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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패턴을 이용한 노인용 u-헬스케어 의복의 심전도 측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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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guideline of the 3D-fit pattern for the ECG(electrocardiogram) measurement of elderly's u-
healthcare clothes was proposed. In the screening test of the ECG measurement band, ECG peak band was observable
at the band pressure of 0.20 kPa. By employing a 3D body image, tight-fit 3D patterns were made at two different reduc-
tion rates of 21%(pattern 1) and 33%(pattern 2), and corresponding pressure of both of the clothes were 0.25 kPa and
0.54 kPa, respectively. Typical waves of ECG were found in both stationary and moving position. In terms of the sub-
jective evaluation of the u-healthcare clothes when worn, it was confirmed that reduction pattern 1(0.25 kPa) conveyed
comfortable clothing pressure and pleasantness, which is very close to the result of screening test of ECG band exper-
iment. As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reduction rate should be adjusted, so that clothing pressure is about 0.2 kPa
for the elderly's comfortable and efficient u-healthcare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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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1%가 65세 이상의 노

인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여, 2018

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다(김태현, 2006). 고

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확대됨

을 의미하기도 한다(권미성, 2006; 박상철 외, 2006; 삼성경제

연구소, 2007). 따라서 노인 인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새

로운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u-헬스케어(u-health care)이다. 

U-헬스케어란 인체의 건강관련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ubiquitous) 수집, 처리, 전달, 관리하는 원격지원 의료서비

스(김희찬, 2005)를 말한다. Johnston(2000)은 u-헬스케어의 일

종인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병 환자의 의료비를 27%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 u-헬스케어를 활용하여 노인 의료비의 7.2%

에 해당하는 1.5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7). 따라서 노인 u-헬스케어는 노인들의 건

강 및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의 의료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 u-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동안 부담 없이 연속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해서 의료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생체신호 측정기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

적인 u-헬스케어용 생체신호 측정기기는 의복과 같이 일상생활

에서 착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성과 생

체신호를 측정하는 인체 밀착형 센서와 피부의 밀착(tight-fit)성

유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웨어러블성과 밀착성 유지에 대해서

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의복과의

통합측면에서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유연하고 조형성이 있는 전기전도성 섬유소재를 이용한 e-

textile, e-broidery를 개발하여 웨어러블성을 부여하려는 연구
(Linz et al., 2005; Paradiso et al., 2005; Post et al., 2000;

; Cho 2005)가 진행되고 있으며, 밀착형 센서의 소재로 탄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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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사용하거나, 접착제 및 충진제 등을 이용하여 인체와의 밀

착성성을 유지하려는 연구(박혜준 외, 2007; Brady et al.,

2005)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복으로서의 쾌적성과 생체

신호 측정기기로서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체신호 측

정용 의복의 밀착(tight-fit)패턴에 대한 연구가 의복구성 및 의

복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3차원 인체측정 데이터로부터 3차원 밀착패턴을 설계

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차원 밀착패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체의 형태적인 변화와 개인차가 커지

는 노인들의 체형(梁 , 1998)을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밀착

형 의복패턴을 제작하는데 효과적이다.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

를 관련 소프트웨어와 CAD를 이용하여 밀착패턴을 추출하는

연구(윤미경 외 2007; 최명해 외, 2007; 최영림 외, 2006; ),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를 직접 2차원 평면화하여 밀착패턴을

추출하는 연구(정연희, 홍경희, 2006; Jeong et al., 2006)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생체신호 측정용 의복의 밀착패

턴은 기존의 3차원 밀착패턴이 추구했던 쾌적한 착용감뿐만 아

니라 인체 피부와의 밀착에 의한 신호 측정의 성능도 같이 양

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u-헬스케어의 생체신호 측정용 의

복의 밀착패턴은 3차원 인체형상으로부터 추출한 밀착패턴의

의복압과 센서의 측정성능, 그리고 착용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패턴의 밀착 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전도성 직물을 이용하여 심전도 측정용

밴드를 제작하고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의복압의 최저한계치를

먼저 파악한 후, 60대 노인 여성 피험자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밀착패턴의 축소율을 변화시켜 심전도

측정용 의복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적상태와 움직이는 상태

에서의복압에 따른 심전도, 의복압,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쾌

적하면서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한 3D u-헬스케어 의복의 의복

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심전도 측정용 밴드 제작 및 측정 성능

전기 전도성 직물로 심전도 측정용 전극을 대체하여 밴드형

심전도 측정기를 제작한 후 의복압에 따른 심전도의 측정 성능

을 시험하였다. 직물전극은 전기전도성 섬유소재 중에서 의복

과 통합될 때의 봉제성, 의복 소재의 신장 및 동작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신축성, 생체신호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전기저항 그리고 피부 접촉시의 촉감 등을 고려하여 나일론

을 은도금한 니트(Dorlastan Fibers, USA)를 사용하였다. 이

직물전극은 전기저항이 1.4(Ω/cm)이고 양방향 신축성을 가지며

유연하면서 촉감이 부드러웠다. 

심전도 측정용 밴드와 연결할 심전도 측정 모듈은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의 u-헬스인포메틱스팀에서 개발 중인 것을 사용하

였다. 따라서 이 모듈과의 호완성을 고려하여 심전도 측정용 밴

드의 직물 전극 부착 부위 및 크기 그리고 의복과의 연결방식

을 결정하였다. 완성된 심전도 측정용 밴드는 폭 5 cm, 길이

95 cm이며,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둘레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직물 전극은 가로 2.5 cm, 세로 12 cm의 전기 전

도성 직물을 밴드의 둘레중심에서 약 2 cm의 간격을 두고 봉

제하였다. 밴드의 앞중심에서 좌·우 약 2.5 cm간격을 두고 금

속성 스냅을 이용하여 직물전극이 부착된 심전도 측정용 밴드

와 연결하였다. 완성된 밴드는 피험자의 밑가슴둘레와 늑골하

연높이 사이에 착용시켜 둘레를 변화시켜 의복압과 심전도를

동시에 30초간 측정하였다.

의복압은 공기 주입식 의복압 센서 AMI 3037-2(AMI Techno,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의복압 센서에는 밴드의

왼쪽 센서의 앞중심선에 약 6 cm되는 지점의 늑골 위에서 측정

하였다. 의복압 센서를 Agilient 34970A(Agilent technologies

Inc, USA)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심전도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의 u-헬스인포메틱스팀에서 개발 중인 심전도 측정 모

듈과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EvalBVA을 사용하였다. 

2.2. 3차원 인체측정 및 밀착패턴 추출

3D스캐너 비비드 910(Vivid 910, Konica Minolta Sensing,

Japan)을 이용하여 60대 여성 피험자의 3D 인체형상을 획득하

였다. 피험자의 신체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피험자의 인

체에 계측점 및 기준선을 표시하여 3차원 상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험자의 상반신의 앞면, 뒷면 그리고 어깨로 나

누어 촬영하였다. 래피드폼 2004(Rapidform 2004, INUS사,

Korea)을 이용하여 3부분을 머지(Merge)하여 피험자의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

다. 3차원 스캔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래피드폼, 3차원 형상

 

Table 1. 피험자의 신체특성 (cm)

항목 Neck Chest Under bust Waist Hip

치수 36.0(38.2) 91.0(93.8) 79.5(81.8) 81.0(85.3) 92.0(92.3)

(size korea 60대 평균)

Fig. 1. 3차원 인체형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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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차원 평면화시키는 프로그램 2C-AN(홍경희 외, 2007) 그

리고 유카 패턴캐드(Yuka & Alpha, Inc., Japan)를 이용하여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차원 밀

착패턴을 추출하였다. 

래피드폼을 이용하여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에 나타난 기준

선과 인체표면의 곡률 및 형상 그리고 의복의 디자인에 따른

디자인 선을 근거로 3차원 인체형상의 표면을 분할하였다(Fig.

2). 인체형상 데이터의 분할된 각 부분은 2C-AN 프로그램에서

의 원활한 작동과 호환을 고려하여 dxf형식의 독립된 파일로

저장하였다. 저장한 dxf형식파일을 2C-AN에 불러들여 인체의

3차원 형상을 작은 삼각조각으로 2차원 평면화하였다. 2C-AN

은 3차원 형상의 곡면을 표면 삼각화(Triangle simplification)하

는 이론과 표면 삼각화한 조각을 자유낙하원리에 따라 2차원

공간에 평면화시키는 룬지쿠타(Runge-Kutta)이론 (Garland,

1999)을 반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Fig. 3). 

이때 분할된 곡면의 적정 삼각 조각 수의 설정과 삼각 조각

의 2차원 평면 조합방법은 선행연구(정연희 외, 2005; 정연희·

홍경희, 2006)에 따라 이루어졌다. 2C-AN에서 얻어진 2차원

dxf파일을 유카 패턴캐드를 이용하여 의복 패턴으로 완성하였

다(Fig. 4). 

삼각조합들은 블록간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여 스트레스

를 분산하는 방법(이희란, 2005)을 기준으로 결합하여 밀착패

턴을 추출하였다.

W = 100[(C-A)/A] (1)

C:늘어나기 전에 길이(20 cm),

A:하중(500 g)이 가해짐에 의해 늘어난 길이,
W: % fabric stretch

Y×S = T (2)

Y:가슴둘레높이에서 앞중심에서 뒤중심까지의 거리,
S: (% fabric strecth) / 100,

T:폭 방향의 수축량

2.3. 3차원 밀착패턴의 축소 및 심전도 측정용 의복 제작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에서 추출한 밀착패턴의 축소패턴은

Ziegert and Keil(1998)이 제안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제작하였

다. 먼저 Ziegert and Keil(1998)이 제안한 실험 장치와 방법에

따라 직물의 신장특성을 측정하였다. 500 g의 추를 사용하여 직

물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식 1에 대입하여 산출한다. 식 1

에서 구해진 값을 이용하여 폭 방향의 수축량을 식 2에 대입하

여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3차원 밀착패턴을 축소하였다. 이

때 패턴 축소율은 심전도 측정용 밴드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에

서 추출한 의복압의 최저한계치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3차원 밀착 패턴과 축소 패턴을 이용하여 심전도 측정용 의

복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패턴에서 피험자의 밑가슴둘레와 늑

골하연높이에 5 cm폭을 갖는 띠를 만들어 2.1에서 제시한 심전

도 측정용 밴드 제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직물전극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의복의 안쪽에 봉제한 후 스냅으로

심전도 측정 모듈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인 u-헬스케어의 심전

도 측정용 의복을 제작하였다. 의복 소재는 폴리우레탄이 혼용

된 신축성 직물로, 흡습/속건 및 신축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였다.

2.4. 패턴 축소율에 따른 심전도 측정 성능

3차원 밀착패턴과 이를 축소한 축소패턴으로 만든 심전도 측

정용 의복을 피험자에게 착용시키고 의복압과 심전도를 측정

하였다. 실험순서는 Fig. 5에 나타내었다. 피실험자는 3가지 동

작 즉, 움직임이 없이 서있는 “정지”, 팔을 회전하는 “팔 움직

이기”,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각각 30초 동안 실시하였

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간격을 두어 앞의 동작에 의해 영향

Fig. 2. 3차원 인체형상의 분할

Fig. 3. 2C-AN을 이용한 3차원 인체형상의 2차원 평면화

Fig. 4. 유카패턴캐드를 이용한 블록조합

Fig. 5. 실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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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도록 의복의 당김 등을 수정한 후 다음 동작을 실시하였

다. 심전도 모듈 및 분석 프로그램 그리고 의복압 측정기는

2.1의 실험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패턴에 대한 실

험이 끝난 후 주관적 착용감을 평가하여 ECG 측정의 정확성

과 착용감 두 가지 측면을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의복압

을 추출하였다. 주관적 착용감은 13가지 문항에 대하여 5점 척

도로 평가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심전도 측정용 밴드의 의복압과 측정성능

심전도 측정용 밴드를 피험자가 착용하고 밴드 길이를 5단

계로 조절하면서 의복압과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심전도는 심

장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을 피부표면에서 유도해 낸 것으

로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P, Q, R, S, T파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파형을 갖는다(성호경, 이상돈, 199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심전도 측정 성능의 좋고 나쁨을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육안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의복압과 심전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1단

계에서는 의복압이 약 0.090 kPa로 심전도의 파형이 전혀 나타

나지 않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2단계에서는 의복압이

약 0.127 kPa이었으나 역시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 의복압이 약 0.200 kPa인 3단계에서는 심전도 파

형의 기저선이 불안정하지만 R피크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전형

적인 파형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의복압이 약 0.350 kPa인 4단

계와 약 0.388 kPa인 5단계에서는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의복압이 가장 높은 5단계에서 가장 명확하

고 안정적인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복압이 증가할수록 심전도 측정 성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 2단계에서는 심전도의 전형적

인 파형을 확인할 수 없어 3단계인 0.200 kPa를 측정 성능을

고려한 의복압의 최저한계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노인 u-헬

스케어용 심전도 측정용 의복은 피험자가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의복압이 최저 0.200 kPa s이상이 되도록 패턴을 축소하기

로 하였다.

3.2. 3차원 밀착패턴의 축소패턴제작

본 연구에서는 Ziegert and Keil(1998)이 제안한 방법으로

측정한 직물의 신장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신장특성을 바탕으로 폭 방향의 수축량을 계산한 것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이를 기준으로 심전도 측정용 밴드의 의복압과

심전도 측정 성능 실험에서 산출한 의복압 최저한계치

0.200 kPa이상의 의복압을 갖는 축소패턴을 2가지를 제작하였

다. 

축소율에 따른 축소 패턴은 절개식 그레이딩(split grading)방

식으로 단계에 따라 정해진 각각의 축소할 양을 원형 패턴에서

골고루 배분하여 얻었다. 축소율에 따라 산출된 폭방향의 축소

량(T)를 3등분하여 배분하였다. Ziegert and Keil(1998) 방식에

Table 2. 직물의 신장특성

Wale Course

A 20.0 cm 20.0 cm

C 23.2 cm 28.5 cm

W 16.0% 42.5%

Table 3.

축소량(cm) 원단 축소율(%) 의복압(kPa)

밀착패턴 0 0 0

축소패턴A 9.63 0.21 0.245

축소패턴B 15.40 0.33 0.539

Fig. 6. 심전도의 파형 

Fig. 7. 심전도 측정용 밴드의 의복압에 따른 심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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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3차원 밀착패턴을 21% 축소하여 0.245 kPa의 의복압을

나타내는 축소패턴 1을 제작하였다. 축소패턴 1은 심전도 측정

용 밴드 실험에서 제안한 최저한계치 0.2000kPa와 비슷한 의

복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차원 밀착패턴을 33%를 축소하여

약 0.539 kPa의 의복압을 갖는 축소패턴 2를 제작하였다(Table

3). 3차원 밀착패턴, 축소패턴 1 그리고 축소패턴 2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패턴을 이용하여 제작한 노인 u-헬스케어

의 심전도 측정용 의복을 Fig. 9에 나타내었다. 

3.3. 패턴 축소율에 따른 심전도 측정

3차원 밀착패턴과 축소패턴 1과 2를 착용하고 의복압과 심

전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패턴을 축소하지 않은 밀착패턴을 착

용하고 의복압과 심전도를 측정한 결과, 의복압은 0.085 kPa이

었으며,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험자가 축소패턴 1로 만든 심전도 측정용 의복을 입고 심

전도와 의복압을 측정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정지 상태에서는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R피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팔

움직이기와 앉았다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움직임에 따른 노이즈

Fig. 8. 3차원 밀착패턴과 축소패턴

Fig. 9. 노인 u-헬스케어용 심전도 측정 의복

Table 4.

No. 설문내용 축소패턴 A 축소패턴 B

1 촉감이 부드럽다. 4 4

2 가볍다. 4 4

3 장기적으로 착용해도 좋다. 3 3

4 디자인이 적절하다. 3 3

5 구조적으로 적절하다. 4 4

6 가슴부위가 당겨 올라간다. 2 2

7 동작이 용이하다. 4 4

8 배 부위가 당겨 올라간다. 3 5

9 가슴 부위가 불편하다. 3 3

10 배 부위가 불편하다. 2 4

11 의복이 봉제선이 느껴진다. 2 2

12 밀착된다. 4 5

13 쾌적감이 좋다. 4 2

Fig. 10. 축소패턴 1의 심전도 측정결과 (의복압 0.245 kPa)

Fig. 11. 축소패턴 2의 심전도 측정결과 (의복압 0.539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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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팔의 움직임에 의해 노이즈가 급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1에는 축소패턴 2로 만든 심전도 측정용

의복을 입고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지 상태에는 심전도

의 정형적인 파형과 R피크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기저선의 흔들림은 있으나 심전도 파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축소패턴 2에서도 앉았다 일어나는 상태보

다는 팔 움직이기 상태에서 파형이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팔을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의복압이 높아도 노이즈가 발생

함을 알 수 있었다. 

축소패턴 1과 2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를 Table 4에 나타

내었다. 두 가지 축소패턴은 촉감, 운동가동성 그리고 장기적인

착용감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축소패

턴 2에 대한 평가가 “배 부위가 당겨 올라간다”, “배 부위가

불편하다” 항목에서 축소패턴 1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

리고 “밀착된다”에서 매우 그렇다, “착용 쾌적감이 좋다”는 그

렇지 않다로 평가되어 축소패턴 2가 압박감이 커 착용감이 좋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축소패턴 1은 “밀착된다”에서 그렇다

고 평가되었으나 “착용 쾌적감이 좋다” 항목에서 그렇다로 평

가되어 쾌적한 의복압을 가지면서 착용감도 쾌적하게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심전도 측정을 위한 밴드형 의복압의 최저

한계치 약 0.20 kPa는 의복으로 확대하였을 때에도 대략적인 최

저 기준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압이 높아질

수록 심전도 측정 성능은 향상되지만, 피험자는 압박감을 느껴

착용감 측면에서 불쾌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 u-헬스

케어의 심전도 측정용 의복의 밀착패턴은 의복압은 최저한계치

에 가깝게 하여 움직일 때에도 ECG 의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노인의 3D 인체특성을 반영한 밀착 패턴을 제작하여 쾌적하

면서도 안정적인 측정 성능을 갖는 의복압을 부여할 수 있는

패턴 축소율을 제시하여 노인 u-헬스케어 의 심전도 측정용 의

복의 패턴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직물 전극을 갖는 심전도 측정용 밴드는 0.20 kPa 이상에

서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나타내었다. 

2. 3차원 기술과 2C-A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의 3차원

인체형상으로부터 직접 추출한 3차원 밀착 패턴을 제작하였으

며, 이 3차원 밀착 패턴을 21% 축소한 축소패턴 1과 33%를

축소한 축소패턴 2를 제작한 후 심전도를 측정한 결과, 2가지

패턴 모두에서 심전도의 전형적인 파형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

때 의복압이 높은 축소패턴 2가 더 명확한 ECG 측정이 가능

하였다. 

3. 팔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노이즈는 축소패턴 1보다는

의복압이 높은 축소패턴 2에서 감소하였으나 의복압이 높아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4. 주관적 착용감은 축소 패턴 1의 경우(0.245 kPa)이 쾌적한

의복압과 착용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축소 패턴

2(0.539 kPa)는 압박감이 커 착용감이 불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인용 u-헬스케어 의복의 패턴은 밴드형의

경우나 3D의복형태일 경우에나 의복압이 약 0.2 kPa을 나타내

도록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센서

가 있는 부위는 압력을 높이고, 타 부위는 축소율을 작게하여

측정은 정확하게 하면서도 착용감이 좋도록 부위별로 의복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고 다양한 신축성 소재를 대상으로한

u-헬스케어 복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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