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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장치를 이용한 기능성 스마트 팬츠 개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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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mart Pants with Vibrating Devices

 Sun-Yoon Choi and Jeong-Ra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Nowadays, global interest is being plac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art clothing which is expected
to create a high added-value industry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smart pants with vibrating
massage functions that have excellent outer appearances and provide comfort to wearers and assess outer appearance,
comfort, and massaging effects of smart pants.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mart pants where vibrating devices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vibrating motor, controller, and switch are attached were completed. Vibrating motors were fixed
on a thin and light non-woven fabric material, covered with a mesh material, and attached by snaps to the experiment
pants. Switch was attached to the inside of a pocket, and batteries were positioned inside of pockets. Ten subjects marked
their satisfaction of wearing smart pants on a 5-point scale. Noticeable changes in outer appearance when vibrating motors
operate turned out to be low. Wearer's comfort in back waist and front thigh parts where vibrating motors were attached
turned out to be high-satisfied. Massaging effects of smart pants turned out to be high. Attaching and detaching vibrating
devices turned out to be convenient. Lining materials used for smart paints were effective in blocking electromagnetic
waves generated from vibrat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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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간 생활환경 곳곳에 유비쿼터스화가 급속도로 진행

됨으로써 각종 디지털 장치가 소형으로 부착되어 착용만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

(Smart Clothing) 분야의 선점을 위하여 국내외의 기업체나 연

구소에서 연구 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소개된 스마트 의류로는 순간적인 근력을 증폭시

키는 재킷,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야간 전투용 군복, MP3 음

악을 들을 수 있는 의류, 발열 운동복, 땀의 산성도를 측정해

주는 조깅복, 생체 기능을 체크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바이오셔츠 등이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와 ‘프리뷰 인 서

울’을 통하여 전시된 바 있고, 유아의 음악놀이용 스마트 점퍼

(윤원정, 2005), 핸드폰과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암밴드와 무

선 송수신기, 헤드셋, MP3, 이어폰이 내장된 모자(남혜진,

2004), 지체장애인을 위한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음성인식 시

스템이 내장된 디지털 의류 (박선민, 2004), 동작인식형 디지털

웨어의 디자인(박희주, 2001)등이 연구논문으로 제시되었다.

국외에서는 South Australia 대학의 비즈니스 슈트 안에 입출

력 장치를 통합한 e-SUIT, MIT의 발광 레인코트, VivoMetrics

사의 생체 모니터링 기능 Life Shirt, Corpo Nove사의 체온

감지 온도조절 Motobike용 재킷 등, 다양한 스마트 의류 개발

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업체와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를 비롯하여 스마트 의류 개발에 대

해 큰 관심을 가졌던 국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상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디지털 기기 부착과 착의

자의 동작에 따른 활동성이나 착용감에 큰 영향을 받는 하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관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복에 디지털 기능 장치를 삽입하여 특정기능을

추가하면서 더불어 착용자의 착의감과 활동성, 실용성, 기능에

대한 만족도까지 고려한 세심하고 과학적인 스마트 하의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최선윤, 이정란,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인 최선윤, 이정란(2007)의 연

구 결과에서 제안된 스마트 팬츠의 설계 시안을 토대로 전기적

진동장치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하는 남성용 정장 팬츠를 개

발하고자 한다. 모터를 이용한 전기적 진동장치는 정장 팬츠의

뒤허리 벨트 부위와 앞대퇴 부위를 중심으로 삽입되어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경직된 업무를 하거나 장시간 운전, 무

리한 운동 등으로 인하여 허리와 대퇴 부위의 근육통이 발생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마 효과로 인해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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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진동장치를 정장 팬츠 외관의 변형 없이 자연스럽

고 탈, 부착 방법이 편리하도록 통합하는 것에 유의하고자 한

다. 또한 개발된 스마트 팬츠를 외관 및 착용감, 기능성에 대

한 평가를 통해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실용성이 높은 스마트

팬츠를 개발하고자 하며, 더불어 스마트 의류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최선윤, 이정란(2007)의 연구 결과

에서 개발된 모터와 콘트롤러를 중심으로 한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팬츠에 통합시켜 스마트 팬츠를 개발하며, 외관 및 착용

감, 기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스마트 팬츠의 만족도 및 실용성

을 검증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스마트 팬츠의 개발

2.1.1 진동장치의 설계: 최선윤, 이정란(2007)의 선행연구에서

진동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허리 및 대퇴부위의 근육통을 경험

한 평균체형 기본 사이즈의 30대 남성 10명을 선정하여 진동

장치 재료의 선정을 위한 착의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진동장

치의 개발에 사용된 주재료는 진동모터, 콘트롤러, 스위치, 전

지이고, 모터의 종류 및 개수, 팬츠에 부착되는 위치를 다양화

하여 양쪽 대퇴와 뒤허리 부위 내부에 진동모터를 부착한 후,

피험자에게 착의시켜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동장치를

3회 이상(1회 15분) 가동한 후, 안마의 효과 및 착의감과 활동

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또, 적정한 콘트롤러와 스

위치의 선정 및 전지의 적정 개수를 선정하기 위한 실험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2 V, 2000 mAh

AA사이즈 니켈수소 전지 3개를 연결하였고 지름 12 mm, 두께

2.5 mm, 0.24 W, 3V의 모터 8개를 무릎선 위 7 cm의 위치에

서부터 23 cm의 높이에, 좌우 간격은 위쪽부터 12 cm, 11 cm,

10 cm, 9 cm로 부착하기로 결정하였다(Fig. 1). 콘트롤러는 진

동모터의 제어와 세 가지 모드 변환(강/약/교차 두드림)을 가능

하게 하였고, 버튼형 스위치를 채택하였다.

2.1.2 스마트 팬츠 제작: 위 선행연구(최선윤, 이정란, 2007)

의 실험 결과에서 개발된 진동장치를 실험복 팬츠 내에 정교하

게 삽입하여 스마트 팬츠를 완성하였다. 이때 모터와 콘트롤러,

전선은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켜 매쉬 소재로 덮은 후, 뒤허리

벨트 속과 팬츠 안감의 앞쪽 대퇴부위에 고정시켰다. 스위치는

손쉽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부위이지만 외관상 눈에 드러나지

않는 위치로, 전지는 팬츠를 입은 상태에서 커넥터로 분리하여

교체하기 쉬운 위치로 결정하였다. 

2.2. 스마트 팬츠에 대한 평가

진동장치가 부착된 팬츠에 대하여 외관에 대한 평가와 착용

감 및 활동성,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2.1 피험자: 착의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선행연구의 진동장

치 개발을 위한 착의실험 대상자와 동일하며 사이즈 코리아에

서 규정한 평균 사이즈(W:83 cm, H:96 cm)에 해당하는 바른

체형의 30대 남성 10명으로 구성하였다. 

2.2.2 평가단: 외관에 대한 평가단은 의류학 전공의 대학원생

10명으로 구성하였고, 활동성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는 착의실

험의 피험자 10명이 직접 하였다.

2.2.3 평가 방법

2.2.3.1. 외관 평가: 피험자 10명에게 스마트 팬츠를 착의시켜

평가단들이 5점 척도 방식으로 외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구체적

인 내용을 평가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팬츠 앞, 옆, 뒤의 외관에 관한 4문항, 여유감에 관한 12문항,

진동장치의 부착에 관한 7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3.2. 착용감 및 활동성 평가: 피험자 10명에게 개발한 스

마트 팬츠를 착용시켜 하루 동안 직장에서의 업무를 비롯한 일

상생활을 하게 한 후, 동작 시 느끼는 착용감을 직접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팬츠 각 부분의 여유량에 관한 4문항,

팬츠 내부에 진동장치를 부착함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에 관한

4문항, 착용감에 관한 3문항, 진동장치가 부착된 것에 대한 심

리적 거부감에 관한 1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3.3. 진동장치의 기능성 평가: 피험자 10명에게 개발한 스

마트 팬츠를 착용시켜 일상생활 중에 3회 이상(1회당 15분) 진

동장치를 작동시켜 안마 기능을 사용한 후, 진동 안마 장치의

기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진동장치

기능의 효과에 관한 2문항, 진동장치 작동의 원활성과 안정성

에 관한 8문항, 진동장치의 탈, 부착 편리성에 관한 1문항의

Fig. 1. 진동모터의 부착 위치
출처: 진동 안마 기능의 스마트 팬츠 개발을 위한 설계 제안
(최선윤, 이정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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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3.4. 전자파 차단력 평가: 진동장치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의 인체 무해성을 알아보고 전자파 차단 안감의 차단력을 검증

하기 위하여 EMI(전자파 장해,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기기(EMCIS EMI ANALYZER EA-

2100 9 kHz~300 MHz)는 전기제품의 전원라인이나 신호라인에

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분석하기 위한 장치로 측정봉(SCAN

EM-HQC)을 이용하여 측정한 전자기 파형을 주파수 분석기

(SPECTRUM ANALYZER NS-30 9 kHz~3.0 GHz)로 관측하

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먼저 진동장치만을 작동시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진동장치를 팬츠 내에 부착하여 작동 시 발

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후,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2.2.4 결과 분석 방법: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스마트 팬츠의 개발

3.1.1 진동장치

최선윤, 이정란(2007)의 연구 결과에서 채택된 진동 장치 재

료들을 연결하여 진동장치를 완성하였다. Fig. 2는 진동장치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내었는데 진동모터 8개를 연결한 진동모터

세트, 진동모터의 입력 전압을 조절하는 콘트롤러, 사용자 인터

페이스(Interface)인 스위치 및 전지가 연결되어져 있다.

모든 기계 부품들의 고정은 얇고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부직

포 소재를 이용하는데, 먼저 진동모터를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

키기 쉽도록 작고 얇은 투명 필름 조각을 진동모터 뒷면에 접

착제를 이용하여 붙여서 필름조각의 양끝 모서리에 바늘구멍을

뚫어 투명사로 바느질하여 진동모터를 부직포 소재에 고정시켰

다(Fig. 3). 

고정된 진동모터에 전선과 콘트롤러를 연결하여 부직포 소

재에 부착하고, 다시 콘트롤러에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하였다.

이때 전지는 부피가 작은 커넥터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하도

록 연결하는데, 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동장치를 팬츠에서

분리시키지 않더라도 충전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다. 부직포 소재에 기계 부품들의 고정이 끝난 뒤 얇고 가

벼운 매쉬 소재를 이용하여 덮어 싸서 진동장치가 외부로 드러

나지 않도록 마무리 하였다. 완성된 진동장치를 팬츠에 고정 시

킬 때에 매쉬 소재 쪽이 인체에 맞닿도록 하여 진동모터의 진

동이 최대한 신체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스위치는

두 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 작동 버튼이고 또 다

른 하나는 꺼짐 버튼이다. 작동 버튼은 총 3개의 모드로 구성

하여, 첫번째 누를 시에는 약한 모드, 두번째 누를 시에는 강

한 모드, 세번째 누를 시에는 강약 교차 두드림 모드로 전환되

도록 하였다. 개발한 진동장치의 실물 모습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전지를 제외한 최종 완성한 진동장치의 두께는 최대

8 mm이고 무게는 30 g이다.

3.1.2 팬츠에 진동장치를 장착

3.1.2.1. 대퇴 부위의 진동장치 장착: 부직포 소재에 고정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매쉬 소재로 덮은 진동장치를 실험복

팬츠의 대퇴 부위 내부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위치하도록 스냅

Fig. 2. 진동장치의 전체 구성도

Fig. 3. 진동모터에 필름지 부착 모습

Fig. 4. 진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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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부착시켰다(Fig. 5). 이때 팬츠의 안감에 높이별로

스냅을 달아두어 착의자의 다리 길이에 따라 직접 진동모터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냅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의 또 다른 이점으로는 진동장치의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탁 시 손쉽게 분리시키거나 고장 시 진동장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진동장치를 탈착하여 일반 정장 팬츠로도 착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앞호주머니 입구 안쪽에 스위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는, 먼

저 대퇴 부위의 안감에 단추 구멍을 이용하여 스위치와 전지가

연결된 전선을 뺀 후 스위치가 장착되기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스위치 입구에 벨크로를 이용하여 부착시켰다(Fig. 6.). 이는 손

가락으로 손쉽게 스위치를 누를 수 있지만 외부로는 노출이 되

지 않는 위치임을 알 수 있다. Fig. 7은 앞호주머니감 안쪽에

낸 작은 단추 구멍을 통해 전지와 연결되는 커넥터를 호주머니

속으로 뺀 후 전지를 장착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3.1.2.2. 뒤허리 부위의 진동장치 장착: 진동장치가 실험복 팬

츠의 뒤허리 부위 내부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위치하도록 스냅

을 이용하여 부착시켰다(Fig. 8). 스위치는 뒤호주머니 입구 안

쪽에 부착되도록 전선을 배치하였는데 스위치가 장착되기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스위치 입구에 벨크로를 이용하여 부착시켰다

(Fig. 9). Fig. 10은 뒤호주머니감 안쪽에 작은 단추 구멍을 내

어 전지와 연결되는 커넥터를 호주머니 속으로 뺀 후, 전지를

뒤호주머니 안으로 장착하는 모습이다. 

3.1. 스마트 팬츠의 완성

Fig. 11은 진동장치의 장착이 끝난 팬츠의 내부 모습으로 일

반 팬츠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와 Fig. 13은 스마트 팬츠를 착용하고 진동장치의 사

용을 위하여 실제로 스위치를 누르고 전지를 교체하는 모습이

다. 

3.2. 스마트 팬츠에 대한 평가

진동장치가 부착된 스마트 팬츠의 외관에 대한 평가 및 착

용에 따른 활동성과 진동 안마 기능에 평가 결과 및 진동장치

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를 전자파 차단 안감이 차단하는 능력

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5. 대퇴 부위에 진동장치 장착 모습

Fig. 6. 앞호주머니 입구 안쪽에 스위치 부착 모습

Fig. 7. 앞호주머니 안에 전지를 장착하는 모습



진동장치를 이용한 기능성 스마트 팬츠 개발 및 평가 125

3.2.1 외관 평가: 피험자 10명에게 스마트 팬츠를 착의시켜

평가단 10명이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고, 항목별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맞음새를 확인하였다(Table 1).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3.89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특히 스마트 팬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으로 두었던

부분으로 진동장치의 작동 시 외관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앞면 4.35점, 옆면 4.42점, 뒤

면 4.39점, 진동장치의 부착 부위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앞면 4.19점, 옆면 4.17점, 뒤면 4.35점, 팬츠

의 내부를 살펴보았을 때 진동장치가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러

운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3.90점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 팬츠가 진동장치의 부착과 작동으로 인한 외관

상의 변화 및 일반 정장 팬츠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착의감 및 활동성 평가: Table 2는 피험자 10명이 스

마트 팬츠를 하루 동안 착용하여 일상생활을 한 후, 서있는 자

세와 앉은 자세로 구분하여 동작 시 느끼는 착용감 및 활동성

을 직접 평가한 결과로 전체평균이 4.07점으로 높이 평가되었

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콘트롤러, 전지, 스위치 등 진동장치의

부착 후의 팬츠 각 부위의 여유량에 대한 만족도에서 4.20점

Fig. 8. 뒤허리 부위에 진동장치 장착 모습

Fig. 9. 뒤호주머니 입구 안쪽에 스위치 부착 모습 

Fig. 10. 뒤호주머니 안에 전지를 장착하는 모습

Fig. 11. 진동장치가 장착된 스마트 팬츠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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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진동장치가 장착된 뒤허리 부위와 앞대퇴 부위의 착용감

을 묻는 항목에서 4.00점 이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따라서 스

마트 팬츠가 진동장치의 장착으로 인한 착용감과 활동성 저하

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진동장치에 대한 심리적 거

부감이 낮은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3.80점으로 나타나 착용자의

기계적 장치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불편함도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동장치가 몸을 누르는 압박감이 없이 편안한지에 대한 항

목과 진동장치가 몸에 닿는 거슬림이 없이 편안한지에 대한 항

목에서 앉은 자세에서의 평가 점수가 각각 3.70점, 3.6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뒤호주머니 안에

위치한 전지가 앉은 자세를 취했을때 엉덩이와 의자 바닥에 맞

닿아 불편함을 주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전지가 부착되는 위치를 수정하기 위하여

뒤호주머니감에서 전지가 뒤엉덩이둘레선 밑으로 더 이상 내려

오지 않는 높이에 뒤호주머니감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가로로

전지의 크기 만큼인 5 cm 박음질하여 그 안에 전지가 위치하

도록 하였다.

스마트 팬츠의 무게감으로 인한 활동성을 묻는 항목에서

3.50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안마 기능의 스마

트 팬츠 제작을 위한 더욱 경량화 된 진동장치의 재료들이 개

발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2.3 진동장치의 기능성 평가: 피험자 10명이 스마트 팬츠를

하루 동안 착용하여 일상생활 중 진동장치를 3회(1회당 15분)

Fig. 12. 스위치를 사용하는 모습

Fig. 13. 전지를 교체하는 모습

Table 1. 스마트 팬츠의 외관 평가 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앞

 1. 허리둘레 여유량 3.67 1.05

 2. 배부위 여유량 3.65 0.99

 3. 배부분 군주름 3.65 0.98

 4. 팬츠 전면 샅 둘레 3.78 0.92

 5. 대퇴둘레 여유량 3.83 0.95

 6. 앞판의 전체적 여유량 3.74 0.99

 7. 앞판의 전체적 외관 3.78 1.01

 8. 진동장치 장착부위의 외관상 자연스러움 4.19 1.03

 9. 진동장치 작동시 외관의 변화 없이 자연스
러움

4.35 0.68

옆

 10. 옆면의 전체적 외관 3.74 0.91

 11. 진동장치 장착부위의 외관상 자연스러움 4.17 0.93

 12. 진동장치 작동시 외관의 변화 없이 자연
스러움

4.42 0.56

뒤

 13. 허리둘레 여유량 3.76 0.95

 14. 엉덩이둘레 여유량 3.67 1.06

 15. 엉덩이부분 군주름 3.71 0.89

 16. 팬츠 뒷면 샅둘레 3.68 1.02

 17. 대퇴둘레 여유량 3.80 1.02

 18. 뒤판의 전체적 여유량 3.74 0.93

 19. 뒤판의 전체적 외관 3.71 0.97

 20. 진동장치 장착부위의 외관상 자연스러움 4.35 0.85

 21. 진동장치 작동시 외관의 변화 없이 자연
스러움

4.39 0.59

디

자

인

 22. 팬츠의 형태와 디자인의 유행성 3.83 0.76

내

부

 23. 진동장치 장착에 따른 팬츠 내부의 자연
스러움

3.90 0.32

전체평균 3.89 0.22

Cronbach’s Alpha계수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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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작동시켜 진동 안마 기능을 사용해본 후, 대퇴 부위와 뒤

허리 부위로 구분하여 안마 효과 및 진동장치 작동의 원활함에

대하여 평가하였다(Table 3). 그 결과, 전체 평균은 4.25점으로

나타났고 진동장치의 소음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3.90점 이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진동

안마 기능의 효과에서 4.10점, 진동장치 작동의 원활 여부에서

4.50점으로 높은 평가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

팬츠의 진동 안마 기능이 효과적이며 진동장치의 완성도도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스마트 팬츠의 개발

시 주안점으로 여겼던 진동장치의 탈, 부착 방법의 편리성에 관

한 문항에서 4.00점으로 만족도가 높이 나타나 일반 소비자가

직접 진동장치를 부착하고 세탁 시 분리시킬 때에도 편리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동장치의 소음에 관한 항목

에서 3.30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된 것을 볼 때 안마 기능을

위한 저소음 진동모터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2.4 스마트 팬츠의 전자파 차단력 평가: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전자파의 크기를 미국과 유럽의 공식 기준에 비교하여 인체

에 무해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조사하였

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는 단위 체중 당 흡수전력(Specific

Absorption Rate: SAR)의 전신 평균치가 0.4W/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휴대폰, 무전

기, PDA 등 3GHz 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무선단말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위 체중 당 흡수

전력의 전신 평균치가 1W/Kg을 초과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동장치는 일반 전자 장치로서 대상기기에 포함이 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동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역시

10MHz 이하로 단위 체중 당 흡수전력의 전신 평균치가 0.1W/

Kg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

다(김 남, 1997). Fig. 14는 전자파 측정기기(EMCIS EMI

ANALYZER EA-2100 9kHz~300MHz)를 이용하여 진동장치와

스마트 팬츠 각각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모습이다.

Table 2. 스마트 팬츠의 활동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1. 허리둘레 여유량
서서활동시 4.40 0.52

앉아있을시 4.40 0.70

 2. 배 부분 여유량
서서활동시 4.30 0.67

앉아있을시 4.20 0.79

 3. 엉덩이부분 여유량
서서활동시 4.30 0.67

앉아있을시 4.40 0.52

 4. 대퇴둘레 여유량
서서활동시 4.40 0.70

앉아있을시 4.50 0.71

 5. 뒤허리 부위 착용감
서서활동시 4.40 0.70

앉아있을시 4.30 0.82

 6. 앞대퇴 부위 착용감
서서활동시 4.00 0.67

앉아있을시 3.80 1.03

 7. 팬츠의 무게감으로 인한 활동성 3.50 1.18

 8. 진동장치로 인해 몸을 
 누르는 압박감 없이 편안함

서서활동시 3.90 1.20

앉아있을시 3.70 1.06

 9. 진동장치가 몸에 닿는 
 거슬림 없이 편안함

서서활동시 3.70 1.16

앉아있을시 3.60 1.07

 10. 전체적인 착용감
서서활동시 3.90 1.20

앉아있을시 3.80 0.92

 11. 진동장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3.80 0.42

전체평균 4.07 0.30

Cronbach’s Alpha계수 0.91

Table 3. 스마트 팬츠의 기능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진동 안마 효과
앞대퇴 부위 4.10 0.57

뒤허리 부위 4.10 0.99

 2. 안마되는 위치의 적합성 
앞대퇴 부위 4.10 0.88

뒤허리 부위 4.00 0.82

 3. 스위치의 작동성
앞대퇴 부위 4.60 0.52

뒤허리 부위 4.60 0.52

 4. 스위치의 모드 전환의 원
활성

앞대퇴 부위 4.60 0.52

뒤허리 부위 4.50 0.53

 5. 진동모터 작동의 원활성
앞대퇴 부위 4.80 0.42

뒤허리 부위 4.60 0.70

 6.  전지의  사용  시간
 (한번 충전으로 2시간 이상 연속 사용 가능)

4.10 0.57

 7. 진동장치의 발열 3.90 0.88

 8. 진동장치의 소음 3.30 1.06

 9. 전체적인 진동장치 작동의 원활성 4.50 0.53

 10. 진동장치의 탈, 부착 편리성 4.00 0.67

전체평균 4.25 0.32

Cronbach’s Alpha계수 0.95

Fig. 14. 전자파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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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는 전자파 측정 실험의 결과로, 진동장치만 작동시킬

때 발생하는 전자파 파형과 전자파 차단 안감이 사용된 스마트

팬츠에 부착된 진동장치를 동작시킬 때 발생하는 전자파 파형

을 비교한 결과이다. 진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8.2 MHz

대역의 크기가 -19.5 dB로 검출되었으며, 진동장치를 스마트 팬

츠에 삽입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8.2 MHz 대역의 크기

가 -3.39 dB로 현저히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원래 미

미한 것이었지만 전자파 차단 안감을 사용하는 것이 인체에 미

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0대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

서도 안마 효과로 인해 근육통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

기적 진동 장치가 장착된 남성용 스마트 팬츠를 개발하였다. 이

를 위해 선행연구(최선윤, 이정란, 2007)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

발된 진동 장치를 팬츠에 장착한 스마트 팬츠를 완성하였고 만

족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진동모터는 부직포 소재의 고정판에 부착하고 전선과 콘

트롤러, 스위치를 연결하고 커넥터를 이용하여 전지를 연결하

였다. 그리고 얇고 가벼운 매쉬 소재를 이용하여 덮어 싸서 진

동장치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 하였다. 진동장치는

팬츠의 앞대퇴 부위의 안감과 뒤허리 벨트 속에 스냅으로 부착

하여 진동장치의 탈, 부착이 가능하며 세탁 시 손쉽게 분리시

키거나 고장 시 진동장치를 교체할 수 있고, 진동장치를 탈착

하여 일반 정장 팬츠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

였다. 스위치는 앞, 뒤호주머니 입구 안쪽에 부착하여 외부로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전지는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

록 하였다.

2. 진동장치가 통합된 스마트 팬츠를 제작하여 기준치수의 피

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외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점

수는 3.89이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3.65 이상의 만족도가 확인

되었다. 특히 진동장치의 작동 시 외관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

고 자연스러우며, 진동장치의 부착 부위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

고, 팬츠의 내부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진동장치가 눈에 띄지 않

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험자에게 스마트 팬츠를

착의시켜 일상생활 동작 시 느끼는 착용감 및 활동성을 평가하

게 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4.07이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3.50 이상의 만족도가 확인되어 본 연구의 진동장치는 활동성

에 무리가 없으며, 기계적 장치에 대한 저항감이나 심리적 불

편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험자에게 스마트 팬

츠를 착의시켜 일상생활 중, 진동장치를 3회(1회당 15분) 이상

작동시켜 진동 안마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

안마 장치의 소음에 관한 항목(3.30)을 제외한 모든 항목(진동

안마의 효과, 진동장치 작동의 원활 여부, 열 발생 여부 등)에

서 3.90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평균점수는 4.25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안점이었던 진동장치의 탈

부착 방법에 관한 문항 또한 4.00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동장치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전자파

차단 안감에 의하여 적절히 차단되어 인체에 무해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 결과, 진동장치만 작동시킬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19.5dB로 검출되었으며 전자파 차단 안

감이 사용된 스마트 팬츠에 부착된 진동장치를 작동시킬 때 발

생하는 전자파는 -3.39dB로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전자파 차단

안감을 사용하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에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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