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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안마 기능의 스마트 팬츠 개발을 위한 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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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ibrating Massag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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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digital environment gets ubiquit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mart
clothing is being conducted actively these days. However, most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with its center on upper gar-
ment. So research on lower garment is insufficient even though it affects wearer's activity and comfort to a great extent
when digital devices are attached or wearers moves their body. Therefore, the type of clothes this research proposes is
men's formal pants which have an electrically-vibrating wearable device. These are smart pants which are helpful in eas-
ing muscle pain with their massaging effect in daily life.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ntends to develop patterns con-
sidering the body shapes and movements of wearers and suggest a tentative structure plan for smart pants where a
vibration device is attached, which is mainly composed of vibrating motor, controller, and switch, and considered their
bulks, numbers, attaching places.

Key words : ubiquitous, smart clothing, vibration device, wearable device, smart pants

1. 서 론

디지털 생활 환경의 유비쿼터스 흐름에 맞추어 1990년대 말

부터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이다. 이는 디지털 기기들이 초소형으로 옷 속에 내

장되어 별도로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내장된 디지털 기기들로

인하여 옷 자체가 다양한 기능을 알아서 수행하는 말 그대로

똑똑한 의류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신체 상태를 체크하거나

데이터를 수집, 또는 통신 기능을 통해 안내원의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기능성과 활동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러한 분야의 개발이 국가적인 관심이 되

어 정보통신부의 주관 하에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와 국

내 대표 섬유소재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이 정기적으로 개

최되어 한국봉제기술연구소와 연세대 스마트 연구개발팀 등이

출품한 여러 가지 스마트 의류 개발품들이 소개되고 있고, 학

계와 패션업체가 대거 모여 2005년 출범한 ‘아이패션산업발전

연구회’에서도 또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회들을 통해 소개된 국내 스마트 의류 개발품들

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근력

증폭 재킷, 적의 위치와 목표 지점까지 이동 경로 등을 알려주

는 야간 전투용 군복과 안경, 옷에 달린 이어폰으로 MP3 음악

을 들을 수 있는 의류, 옷 속의 발열 장치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운동복, 땀의 산성도를 측정해 옷 색깔로 알려주는 조깅

복, 심박, 호흡, 체온, 운동량 등을 체크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바이오셔츠 등이 소개되어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연구 논문으로 제시된 국내의 스마트 의류 개발에 관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음악놀이용 스마트 후드 점퍼 개

발(윤원정, 2005), 핸드폰과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암밴드와

무선 송수신기, 헤드셋, MP3, 이어폰이 내장된 모자 개발(남혜

진, 2004), 지체장애인을 위한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음성인

식 시스템이 내장된 디지털 의류 개발(박선민, 2004), 동작인식

형 디지털 웨어의 디자인 제안(박희주, 2001) 등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스마트 의류 분

야에 관한 국내연구가 국외의 연구 동향을 정리해서 제시하던

종래의 수준에서 벗어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여겨진다. 

국외의 경우에는 South Australia 대학의 연구로 비즈니스 슈

트 안으로 입, 출력 장치를 네트워크 케이블로 연결시켜 통합한

e-SUIT의 개발, MIT에서 개발한 빗속에서 발광하는 레인코트,

VivoMetrics사의 생리적 모니터링 장치가 내장된 Life Shirt,

Corpo Nove사가 개발한 체온 감지 온도조절 Motobike용 재킷

등, 일상생활에 접목시킨 다양한 스마트 의류 개발이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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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많은 업체와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를 비롯하여 스마트 의류 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던 국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상의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디지털 기기 부착과 착의자의

동작에 따른 활동성이나 착용감에 큰 영향을 받는 하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관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복에 디지털 기능 장치를 삽입하여 특정기능을 추가

하면서 더불어 착용자의 착의감과 활동성, 실용성, 기능에 대한

만족도까지 고려한 세심하고 과학적인 스마트 하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할 의복의 형태는 전기적 진동

장치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하는 남성용 정장 팬츠이다. 정장

팬츠는 대부분의 일반 남자 직장인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아

이템으로, 이들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컴퓨터 작업 등

의 경직된 업무를 하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하여 허리와 대퇴 부위의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

다(http://health.donga.com, http://dic.naver.com). 따라서, 모터

를 이용한 전기적 진동 장치를 정장 팬츠 외관의 변형이 없고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뒤허리 벨트부위와 대퇴부위를 중심으

로 삽입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마 효과로 인해 근육통 해소

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팬츠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인 황영미·이정란(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개발을

원하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진동안마기능의

스마트 팬츠에 대한 30대 소비자의 호감도가 3.9(5점 척도)로

높게 나타나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외관과 착의감이 우수하고

안마효과가 높은 스마트 팬츠의 개발을 위해 30대 남성을 대

상으로 체형 특성과 활동성 및 패션 트랜드를 감안한 팬츠의

패턴을 개발하여 실험복 정장 팬츠를 제작하고, 모터와 콘트롤

러, 스위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진동 장치의 효과적인 크기 및

개수, 부착 위치를 결정하여 이를 실험복 팬츠에 장착시킨 스

마트 팬츠를 설계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스마트 팬츠 개발을 위한 실험복 정장 팬츠 설계 

대상 및 사이즈 : 디지털 환경에 친밀하면서 정장 팬츠를 많

이 착용하는 30대 사무직 종사 남성들로서 사이즈 코리아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균체형에 해당하는 30대 남성을 위한 기본 사

이즈(W:83, H:96)의 실험복 팬츠를 설계하였다.

인체측정 및 항목 : 실험복 팬츠 패턴 설계를 위한 착의실험

의 피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체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항

목으로는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수직

길이, 다리가쪽길이, 키, 몸무게였고, 사이즈 코리아에서 명시하

고 있는 평균체형에 해당하는 30대 남성 50명을 의도표집하여

2006년 9월~10월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준점과 기준선,

측정방법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에 따라 R. Martin의 인체측정법 및 KS A 7003, 7004

에 준하여 직접측정을 실시하였다. 피측정자는 삼각팬티와 런

닝을 입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발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30
o

정도 벌린 자세로 눈의 위치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소재 : 실험복 팬츠의 겉감 소재는 트랜드를 감안한 울 소재

로 하고, 안감과 주머니감으로는 전자파 차단 섬유를 이용하여

전기적 진동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발생될 전자파 문제를 해결

하며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전자 기기들로 인

한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험복 팬츠 겉감 소재

의 물성은 Table 1, 전자파 차단 안감 소재의 재질 및 기능사

양은 Table 2와 같다.

착의평가를 통한 패턴 개발 : 30대 남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 5개의 남성복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 사이즈의 남성

정장 팬츠 패턴을 수집, 직접 제작한 후, 인체측정을 통하여 선

정된 기준치수의 피험자 5명을 대상으로 예비착의평가를 통하

여 디자인 및 외관과 피트성이 가장 우수한 업체의 패턴을 채

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부위

의 착의 보정을 거친 후 최종 실험복 패턴을 완성하였다. 완성

된 최종 실험복 패턴을 적용한 실험복 팬츠를 제작하여 다시

기준치수의 피험자 5명을 대상으로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외관

의 맞음새와 활동성을 평가하였다. 실험복 팬츠 패턴 설계 시

필요항목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수직길이, 바지길이,

바지단둘레의 5항목이다. 외관 착의평가항목으로는 앞부위에 관

한 문항 15항목, 뒤부위에 관한 문항 14항목, 옆부위에 관한

문항 3항목 및 전체적 외관에 관한 문항 3항목으로 총 35항목

으로 구성하였고, 활동성 착의평가항목으로는 서서 활동시와 앉

아서 활동시의 착용감으로 나누어 총 10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각 검사항목마다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방식으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평가지에 기입하도록

  
Table 1. 실험복 겉감 소재의 물성

명칭 섬유혼용(%) 중량(g/㎡) 조직 두께(mm)
밀도(올/5 cm) 강도(㎏)

경사방향 위사방향 경사방향 위사방향

원단 울 100 253 능직 0.668 83 74 35 34

Table 2. 전자파 차단 안감 소재의 기능사양

재질 및 구성 금속코팅이 가능한 섬유(Polyester)에 니켈, 구리, 니켈을 3차에 걸쳐 1/1000mm로 초박막 무전해 도금 처리

기능  70dB(99.99%) 이상의 전자파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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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외관에 관한 착의평가는 피험자가 착의한 모습을 의복

패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류전공 대학원생 5명이 하였

고, 활동성에 관한 착의평가는 피험자 5명이 직접 하루 동안

착의해서 일상생활을 한 후, 평가하였다.

착의평가 결과 분석 방법 :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2. 진동 장치 설계 및 팬츠와의 통합

진동 장치의 구성 및 선택 : 진동 장치의 개발에 사용된 주

재료로는 진동모터, 콘트롤러, 스위치, 전지, 전선, 커넥터, 부

직포 소재, 매쉬 소재이고, 별도로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충

전기이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기능을 위한 모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복에 직접 적용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진동

안마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팬츠를 위한 진동 장치로써 진동모

터와 콘트롤러, 스위치 및 전지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기존에 개

발되어 있는 모터와 전지를 최대한 활용, 용도에 맞도록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또한, 팬츠에 부착 시, 외관 및 착의감과 활동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마 효과가 높은 진동 장치를 제작하기 위

한 재료들의 적정 크기 및 개수, 부착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재료들의 종류와 부피, 개수, 부

착 위치의 변화에 따라 착의감과 활동성 및 진동안마 효과를

비교해서 평가하였다. 착의 실험의 대상자로는 허리 및 대퇴부

위의 근육통을 경험해 본 30대 남성 중, 2006년 11월~12월까

지 인체 측정을 실시하여 사이즈 코리아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

균체형의 기본 사이즈(W:83, H:96)에 가까운 10명을 선정하였

다. 측정항목과 방법은 실험복 팬츠의 것과 동일하다. 

실험방법으로는, 모터의 종류 및 개수, 팬츠에 부착되는 위

치를 다양화하여 근육의 뭉침이 발생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실

험복 팬츠의 양쪽 대퇴와 뒤허리 부위 내부에 진동 모터를 부

착한 후, 피험자에게 착의시켜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

동 장치를 3회 이상(1회 15분) 가동한 후, 진동 안마로 인한

피로회복의 효과 및 착의감과 활동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때 진동안마효과를 평가 시에는 피험자가 앉은 자세

에서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스

마트 팬츠가 편안하게 휴식하는 앉은 자세에서 기능을 사용하

도록 구상한 것이고,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에서 팬츠가 대

퇴에 밀착되는 부분이 달라져 모터가 신체에 닿는 부위가 달라

지기 때문이었다. 또, 적정한 콘트롤러와 스위치의 선정 및 전

지의 적정 개수를 선정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되었다.

진동 장치를 실험복 팬츠 내에 삽입 : 개발된 진동 장치를

팬츠 외관의 변형이 없고 착용감과 활동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진동 안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에 장착

되도록 수차례의 예비 실험을 거쳐 정교하게 실험복 팬츠 내에

삽입하고자 한다. 

① 진동 장치 삽입 부위 결정 - 모터와 콘트롤러를 연결하여

실험복 팬츠 내부에 뒤허리 벨트 부분과 양쪽 대퇴 부위의 겉

감과 안감 사이에 고정시키고, 스위치는 손쉽게 닿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부위이지만 외관상으로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위

치로 정하며, 전지는 팬츠를 입은 상태에서 커넥터로 분리하여

교체하기 쉬운 위치로 결정한다. 따라서 팬츠의 내부를 살펴보

거나 외관상으로도 일반 정장 팬츠와 전혀 차이점이 없도록 진

동 장치의 삽입 부위를 결정하고 전선을 배치하도록 한다.

② 진동 장치 삽입 방법 - 모터와 콘트롤러, 전선은 팬츠에

삽입 시 최대한 무게와 두께의 변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얇고

무게가 거의 없는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켜 외부로 드러나지 않

도록 매쉬 소재로 덮은 후, 뒤허리 벨트 속과 팬츠 안감의 앞

쪽 대퇴부위에 고정시킨다.

이때, 스냅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탈, 부착이 가

능하도록 삽입함으로써 팬츠의 세탁성과 실용성을 높이고자 한

다.

3. 연구결과

3.1. 실험복 팬츠 설계

인체 측정치 분석 : 인체측정을 실시했던 50명의 피험자 중

바른 체형에 해당하고 사이즈 코리아에서 명시하고 있는 30대

남성의 평균치수 ±3σ에 가장 가까운 측정자 5명을 착의실험의

피험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평균 신체치수는 Table 3과 같다. 

실험복 팬츠 패턴 설계 : 최대한 기성복 고유의 실루엣과 맞

음새를 살릴 수 있도록 예비착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K업체의 패턴을 기초로 하여 착의

평가 결과에서 만족도가 낮은 부위의 착의 보정을 거친 후 최

종 실험복 패턴을 완성하였다. 

K업체의 패턴제도 방식은 앞허리둘레선 W/4+7.5(주름분량)-

1 cm, 앞엉덩이둘레선 H/4+2.5 cm, 앞밑위연장선 H/16-2 cm,

뒤허리둘레선 W/4+4(다아트분량)+1 cm, 뒤엉덩이둘레선 H/4+

4.5 cm, 뒤밑위연장선 H/8+3 cm이였고, 앞주머니폭은 3 cm, 큰

Table 3. 실험복 팬츠 착의실험 피험자 5명의 평균 신체치수                                                           (unit : cm)

연령(세) 키 몸무게(kg) 허리둘레
배꼽수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

수직길이

다리

가쪽길이

평균 35.3 173.9 72.3 83.4 84.6 97.6 26.7 105.3

표준편차 2.3 1.1 2.7 1.4 1.7 0.7 1.1 1.5

최대값 38 175 75 85.5 87.5 99 28 107

최소값 31 172 68 82 82.5 97 2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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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분량 5 cm, 작은주름분량은 2.5 cm였다.

이때, 불만족한 부분으로 착의 보정한 부위로는 엉덩이 둘레

의 여유분으로 착의평가결과, 뒤엉덩이 둘레부분의 여유가 많

아 군주름이 생겼으므로 뒤엉덩이둘레선의 여유분을 1 cm줄이

고 대신에 앞엉덩이둘레선 부분에 0.5 cm의 여유분을 더하였다.

그리고, 허리둘레의 여유분도 앞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작고 뒤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많아 앞뒤의 차이로 인해 옆선의 위치가

앞쪽으로 치우쳐서 이를 보정한 결과, 앞허리둘레선의 분량은

W/4+7.5(주름분량)로, 뒤허리둘레선의 분량은 W/4+4(다아트분

량)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뒤호주머니 위치가 옆선 쪽으로 치

우쳐 있어서 뒤중심선쪽으로 1 cm 이동시키고, 뒤허리다아트의

위치도 뒤호주머니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즉, 뒤호주머니 양

끝에서 3.2 cm 들어온 곳에 뒤허리 다아트의 중심이 위치하도

록 하였다. 또한, 무릎선의 위치가 낮아서 1.5 cm 위로 이동시

켰다. 그리고 뒤판 무릎선에서의 폭이 좌우가 비대칭이여서 앞

판의 무릎선 폭에서 양옆으로 각각 동일하게 2 cm 더한 위치

로 설정하였다.

최종 완성된 실험복 정장 팬츠 패턴 제도방법을 Fig. 1에 공

식화하였다. 제도 시 필요치수항목으로는 기본치수인 허리둘레

(83 cm), 엉덩이둘레(96 cm), 엉덩이수직길이(27 cm), 바지길이

(105 cm), 바지단둘레(47 cm)로 하였다.

착의평가 : 완성된 최종 실험복 패턴을 적용한 실험복 팬츠

를 제작하여 기준치수의 피험자 5명을 대상으로 외관 및 활동

성에 관한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항목별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맞음새와 활동에 따른 착용감을 확인하였다. 외관평

가 결과로 전체 평균점수는 4.12(Table 4), 활동성평가 결과로

전체 평균점수가 4.42(Table 5)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Fig. 2

는 직접 제작한 실험복 정장 팬츠의 실물을 해당 사이즈의 피

험자가 착의한 모습이다. 

3.2. 진동 장치의 개발 및 스마트 팬츠의 개발 시안

진동 장치의 개발 : 팬츠에 부착 시, 외관 및 착의감과 활동

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마 효과가 높은 진동 장치

를 개발하기 위하여 재료들의 적정 크기 및 개수, 부착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피험자 10명의 평균

신체 치수는 Table 6과 같다. 실험을 위하여 모든 장치들은 직

경 0.7 mm 두께의 전선으로 연결하고 얇고 가벼운 부직포 소

재에 고정하여 실험복 팬츠의 양쪽 대퇴와 뒤허리 벨트 부위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벨크로로 가부착하여 진행하였다(Fig. 3). 

전지 - 사용된 전지는 충전시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충전지

로, 0.24W 진동 모터의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1.2V, 용량

2000mAh의 AA사이즈 니켈수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용

하기로 하였다. 안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진동 모터의 최대 강

Fig. 1. 실험복 팬츠의 제도.

Table 4. 실험복 팬츠의 외관 착의평가 결과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앞  1. 앞허리선 위치 4.33 0.49

 2. 허리둘레 여유 3.93 0.70

 3. 배부위 여유 4.07 0.80

 4. 샅 부위 여유 4.07 0.59

 5. 바지 전면 샅 둘레 4.13 0.52

 6. 앞중심선 4.27 0.46

 7. 바지주름 위치 4.33 0.49

 8. 바지주름선 4.13 0.64

 9. 호주머니 위치, 크기 4.33 0.49

 10. 배부분 군주름 4.07 0.80

 11. 허리벨트 폭 4.33 0.49

 12. 허벅둘레 여유 3.93 0.46

 13. 무릎둘레 여유 4.07 0.59

 14. 바지부리 너비 4.13 0.52

 15. 앞면 전체적 외관 4.13 0.52

뒤  16. 뒤허리선 위치 4.40 0.51

 17. 허리둘레 여유 4.33 0.62

 18. 엉덩이둘레 여유 4.20 0.86

 19. 바지 뒷면 샅 둘레 3.80 0.41

 20. 뒤중심선 4.33 0.49

 21. 엉덩이부분 군주름 3.80 0.56

 22. 뒤다아트 위치 4.33 0.49

 23. 뒤다아트 길이 4.33 0.49

 24. 호주머니 위치, 크기 4.20 0.77

 25. 바지주름선 4.00 0.76

 26. 허벅둘레 여유 3.93 0.59

 27. 무릎둘레 여유 4.07 0.59

 28. 바지부리 너비 4.00 0.53

 29. 뒷면 전체적 외관 4.07 0.46

옆  30. 옆솔기선 4.27 0.46

 31. 옆선 위치 4.00 0.76

 32. 옆면 전체적 외관 4.07 0.70

전체  33. 전체적 바지부리 너비 3.93 0.46

 34. 전체적인 여유 3.80 0.56

 35. 전체적 실루엣 3.93 0.26

전체 평균 4.1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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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전지의 연결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진동 모터의 개수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6개, 8개, 10개를 연결한 세트에 니켈수소 전지를 각각 2개, 3

개, 4개, 5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동해본 결과, 전지를 4개 이

상 연결한 경우에는 모든 세트에서 모터의 강도는 강해졌지만

15분 동안 연속 가동시 모터와 콘트롤러 부분에 80
o

C 이상의

열이 발생되어 신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전지 3개 이하를 연결하여 가동한 세

트에서는 15분 연속 가동 시 최대 30
o

C의 열이 발생되어 안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지가 2개일 때는 모터의 강도가 현저히

약하게 나타나 안마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지 3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완

성된 전지의 크기는 가로 45 mm, 세로 50mm, 두께 15 mm이

다. 또한, 전지의 최대 연속 사용 가능시간을 시험해본 결과,

한번 충전으로 0.24W의 모터 8개를 2시간 이상 구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지는 부피가 작은 커넥터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데, 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동

장치를 팬츠에서 분리시키지 않더라도 충전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동 모터의 크기 - 진동 모터의 크기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

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인형 및 막대형의 여러 가지

진동모터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 한 결과, 길이가 20

mm 이상의 모터를 팬츠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했을 경우, 피

험자들이 착용에 이물감을 느끼며 활동에 불편함을 크게 호소

하였으며 외관상 눈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

름 20 mm 이하의 코인형 진동 모터만을 채택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진동 모터는 지름 12 mm, 두께 2.5

mm(진동모터 a)와 지름 9 mm, 두께 3 mm(진동 모터 b)의 두

가지 종류로 양쪽 대퇴와 뒤허리의 부위별로 각각 8개 씩 임

의로 구성하여 니켈수소 전지 3개를 연결시켜 실험복 팬츠에

부착하여 피험자 10명에게 비교 테스트 하였다. 그 결과, 피험

자 10명 모두가 진동모터 a와 b의 두 종류에 이물감이나 활동

성 면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외관상으로도 팬츠에 부

착 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진동의 강도나 안마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진동모터 a의 효과

가 현저히 크다고 평가하여 지름 12 mm, 두께 2.5 mm, 정격

용량 0.24W, 정격전압 3V의 진동 모터 a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진동 모터의 부착 부위 - 안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동

Table 5. 실험복 팬츠의 활동성 착의평가 결과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허리둘레 부분의 착용감 서서 활동시 4.4 0.48

앉아서 활동시 4.4 0.72

 2. 배 부분의 착용감 서서 활동시 4.4 0.48

앉아서 활동시 4.2 0.64

 3. 엉덩이 부분의 착용감 서서 활동시 4.2 0.64

앉아서 활동시 4.4 0.48

 4. 허벅지 부분의 착용감 서서 활동시 4.4 0.72

앉아서 활동시 4.8 0.32

 5. 샅 둘레 부분의 착용감 서서 활동시 4.4 0.72

앉아서 활동시 4.6 0.48

전체 평균 4.42 0.60

Fig. 2. 실험복 팬츠의 실물 착의모습.

Table 6. 진동 장치 개발을 위한 착의실험 피험자 10명의 평균 신체치수                                                  (unit : cm) 

연령(세) 키 몸무게(kg) 허리둘레
배꼽수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

수직길이

다리

가쪽길이

평균 34.6 174.4 70.8 83.2 84.4 97.8 26.0 105.6

표준편차 1.5 0.9 2.7 1.3 2.0 0.8 0.7 1.1

최대값 37 175 74 85 87.5 99 107 27

최소값 33 173 68 82 82.5 97 104 25

Fig. 3. 실험복 팬츠 내부에 진동장치를 가부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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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가 부착되는 부위를 결정하는 실험으로, 앉은 자세에서의

무릎선을 기준으로 진동 모터의 높이 및 좌우 간격을 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진

동 모터의 부착 부위들을 조합하여, 앞 대퇴 부위에 바지 중심

선을 기준으로 진동 모터 8개를 4개씩 두 줄로 부착할 때, 가

장 아래의 진동 모터 위치를 각각 무릎선 위 7 cm/ 11 cm/

15 cm의 높이로, 위쪽의 모터에서부터 좌우 간격을 차례로 16

cm, 15 cm, 14 cm, 13 cm/ 12 cm, 11 cm, 10 cm, 9 cm/8

cm, 7 cm, 6 cm, 5 cm로 각각 변화시켜 안마 부위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에 따른 착의감 및 활동성, 안마 효과를 평가하였

다. 이때, 모터의 세로 간격은 5.3 cm로 동일하게 하였다. 그

결과, 무릎선 위 15 cm, 좌우 간격이 16 cm, 15 cm, 14 cm,

13 cm일 때는 착의감과 활동성이 2.9점으로 현저히 낮게 평가

되어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진동 모터가 샅 부위에 근접할수록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 모터의 높이가 7 cm와

11 cm 일 때는 평가 점수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

체로 무릎선 위 7 cm이고 모터의 좌우 간격이 12 cm, 11 cm,

10 cm, 9 cm일 때 안마 효과(4.4)와 착용감(4.4)에 있어서 가장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7). 따라서

진동모터가 대퇴 부위에 부착되어 효과적으로 안마되어지는 위

치로는, 진동 모터가 8개인 경우에 가장 아래의 진동 모터는

무릎선 위 7 cm의 위치, 가장 위의 진동 모터는 무릎선 위

23 cm로 나타났고, 모터의 좌우 간격은 위쪽부터 12 cm, 11

cm, 10 cm, 9 cm로 분포되도록 결정하였다(Fig. 4). 또한, 진동

모터의 부착 부위를 달리하였을 때 피험자 모두가 외관의 차이

를 거의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 모터의 개수 - 진동 모터가 부착되어 안마되어지는 적

정한 부위를 결정한 후, 안마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부위에

부착되는 진동 모터의 적정한 개수를 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앞의 실험에서 결정된 진동 모터의 분포 부위를 적용하

여, 모터의 상하좌우 양끝의 위치는 고정시키면서 그 사이에 모

터의 개수를 각각 6개, 8개, 10개로 변화시켜서 배치하여 모터

의 개수에 따른 진동 안마 효과 및 착의감과 활동성을 평가하

였다(Fig. 5). 평가 결과, 모터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난 경우,

진동안마효과가 3.7점 이하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착의감과

활동성도 낮아졌다(Table 8). 이는 모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안

마 효과도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전지의 용량은 일정한데, 구동시키는 모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터의 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진동 모터가 6개일때보다 8개일때가 4.4점으로 진

동안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터의 개수가 8개로 6

개일때보다 모터의 강도는 다소 작지만 모터의 개수가 많아서

모터의 진동이 신체에 닿는 부위가 넓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착의감과 활동성 면에 있어서는 모터가 6개일

때와 8개일때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동 모

터의 개수와 강도에 따른 적정 진동모터 수를 8개로 결정하였

다. 또한, 뒤허리 부위의 진동 모터 부착 위치 및 개수를 결정

하기 위하여 뒤허리 벨트 부위를 따라 뒤중심을 기준으로 진동

모터 6개, 8개, 10개를 한 줄로 2.5 cm의 간격으로 각각 배치

하여 안마되는 부위와 모터의 개수를 변화시켜 실험 해본 결과

에서도, 피험자 2명을 제외한 8명이 착의감과 활동성, 안마 효

과에 있어서 진동 모터가 8개일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

하여 뒤허리 부위는 진동 모터 8개를 2.5 cm 간격으로 부착하

Table 7. 대퇴부위의 진동 모터 위치별 평가 결과

높이

좌우간격

16 cm

15 cm

14 cm

13 cm

12 cm

11 cm

10 cm

9 cm

8 cm

7 cm

6 cm

5 cm

무릎선 위 7 cm  착의감 및 활동성: 3.9

 안마 효과: 3.9

 착의감 및 활동성: 4.4

 안마 효과: 4.4

 착의감 및 활동성: 4.4

 안마 효과: 3.8

무릎선 위 11 cm  착의감 및 활동성: 3.6

 안마 효과: 3.6

 착의감 및 활동성: 4.1

 안마 효과: 4

 착의감 및 활동성: 4.4

 안마 효과: 3.6

무릎선 위 15 cm  착의감 및 활동성: 2.9

 안마 효과: 3.4

 착의감 및 활동성: 3

 안마 효과: 3.6

 착의감 및 활동성: 3.3

 안마 효과: 3.2

Fig. 4. 대퇴부위의 적정 진동 모터 분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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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하였다. 

콘트롤러 - 콘트롤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진

동 모터의 제어와 세가지 모드 변환(강/약/교차 두드림)을 가능

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얇은 크기로 가로 40

mm, 세로 50 mm, 두께 2 mm 직사각형 모양의 것으로 채택하

였다.

스위치 - 스위치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작은 크기의 레버형과 버튼형을 대상으로 실험복 팬츠의 앞, 뒤

호주머니 입구 부위에 부착하여 피험자에게 착의시켜 활동성

및 착의감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레버형은 가로 15 mm, 세로

15 mm, 높이 15 mm로 팬츠에 부착 시 레버의 손잡이가 돌출

되어 외관상 눈에 띄며 활동에 불편을 주었고, 버튼형은 가로

30 mm, 세로 18 mm, 두께 5 mm로 얇아서 팬츠 부착 시 이

물감이 적다고 평가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선택된 버튼형의 스

위치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름으로써 손쉽게 강/약과 on/

off 기능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두개의 버튼으로 스

위치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작동 버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꺼

짐 버튼이다. 작동 버튼은 총 3개의 모드로 구성하여, 첫번째

누를 시에는 약한 모드, 두번째 누를 시에는 강한 모드, 세번

째 누를 시에는 강약 교차 두드림 모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Fig. 6은 채택된 진동 모터, 콘트롤러, 스위치, 전지의 모습이다.

스마트 팬츠의 개발 시안 : 채택된 진동모터와 콘트롤러의

고정은 얇고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부직포 소재를 이용하는데,

먼저, 진동모터를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키기 쉽도록 작고 얇은

투명 필름 조각을 모터 뒷면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서 필름

조각의 양끝 모서리에 바늘 구멍을 뚫어 투명사로 바느질하여

모터를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킨다. 고정된 진동모터에 전선과

콘트롤러를 연결하여 부직포 소재에 부착하고, 다시 콘트롤러

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커넥터를 이용하여 전지를 연결한다. 부

직포 소재에 기계 부품들의 고정이 끝난 뒤, 얇고 가벼운 매쉬

소재를 이용하여 덮어 싸서 진동 장치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

록 마무리 한다. 완성된 진동 장치를 팬츠에 고정 시킬 때에

매쉬 소재 쪽이 인체에 맞닿도록 하여 모터의 진동이 최대한

신체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진동 장치를 뒤허리 벨트 속과 팬츠 안감의 앞쪽 대퇴부위

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는 스냅을 이용한다. 이때, 실험복 팬츠

대퇴부위의 안감에 높이별로 스냅을 달아두는데, 이는 착의자

의 다리 길이에 따라 진동모터가 닿는 부위가 달라지므로 착의

자가 직접 진동모터의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스냅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의 또 다른 이점으로는 진

동 장치의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탁 시 손쉽게 분리시

키거나 고장 시 진동 장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진동 장

치를 탈착하여 일반 정장 팬츠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

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강, 약, 교차 두드림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위치는 양

쪽 앞호주머니와 뒤호주머니 입구 안쪽에 부착하도록 전선을

배치하여 손가락으로 손쉽게 누를 수 있지만 외부로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지는 팬츠를 입은 상태에서도 커넥터로 분

리하여 교체하기 쉬운 위치인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호

주머니감 안쪽에 작은 단추 구멍을 내어 전지와 연결되는 커넥

터를 호주머니 속으로 뺀다. 진동 장치가 실험복 정장 팬츠에

부착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Fig. 7에 스마트 팬츠의 설계도로

제시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복의 형태는 전기적 진동 장치가 장

착된 남성용 정장 팬츠로, 30대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일상

Fig. 5. 대퇴부위에 부착되는 진동 모터의 개수 결정 실험 모습.

Table 8. 진동 모터의 개수별 평가 결과

진동모터의 

개수

진동안마 효과

(앉은자세)

착의감 및 활동성

대퇴부위 뒤허리 

대퇴부위 뒤허리 서서 앉아서 서서 앉아서 

6개 3.8 4 4.2 4 4.4 4

8개 4.4 4.4 4.2 3.9 4.4 4

10개 3.4 3.7 3.9 3.7 4.1 4.1

Fig. 6. 채택된 진동 장치의 재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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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도 안마 효과로 인해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팬츠의 개발 시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실험

복 팬츠의 패턴을 설계한 후, 착의감 및 활동성, 안마효과를 높

이기 위하여 모터, 콘트롤러 및 스위치 등의 진동 장치 재료들

의 종류, 개수, 부착 위치를 다양화하여 비교 착의 실험을 통

하여 효과적인 진동 장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진동 장치를 팬

츠에 삽입한 스마트 팬츠의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수집된 5개 업체의 팬츠 패턴 중, 가장 높이 평가된 K업

체의 패턴을 기초로 하여 엉덩이와 허리둘레의 여유분, 뒤호주

머니 및 뒤허리다아트 등의 만족도가 낮은 부위의 착의 보정을

거친 실험복 패턴을 완성하였다. 패턴제도 방식은 앞허리둘레

선 W/4+7.5(주름분량)-1 cm, 앞엉덩이둘레선 H/4+2.5 cm, 앞밑

위연장선 H/16-2 cm, 뒤허리둘레선 W/4+4(다아트분량)+1 cm,

뒤엉덩이둘레선 H/4+4.5 cm, 뒤밑위연장선 H/8+3 cm이였고, 앞

주머니폭은 3 cm, 큰주름분량 5 cm, 작은주름분량은 2.5 cm였

다. 개발된 패턴으로 실험복 팬츠를 제작하여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외관평가 결과로는 평균점수 4.12, 활동성평가 결과로는

평균점수 4.42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 팬츠에 부착 시, 외관 및 착의감과 활동성이 저하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안마 효과가 높은 진동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

여 재료들의 적정 크기 및 개수, 부착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1.2V, 용량 2000mAh의 AA사이즈 니켈

수소 전지 3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용하기로 하였고, 지름 12

mm, 두께 2.5 mm, 정격용량 0.24W, 정격전압 3V의 진동 모

터를 채택하였다. 또한, 안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동 모

터가 부착되는 부위를 결정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진동 모

터가 8개인 경우에 가장 아래의 진동 모터는 무릎선 위 7 cm

의 위치, 가장 위의 진동 모터는 무릎선 위 23 cm로 나타났고,

모터의 좌우 간격은 위쪽부터 12 cm, 11 cm, 10 cm, 9 cm로

분포되도록 결정하였다. 또, 뒤허리 부위의 진동 모터 부착 위

치는 뒤허리 벨트 부위를 따라 8개를 한 줄로 2.5cm의 간격으

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진동 모터의 적정한 개수를 결정하

기 위하여 모터 수를 6개, 8개, 10개로 변화시켜 비교 평가한

결과, 진동 모터의 개수와 강도에 따른 적정 진동모터 수를 8

개로 결정하였다. 콘트롤러는 가로 40 mm, 세로 50 mm, 두께

2 mm 직사각형 모양의 것으로 채택하였고, 스위치는 버튼형으

로 가로 30 mm, 세로 18 mm, 두께 5 mm의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름으로써 손쉽게 강/약과 on/off 기능의 전환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3. 스마트 팬츠의 개발 시안으로 채택된 진동모터와 콘트롤

러를 얇고 가벼운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켜 매쉬 소재를 이용하

여 덮어 싸서 진동 장치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 한

다음, 스냅을 이용하여 실험복 팬츠에 부착한다. 스냅을 이용하

여 고정시키는 방법의 이점으로는 진동 장치의 탈, 부착이 가

능하도록 하여 세탁 시 손쉽게 분리시키거나 고장 시 진동 장

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진동 장치를 탈착하여 일반 정장

팬츠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스

위치는 양쪽 앞호주머니와 뒤호주머니 입구 안쪽에 부착하고,

전지는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호주머니감 안쪽에 작은

단추 구멍을 내어 전지와 연결되는 커넥터를 호주머니 속으로

뺀다. 

본 연구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내 스마트 의류 분야

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러한 연구가 유

비쿼터스를 지향하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부합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위한 스마트 의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을 기

대한다. 후속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 시안을 바탕으

로 제작된 스마트 팬츠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외관과 동작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및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최종적으로 평

가하여 점검해보고,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

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팬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스마트 팬츠의 전자파 차단 능

력을 측정하여 진동 장치의 가동 시 인체에 무해한지를 검증하

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일부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음(KRF-2005-041-C00523).

참고문헌

남혜진 (2004)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인텔리전트 의류의 디자인 프로

토타입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ig. 7. 진동 장치가 장착된 스마트 팬츠의 설계도.



 진동 안마 기능의 스마트 팬츠 개발을 위한 설계 제안 335

박선민 (2004) 지체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의류의 디자인 모형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주 (2001) 동작인식형 디지털 웨어의 상품화 가능성 탐색과 디

자인 프로토타입의 제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

윤원정 (2005) 유아의 음악놀이용 스마트의류의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영미·이정란 (2006) 스마트 의류 개발을 위한 소비자 선호도 조

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0(4), 130-139

http://health.donga.com 동아건강(남성의생활)

http://www.ytn.co.kr YTN TV(‘똑똑한 옷’ 첨단 의류 선보여) 

http://www.samsungdesign.net 삼성디자인넷(스마트 웨어의 개발

동향 및 향후 전망)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2006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

시회)

http://www.glmall.co.kr 지엘몰(전자파 차단 소재.)

http://www.nextcomshow.com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 

http://www.inews24.com 아이뉴스24(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

개최)

http://www.sciencetimes.co.kr 사이언스 타임즈(차세대 컴퓨팅 산

업전시회)

http://dic.naver.com 네이버오픈사전(허리통증)

(2007년 2월 14일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