모드

로 되어 있고(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9.8 m/s2이다.) 인

식 가속도 값 ZERO는 A/D를 0~3.3V 범위에서 1.65V

값이 된다. 

3V동작센서의 사용을 한 이유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3.3V 박막충전지 또는 리튬 이온 버턴전지 사용

을 고려하여 3.3V동작센서를 사용하였다. 3축가속도

센서의 출력 값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ADC를

이용하여 Digital값으로 변화시킨 후 연산을 하였다. 

2.3. Sensor의 ADC 그래프변화

건강밴드의 3축가속도 센서의 값을 바로 받을 때 그

래프화 한 것을 각각의 축 별 변화에 대한 응답그래프

를  Fig. 3으로 표현하였다.

Fig. 3에서 제시된 그래프에서 나타낸 3축가속도 센

서의 각각의 x, y, z에서 얻어지는 Analog 데이터값을

Atmega128을 통해 Digital Converter를 통해 변환한 값

을 의미한다. 변환된 값은 Bluetooth를 이용한 USART

통신방법으로 개인용 컴퓨터로 보내어 실시간 응답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에서는 각축의 데이터를 각

각 그래프화 하여 나타내었지만, 실제 응용에 있어서는

Fig. 1. 건강밴드의 구성도

Fig. 2. 가속도 센서의 각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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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운동시에는 이들 각각의 3축 데이터를 종합하여 신

체 활동 별로 나타내어지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관리 하

고 각 운동 별 신체 활동의 데이터로 활용한다.

2.4. Sensor 데이터의 외부메모리 저장

3축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를 실외 운동시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운

동 후 효과검증을 위한 외부메모리 저장방법의 두 가

지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따라 실시간 전송이

라는 방법과 더불어 외부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 하였다. 

외부메모리의 사용은 74LVC245칩을 이용하여 SD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74LVC245칩의 역할은 MCU의 5V의 출력 데이터

전압을 SD메모리의 3.3V의 데이터 저장 전압으로 맞

춰 변환해주는 Chip이다. 이러한 기능의 소자를 이용

하여 SD메모리에 센서데이터를 저장한다. 

SD메모리의 저장과 통신을 위해서는 MCU와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 저

장과 데이터의 통신을 사용하였다.

SPI통신은 ATmega 128과 주변장치의 고속 동기 통

신용 모듈이다. 전이중 방식으로 된 3선 동기 데이터

전송방식을 사용하고 마스터 및 슬레이브로 지정 되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을 말한다.Fig.4는 SPI 블록도

를 나타낸다[5].

데이터가 마스터로부터 슬레이브로 시프트 되었을

때, 동시에 데이터는 반대 방향으로 시프트 된다. 이것

은 한 시프트 사이클 동안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데이

터가 상호 교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을 이용하여 SD메모리와 MCU의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3. 실험 및 결과분석

일반적으로 운동량에 대한 칼로리 계산은 운동칼로

리 소모량 =칼로리소모량(Kcal/hour/kg)×몸무게(Kg)×

시간(hour)으로 구할 수 있다. 운동칼로리 소모량의 식

에서 보듯 운동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

동시간과 몸무게가 필요로 하다 몸무게는 사용 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시간은 건강밴드의 마이

컴의 타이머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운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스템에 사용 되는 3축가속도 센

서를 이용하여 움직인 횟수와 운동별 움직이는 방향

Fig. 3. 3축가속도 센서의 각축 데이터

Fig. 4. SPI통신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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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3.1.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한 걷기운동 실험

Fig. 5는 건강밴드의 3축가속도 센서 디바이스를 이

용하여 30분 동안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외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그 데이터의 내용을 개

인 컴퓨터로 Bluetooth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낸 후 그에

따른 응답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위의 실험 데이터 측정시 나타내는 응답그래프를 보

면 X축 그래프는 200~400의 ADC값을 나타내고 Y축,

Z축의 그래프는 400~500의 ADC 값을 나타내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데이터의 변화율을 X축이 많은데

이것은 X축의 방향이 전진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결과 값 만으로도 걷기 운동의 경우 상하 좌

우 운동보다는 전진운동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3.2.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한 달리기운동 실험

Fig. 6는 건강밴드의 3축가속도 센서 디바이스를 이용

하여 달리기운동을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했을 때 외부

메모리의 저장을 통한 데이터의 응답 곡선을 보여 준다.

달리기를 통한 응답곡선을 보면 걷기운동의 비해 Y

축, Z축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기 운동의 특성상 전진방향의 움직임도

많이 있지만 위아래로의 움직임 또한 걷기운동 보다

시간대별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응답곡선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다. 또한 이

는 운동시 데이터의 변화량으로 운동별 신체 움직임의

방향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3.3.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한 줄넘기 운동 실험

Fig.7은 동일한 디바이스를 통하여 줄넘기 운동을 하

였을 경우의 데이터를 응답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줄넘기 운동을 통한 응답곡선을 보면 Z축의 변화가

다른 운동의 데이터 보다 많은 변화를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줄넘기의 운동의 신체움직임이 상하 움직임이 많

은 운동이기 때문에 Z 축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

고 X축과 Y축의 변화를 통해 앞의 다른 운동 보다 신

체움직임이 많은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을 과 이

를 이용한 실제 운동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걷기, 줄넘

기의 3축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은 걷기운동에서는 X축

의 센서의 변화량이 다른 축의 변화 보다 변화량이 큼

을 알 수 있었고, 줄넘기 운동에서는 걷기 운동과 비교

하여 신체 움직임이 상하로 많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

에 Y, Z축의 변화량이 X축의 변화량 보다 많음을 데이

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먼저 운동별 특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줄넘기의 경우 일

반적으로 직접 줄넘기를 카운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Z축의 변화 데이터의 피크치를 측정하여 줄넘

Fig. 5. 걷기 운동의 실험 응답곡선

Fig. 6. 달리기 운동의 실험 응답곡선

Fig. 7. 줄넘기 운동의 실험 응답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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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카운터를 측정하고 MCU의 타이머를 이용하여

줄넘기 운동시간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외부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하기 때문

에 데이터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개인컴퓨터로 전송

을 시간에 관계없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 분석 및 추이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를 바

탕으로 각 운동의 패턴 분석 및 운동량 계측, 소형화가

이루어 진다면 웰빙 시대의 건강관리 디바이스로 충분

한 활용이 가능 하리라 여겨 진다.

또한 고량화 시대 및 Ubiquitous Health 시대의 건강

관리를 위한 Wearable Health 모니터링의 장치의 하나

로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활용 장치가 되길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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