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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와 E-textile 개발 현황

조길수·양윤정·성문수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스마트 의류 기술개발 연구소 

1. 서 론 

스마트 의류의 발전은 지난 10년 간 매우 빠르게 진행되

어 왔다. 1997년 Steve Mann이 ‘The Beauty and the

Bits’라는 패션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이

래, 스마트 의류는 이제 꿈이 아닌 실제 의류상품으로 시장

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상품은 MP3 Player 의류, 생체 신호 감지

용 스포츠 의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선보인 솔라 셀을 이

용한 휴대폰 충전 의류 등 을 꼽을 수 있다. 이는 Barfield

et al.(2001) 웨어러블 컴퓨터 연구를 주도하던 여러 저자들

이 그 당시 예측했던 computational clothing 또는 digital

clothing과는 다소 application에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논문

에서 밝혔던 텍스타일과 IT와의 융합 방식과 기술(Cho et

al. 1998, 조길수, 2004)은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바이오 모니터링(bio-monitoring) 스마트 의류란 인체와

가장 가까운 ‘주위의 지성적 존재’(ambient intelligence)로서,

BT와 IT가 fashion에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건강관리용 신

종 의류이다. 이는 생체신호를 체크할 수 있는 각종 기기를

부착함으로써 착용자의 호흡이나 심장 박동 수 등과 같은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 착용자의 건강을 24시간 체크할 수

있다.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 일상생활에는 필수적 성격이

강한 스마트 의류이다.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를 위

해서는 기존의 다른 스마트 의류 즉 MP3 Player 의류나

Entertainment 의류에 필요한 기술 이외에 센서(sensors)나

전극(electrodes)(Jang et al., 2007; Sung et al., 2007) 기

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특별히 직물기반(Textile-based) 센서

나 전극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그동안의 기술적 진보나

연구 결과인 직물기반 신호선(transmission line)(Cho et al.,

2006; Cho et al., 2007; Cottet 2003; Moon et al., 2006;

Yang et al., 2007)이나 키패드(keypad)(Cho et al., 2007)

와 더불어 필요한 기술인 것이다.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도계나 맥박계 등과 같은 의

료기기를 이용해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의복 또

는 밴드의 형태에 통합된 센서를 통해서 생체신호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에 대한 관

심의 증가와 자신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자 하는 욕

구가 커짐에 따라 몸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러한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긴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와 E-textile 개

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오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과

핵심요소, 센싱 시스템의 형태,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

류의 시장 점유율과 상품화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를 위한 핵심기술인 E-textile에 대해

심전도 측정용, 호흡 측정용, 동작 측정용으로 나누어 그동

안 이루어진 개발기술을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

한 연세대학교 스마트의류 기술개발 연구소(스마트 의류 기

술 개발 연구소, 2007; 조길수, 2007; 조길수·조자영,

2007)가 개발한 스마트 의류와 E-textile 관련 연구를 소개

하였다.

2.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과 핵심 요소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온

도계나 맥박계와 같은 ‘non-wearable’ 시스템에서, 의복이나

밴드와 같은 몸에 걸칠 수 있는 형태의 ‘wearable’시스템으

로 발전하고 있다(Fig. 1). 이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

피한 선택이다.

웨어러블 시스템은 네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Fig. 2

Fig. 1.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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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 요소들을 보여 주는데, 이들은 인체의 물리적, 화

학적 변화를 감지하는 ‘센싱 시스템’, 측정된 생체정보를 알

려주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송된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 지표를 제시하는 ‘분석 시스템’, 그리고 착용

자에게 건강 상태 변화 등을 알려주는 ‘피드백 시스템’이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가 대

중화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시스템 핵심 요소들이 고르게

발전하여 소비자의 요구 성능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이를 위한 핵심요소들의 선택적 조합 또한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센싱 시스템의 웨어

러블화 즉, 센서를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3. 바이오 모니터링 웨어러블 센서의 형태

바이오 모니터링 웨어러블 센서의 형태에는 Clothing과

Device의 두 가지가 있다. Clothing 형태는 센서가 의복에

내장되어 외관상으로는 일반 셔츠와 동일하게 보이며,

VivoMetrics사의 LifeShirt나 Sensatex사의 SmartShirt와 같

은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Device 형태는 가슴 띠나 팔 밴

드와 같이 몸에 두르는 형태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

로, Adidas와 Polar사의 Polar series와 BodyMedia사의

Body Monitoring System등이 있다(Table 1). 

4.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의 시장 

점유율과 상품화 현황

VDC(2005)에서 예측한 바이오 모니터링 Clothing과

Device의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2007년 바이오 모니터링

시장은 Device가 2억 3천 7백만 달러로 Clothing의 2천2백

50만 달러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Clothing이 95.7%로 Device의

13.2%에 비해 월등하게 큰 비율로 성장하고 있어서 웨어러

블 바이오 모니터링 시장은 앞으로 Clothing 형태가 더 빠

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Fig. 3).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의 상품화 및 개발에는 IT

기업, 섬유 및 의류기업, 대학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

다. IT 기업으로는 Philips(네덜란드), Sensatex(미국), Polar

Electro(핀란드), VivoMetrics (미국), Gamin(미국) 등이 있

고, 섬유 및 의류 기업으로는 Adidas(독일), Nike(미국),

Reebok(영국), Milior(이탈리아), Smartex(이탈리아) 등 이

있다. 대학으로는 Georgia Tech(미국), University Karlsruhe

(독일), Ghent University(벨기에), University of Pisa(이탈

리아), University of Manchester(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의 초기 모델로는 미국

VivoMetrics사가 1999년에 개발한 LifeShirt가 있다(Fig. 4). 

LifeShirt 시스템(Frank·Walton, 2003)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셔츠에 봉제된 RIP밴드를 통해 호흡수

를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용 ECG 센서를 이용

해 심전도를 측정하며, 세 번째는 동작 측정센서를 통해 동

작 정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카드와 이를 전송해서 분석하고

Fig. 2. 웨어러블 시스템의 핵심 요소

Table 1. 웨어러블 센서의 형태 

형태/품목 설명 회사/제품

의복
셔

츠

센서는 셔츠 

안에 내장

-Sensatex/ SmartShirt

-Philips/ Intelligent Biomedical Clothing

-Milior-Smartex/ Wealthy

-Polar Electro-Adidas/ Project Fusion

-VivoMetrics/ LifeShirt

장치

가

슴 

띠

센서는 가슴

띠 형태

-Polar Electro/ Polar A, F, S-series

-Nike/ Triax Elite HRM

-Gamin/ Forerunner 301

-Reebok/ Fit Trainer

팔

밴

드

센서를 상박 

부위에 밴드 

형태로 착용하여

생체 신호 측정

-BodyMedia/ Body Monitoring System

Fig. 3. 바이오 모니터링 Clothing과 Device의 시장 점유율과 성

장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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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나, 완벽하게 의류화 된

것이 아닌 직물과 전자기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block-

based 모델이다. 

Fig. 5와 6은 Georgia Tech와 Sensatex사가 2001년 개발

한 GTWM, 즉 Georgia Tech Wearable Motherboard이다. 

Time 지에 의해 2001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GTWM은 광섬유와 전도성 섬유를 사용하여 착용자의

심장박동, 호흡률, 체온, 칼로리 소모량 등을 측정, 기록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조길수 외, 2000). 또한 측정된 생체

신호를 본인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무선 전송하

는 기능이 있으며,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형에 따

라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유아용의 경우는 갑작스런 신체

이상이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서 유아의 돌연사를 예방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3년에는 Philips사에서 IBC(Intelligent Biomedical

Clothing)를 개발하였다(Fig. 7). 이것은 브래지어나 허리 벨

트의 형태로 센서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착용

자의 생체신호가 센서를 통해 감지되고, PDA 등을 통해 원

격 송수신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의사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64mbytes의 메모리에 심장활동과 같은 생체 정보를 3개

월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측정된 기

록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모니

터링시스템을 위한 기기들은 초박형의 모듈로 설계되어 있

으며, 의복의 포켓에 넣을 수 있다. 모듈은 제거가 가능하

고 의복에 내장된 센서는 세탁이 가능하다. 이태리 Milior-

Smartex사는 2004년에 Wealthy 시스템(Fig. 8)을 개발하였다.

Paradiso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Wealthy는 스테인

레스스틸사를 이용하여 인타르시아 기법으로 제편한 ECG

전극을 가슴 부위에 배치한 것으로, 전극 위에는 친수성 멤

브레인을 붙여 생체 신호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피부

자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호흡은 흉곽 부위에

부착된 압저항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생체신호는 옷에 부착된 PPU(Portable Patient

Unit)(Fig. 9)라는 무선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처리된 데

이터는 PDA나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어 착용자에게 피드백

을 주게 된다.

Fig. 10은 2005년 Polar Electro & Adidas사가 공동 개

발한 Project Fusion 시스템이다. 프로젝트 퓨전 시스템은

Polar Electro 사의 심박수, 스피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를

Adidas의 의류나 신발에 통합한 것으로, “Poject Fusion”을

통하여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에 가지 않고도 운동량을 측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옷에 내장되어 있는 전극에서 측정된 ECG 신호가 실시

간으로 손목시계형 컴퓨터(RS800 러닝 컴퓨터)로 전송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심박

기와 신발의 센서를 통해 입력된 스피드, 운동 거리와 같은

정보는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표시가 되어 자신이 어느 수준

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과

다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Fig. 4. VivoMetrics사의 LifeShirt(1999)

Fig. 5. GTWM(2001) Fig. 6. 유아용 GTWM

(Georgia Tech와 Sensatex사 개발)

Fig. 7. Philips사의 IBC(2003)

Fig. 8. Wealthy 시스템(2004) Fig. 9. PPU (Milior-Smartex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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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바이오 모니터링 E-textile의 개발 현황

Carpi and Rossi(2005)의 연구에 따르면, 모니터링 하고

자 하는 생체신호(body sinal)에 따라 사용되는 Sensing

Device와 E-textile에는 차이가 있다. 이들의 생체 신호 별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ECG와 EMG 신호를 모니터링할 때는, 전도성이 있는 금

속사로 제직 또는 제편한 전극을 바이오 전극으로 사용한다.

심장에서 나오는 미세전류를 센싱하여 output 기기에 전달

하는 방식은 의료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gCl 전

극과 같지만, 인체 친화적이고 항상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호흡, 동작과 같이 다소 큰 움직임이 있는 생체신호 모니

터링에는 주로 압저항 센서가 사용되고, 맥박과 같이 미세

한 움직임이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압전 센서가 사용된

다. 압저항 센서는, 센서에 힘이 주어질 때 직물의 전기저

항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호흡이나 동작의 정도와 빈도

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압전 센서는 센서에 힘이 주어질

때 전압이 변화하는 원리로 맥박을 감지한다. 

혈중 산소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파장이

다른 두 개의 광원을 사용하여 혈중 옥시헤모글로빈에 의한

광 흡수율을 비교함으로써, 혈중 산소를 파악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가시광선은 옥시헤모글로빈(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

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흡수 계수 차이가 크나, 적외선은

흡수 계수 차이가 작다. 따라서, 이 두 광원의 흡수계수의 비

를 산출하면 되는데, 그 값이 크면 옥시헤모글로빈이 많은 것

으로 혈중 산소가 많음을 의미하고, 그 값이 작으면 옥시헤

모글로빈이 적은 것으로 혈중 산소가 적음을 의미한다. 

5.1 Textile-Based ECG 전극

제직 전극 (Woven Electrodes): 독일 Karlsruhe대학의

Ottenbacher et al. (2004)이 개발한 셔츠의 네 지점에는 은

코팅된 직물을 기반으로 한 ECG 전극이 부착되어 있다

(Fig. 11). 전극은 Fig. 12와 같이 피부에 닿는 면에는 인체

쾌적성이 높은 소재로 되어있고, 그 아래에는 silver coated

copper 층, wire 층, foam 층의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ECG PCB(Printed Circuit Board)가 부분적으로 꺾이도록

제작되어 착용성이 높다. 

편직 전극 (Knitted Electrodes): 영국 Manchester공과대

학교에서 개발한 이 전극은 스테인레스스틸사를 제편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를 신축성 밴드에 봉제하여 electrode

band를 구성하였다(Fig. 13). 이 밴드는 삼두근과 가슴에 각

각 착용하여 심전도를 측정한다(Wijesiriwardana et al.,

Fig. 10. Polar Electro & Adidas사의 Project Fusion 시스템(2005)

Table 2. 바이오 모니터링 기능별 E-textile 의 특성

Body Signals Sensing Devices E-textiles

심전도 (ECG) 바이오 전극 (Bioelectrodes) 제직 또는 제편한 금속 전극

근전도 (EMG) 바이오 전극 (Bioelectrodes) 제직 또는 제편한 금속 전극

호흡

압저항 센서

(Piezoresistive Sensors),

압전 센서

(Piezoelectric

Sensors) 

EAP 기반 직물 또는 작은 크기의 strips

관절의 각도와 움직임
압저항 센서

압전 센서
EAP 기반 직물 또는 작은 크기의 strips

맥박 압전 센서 EAP 기반 직물 또는 작은 크기의 strips

혈중 산소
광섬유

(Plastic Optical Fiber)
광섬유 직물

*EAP(Electro Active Polymer): 전류를 가하면 바로 반응해서 팽창하는 고분자 (조길수, 2006)

Fig. 11. 은 코팅 직물로 만든 ECG 셔츠의 설계도(좌)와 셔츠의

내면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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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젤을 발라 신체에 부착하는 의료용 AgCl 전극은 측

정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젤이 건조되므로 신호 검출률이

낮아지는 반면, ‘편직 전극’은 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착용시간에 따로 제약이 없다.

5.2. Textile-based 호흡 측정용 센서

압전 센서 (Piezoelectric Sensors): 이탈리아의 Univ. of

Pisa에서 연구한 직물 센서는, Piezoelectric sensor, 즉 압전

센서를 활용하여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CLR (carbon

loaded rubber) 압전 센서로 RT (respire trace)를 측정하였

으며, CLR 센서와 일반전극의 성능비교를 위해, 시그널을

비교한 결과, Fig. 15와 같이 두 신호가 유사하게 나왔다

(Rossi et al. 2003). 

압저항 센서 (Piezoresistive Sensors): 벨기에의 Ghent대

학에서 개발한 respibelt 라는 호흡측정용 벨트는 라이크라

함유 벨트에 스테인레스스틸을 제편해서 만든 벨트이다

(Catrysse et al., 2004). 스트레치성이 있는 이 밴드를 흉곽

에 착용하면 호흡에 따라 흉곽둘레가 증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벨트의 길이도 신장, 수축하게 되며, 동시에 벨트의 저

항 변화가 생긴다. 이로부터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5.3. Textile-Based 동작 측정용 센서

편직 코일 센서 (Knitted coil Sensors): 영국 Manchester

공과대학교에서는 니팅 기술을 이용하여 금속 와이어를 제

편한 신체 동작 측정용 코일(Knitted coils)을 개발했다. 

Fig. 17은 팔에 착용한 두 코일의 회전각도(θ)에 따라 유

도된 전압(voltage)이 변화하는 커브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

레이션 결과와 실제 관찰된 유도전압(induced voltage)이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Wijesiriwardana, 2004). 이를 활용하

여 팔의 움직임 각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압저항 섬유 센서 (Piezoresistive Fiber Sensors): 미국

MIT의 Gibbs·Asada(2005)의 연구에서는 은도금 나일론사

로 동작 측정용 센서를 만들었다. 센서는 바지의 무릎 관절

부분을 지나도록 배열하여,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것에 따라

(Fig. 18에 표시된) 섬유의 A와 B 사이에 생기는 저항 변

화를 통해 동작을 측정할 수 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ber sensor로 측정한 관절각도에 따른 저항변

화는 Potentiometer로 측정한 것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6. 우리나라 스마트 의류 기술개발 과제가 개발한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와 E- textile 

6.1. 바이오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

조깅복: 이 과제에서 개발한 조깅복은 프로토타입형태로

서, 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동하는 동안 조깅

복 속의 센서를 통해 착용자의 체온과 심전도가 실시간으로

Fig. 12. 은 코팅 직물 전극의 내부 구조

Fig. 13. 스테인레스 스틸사로 제작한 편직 전극

Fig. 14. 호흡용 직물 압전 센서 부착 위치

Fig. 15. CLR센서와 일반전극의 성능비교

Fig. 16. Respi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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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건강관리 센터의 서버로 자동 전송이 된다. 주치

의는 모니터를 통해 심전도나 혈압, 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현승 외, 2005). Fig. 19는 컴퓨터로 전송된 착용자의 운

동 전과 후의 심전도 변화이다. 

카레이싱복: 인간은 긴장하면 신체 특정부위에서 땀이 나

는데 GSR(Galvanic Skin Response)센서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피부의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이다. 

이 과제에서 개발한 카레이싱복은 GSR 센서를 의복 최

내층에 부착하여 신체표면에 생긴 땀의 양을 감지하여 레이

서의 긴장 상태와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코치에게 전달해

주는 의류이다. 코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레이서의 연습 강

도를 조절할 수 있다(스마트 의류 기술 개발 연구소, 2007). 

Fig.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레이서가 긴장을 해서 땀

을 흘리게 되면 게이지가 dry에서 wet 쪽으로 움직이게 되

고, 이것으로 착용자의 긴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2. 바이오 모니터링 E- textile

ECG 측정용 Cu-sputtered 직물 전극: 이 과제에서 개

발한 ECG 측정용 직물전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

반 직물에 스퍼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전도성 코팅 직물을

활용(Cho et al., 2005; Cho et al., 2007; Jang et al.,

2006)한 것이다. 

PU 처리된 나일론 직물을 스퍼터 기기에 넣어 40
o

C에서

20분간 구리를 증착시켰다. 공정 후 직물의 표면에는 구리

가 고르게 증착되었으며, 그 두께는 약 2.5 μm이었다. 

Cu-sputtered 직물전극에는 금속막이 매우 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 직물과 같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세탁성과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다(문지혜 외, 2005; 조자영

외, 2005).

이 직물을 ECG 전극으로 활용한 결과, 심장 박동을 검

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ECG전극으로서의 성능평가를 위해,

의료용 AgCl 전극과 ECG 신호 검출률을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유사한 파형이 검출되었다(Jang et al., 2006b;

Jang et al., 2007).

ECG 측정용 자수 전극: ECG 측정 용으로 개발한 다른

하나는 100% 스테인레스스틸사를 이용하여 만든 나선형의

자수 전극을 의복에 부착하여 활용(조자영 외, 2007)한 것

Fig. 17. Knitted coils와 이를 이용해 측정한 유도전압과 시뮬레

이션 결과 비교

Fig. 18. 동작측정용 하의와 저항변화곡선

Fig. 19. 조깅복과 검출된 ECG신호 (좌: 운동 전, 우: 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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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의복의 신축성에 따른 ECG 검출 성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이 연구에서는 스판덱스의 함유량을 0%, 5%, 7%로

다르게 한 세 가지 타입의 셔츠를 만들었다. 각각의 셔츠에

는 100% 스테인레스스틸사를 이용하여 만든 나선형의 자

수 전극을 부착하여 착용자에게 입힌 후 ECG 신호를 추출

하였다. 

Fig. 23은 AgCl 전극을 사용하여 검출한 ECG 신호이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된 R-peak를 쉽

게 검출할 수 있다.

Fig. 24는 자수 전극이 부착된 셔츠를 착용한 피험자 5명

의 ECG 신호이다. AgCl 신호에 비해서 파형에 다소 noise

가 있었으며, 스판덱스 함유량에 따라 R-peak 검출률에 차

이가 있었다. 한편, 스판덱스 함유량이 7%인 셔츠의 경우,

R-peak 검출률이 8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ECG용 스마트 의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전극 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극이 부착된 의류

자체의 신축성도 영향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동작 측정용 압저항 센서: Sung et al.(2007)의 연구에서

는 스테인레스스틸사 100%로 제편된 편성물을 폭 1 cm, 길

이 10 cm로 잘라서 암 슬리브(arm sleeve)의 팔꿈치 부분에

부착하여 동작 측정용 센서로 사용하였다(Fig. 25).

직물의 신장 정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화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multimeter로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한

후, 암 슬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팔꿈치 각도에 따른 직물

의 전기저항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0
o

부터 135
o

까지 10
o

 단위로 해당 각도에서의 전기 저항을 측

정하였다.

팔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전기저항 변화와 팔꿈치 각도

별 전기저항 값으로부터 팔꿈치 각도 변화에 따른 전기저항

값을 회귀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Fig. 26에서 직물의 신장(팔 굽힘(Flexion) 동작)과 수축

Fig. 20. 카레이싱복의 GSR 센서 작동의 예

Fig. 21. 스퍼터링 전 후의 직물 모습

Fig. 22. 스퍼터링 직물의 ECG신호검출

Fig. 23. AgCl 전극의 ECG 신호

Fig. 24. 자수전극에 의한 ECG 신호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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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폄(Extension) 동작)시, 같은 각도에서도 전기 저항치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팔을 굽

힐 때에는 팔꿈치에 부착된 센서가 늘어나면서 원래의 형태

와 반대방향의 강제적인 힘을 받게 되므로 저항 변화가 천

천히 일어나고, 팔을 다시 펼 때는 직물 센서가 원래의 형

태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기저항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동작측정 센서의 원리를 팔 외에도 다른 신체 부위에

적용하면, 의복을 통해 그 부위의 신체 동작크기를 예측하

는 데 활용할 수 있다.

7. 맺음말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복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

구되어야 할 기술은 크게 통합 기술과 인터커넥션 기술, 사

용자 중심의 스마트 텍스타일 개발 기술이 있다. 

첫째, 전자기기를 의복 화 할 수 있는 통합 기술의 지속

적 발달이 필요하다. Block -based에서 내장형(embedded)으

로 진보하고, 최종적으로 섬유기반(fiber-based) 기술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텍스타일 컨버팅기술에서 EAP와 같은 새로

운 섬유 재료, 나노기술, 그리고 전기방사와 같은 새로운 기

술이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해 활발히 연구되어져야 한다.

둘째, 스마트 의류를 구성하는 센서, 전원 공급 장치,

Output 장치 등의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호환성과 내구성, 유용성을 고려한 인터커넥션 기술 또한 발

전되어야 한다. 현재 스마트 의류의 구성 요소별로 의복 내

장 기술의 개발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

준을 수립하여 각 구성 요소간의 효과적인 인터커넥션을 이

루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 텍스타일은 사용자들을 기능적인 면과 감성

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패션 아이템이다. 그러

므로 소비자의 잠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 기술

이 위에서 언급한 통합기술, 인터커넥션 기술과 함께 발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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