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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types of functional bedding for inducing and maintaining sleep, are 

developed and launched with the importance of improving health through 

sleep emphasized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velopment status and direction of functional bedding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rough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elements of IoT-based smart 

bedding cases actively developed as functional bedding at home and  abroad. 

Through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extension of smart bedding and the background of  smart bed 

development was analyzed. And it was analyzed that smart bedding pursues 

recent functionalism and convergence of physical and digital concept such as 

IoT or AI, and also mental value to improve sleep quality. As bedroom where 

smart bedding place in has the private and limited characteristics and users are 

in sleep-conscious, that hard to ensure power and discomfort in carrying are 

moderated and the aesthetic elements are not very important, and that the 

smart bedding performance while sleeping were affected on developmental 

background. Based on CES case study and analysis on how smart beds are 

functionally expanded from conventional bedding, smart beds have  gained 

information through digital sensing, and common properties that can be 

controlled anytime, anywhere, using a smart phone. Some set up the right 

environment and pose, while others stimulate nerves directly as active 

intervention. It is expected that smart bedding will be developed to cure user’s 

body and mind, through active intervention when 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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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배경�및�목적1.�

현대인은 스마트 폰 컴퓨터 등에서 발생하는 빛에 의TV, , 

해 숙면을 방해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수면부족은 낮 시간, 

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기도 한다 세계수면학회는 년. 2008

부터 세계 수면의 날 을 정하여 수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 ’

하고 있고 년 수면의 날 은 건강한 수면리듬 건강한 , 2018 ‘ ’ ‘ , 

삶 이라는 슬로건으로 수면으로 인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Jo, 2018). 

전통적으로 침구라는 단어는 잠을 자는 데 쓰는 도구 를  ‘ ’

지칭한 말로 흔히 이불이나 베개 등의 좁은 개념을 가지고 , 

있었으나 최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발달로 침, 

구의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기능성 매트리스 토퍼, 

를 비롯한 각종 침장에서부터 스마트 안대 귀마개(topper) , , , 

헤드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빅 데이터 디지털 센싱 기반 사물(big data), (digital sensing) 

인터넷 기술이 침구와 함께 발전(IoT : Internet of Things) 

하여 수면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인 에CES(Consumer Electronic Show, USA)

서도 년에 관을 처음 개설하고 년에2017 ‘Sleep Tech’ , 2018

도 가구 침장 및 수면 보조 기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스마, 

트 침구를 전시하여 전 세계적인 수면에 대한 관심과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인체와 접촉하는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wearable device) , 

기들은 전력 확보나 무게로 인한 활동성과 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며 개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침구의 경우. , 

침실이라는 사적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제약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 

한정적 공간에서 다양한 기술을 전력과 무게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침구의 빠른 발전 가능성을 보

여준다.

최근 출시가 활발한 기능성 침구인 스마트 침구는 기  IoT

술을 통해 각종 사물과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통합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전자적 공간을 추구하(Choi & Yoo, 2017), 

여 현실과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을 시킴으로써 공간과 시간

의 제약이 없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Lee, Chun, Won, 

또한 기반의 스마트 침구는 인간이 무& Choi, 2015). IoT

의식의 영역에서 수면하는 동안 침구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

하여 인체를 좀 더 편안한 휴식상태로 유도하거나 각성의 

상태로 빠르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숙면을 

보장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침구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기업에서 활  

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그 분류와 요소가 모호하여 학술적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마트 침구. 

는 융합 가구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기술이 의, IT

류에 접목된 사례인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에 반해 가 융합된 스마트 침구에 대한 체계적 분류 , IoT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 

기반 스마트 침구의 개발사례를 분류하고 고찰하여 제IoT 4

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 침구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방법�및�범위2.�

본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학술지나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 , 

와 문헌을 기반으로 인터넷시대가 개막된 년대 이후 산2000

업구조에서 나타난 기능성 침구의 확장과 최근 기능적으로 

확장된 스마트 침구의 개념 및 범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로 침실이라는 공간이 가진 이점과 수면 중의 무의식으, 

로 인하여 스마트 침구가 갖는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로 국내외 기능성 침구의 최신 개발현황을 조사하여 기, IoT

술 기반 스마트 침구를 중심으로 분류 및 분석한다 개발현. 

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소비자기술협회 

의 주최로 열리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전시회 CES(Consumer 

의 년부터 년도의 출시제Electronics Show, USA) 2017 2018

품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각 제조업체제공자료 및 신, 

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기사를 국내외 사례가 모두 검색 가, 

능한 인터넷 서비스 구글 에서 조사하였(www.google.com)

다 주요 키워드는 기능성 침구 스마. ‘ (functional bedding)’, ‘

트 침구 사물인터넷 침구 등(smart bedding), (IoT Bedding)’

으로 검색된 사례를 분류하였다 넷째로 분류된 사례를 기. , 

반으로 향후 스마트 침구의 개발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론적�고찰II.�

기능성�침구의�확장1.�

최근 한 연구에서 패션의 확장은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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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변화 개별적 요소의 통합 다중적 의미의 확대 정신적 , , , 

가치의 추구로 분류되었다 원래의 확장 이란 종(Lim, 2017). ‘ ’

류 양 개수 등의 물리적 증가의 의미였으나, , (Committee of 

최근 확장의 Publishing Computer Terms Dictionary, 2011), 

개념은 물리적 범위의 확대보다 개념적 다원화 또는 지각 및 , 

사고의 신장을 의미한다 인터넷 보급이 시작된 (Ha, 2012). 

년대 이후의 확장 은 형태적 시각적 체험적으로 변이되2000 ‘ ’ , , 

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사물 자체의 변화가 아닌 (Lee, 2000), 

사물의 인식 방법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인터넷시대(Lee, 2012). , 

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년대 이후의 확장 의 개념은 형태2000 ‘ ’

적인 특성이 아닌 기능주의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침구에 있어서도 형태의 변형에 머물던 개발은 복합기능  , 

성소재와 함께 기능적인 확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제조업체들이 디자인의 다양화와 함께 투습방

수 및 방오 등의 침구유지관리기능에서부터 온도 조절 및 , 

항균 등의 기능적 특성을 강화하는 고기능성 소재를 통해 

침구에 건강기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능성 섬유의 개발은 . 

이미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합성섬유에 흡습성 통기1980 , , 

성 등을 부여하여 천연섬유에 가깝게 만들기도 하였고(Rhee 

천연섬유에 방오성 항균성 등을 부여해 단& Kim, 2011), , 

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웰빙 열풍과 더불어 친환경성이 강. 

조되던 년대부터는 비스코스레이온이 텐셀과 같은 환경 1990

친화적인 소재로 교체되며 친환경 소재가 추구되기도 하였

고 년대의 기능주의의 추구는 고기능성 복합기능성의 , 2000 , 

섬유소재의 사용을 추구하게 되었다 년대에 들어서 스. 2010

마트 폰을 비롯한 첨단의 전자기기 보급은 섬유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섬유와 전자제어 기술이 융합된 웨어러블 컴퓨, 

터의 개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Kim, 2017). , 

침구와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침구가 출시되고 있다 침IT . 

구 산업과 관련이 없었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에서도 (CES)

년부터는 관을 설치하여 기술 기반 스2017 Sleep Tech IoT 

Figure� 1.� Expansion� of� Bedding

마트 침구를 전시하고 있어 침구의 기능적 확장이 점차 무, 

한한 범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에 이르러 침. , 

구는 형태적 확장과 소재적 확장에서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기능적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Figure 1).

스마트�침구의�개념�및�범위2.�

침구는 구조를 가진 가구의 특성과 업홀스터리나 충전재로

써의 섬유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능성 침구는 장, 

식적 요소보다 목적에 따른 기능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소

비자의 건강과 환경보존 등의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기

능성 섬유소재와 친환경 섬유소재의 개발과 함께 출시되었

다 최근에는 기술의 고도화로 이러한 기능성 침구의 일. IT

종인 스마트 섬유소재나 기술이 접목되어 수면의 질 개IoT 

선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침구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침구는 침구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것을 일컫는  

다 스마트 기술은 사용자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기술이며. , 

주변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분석 또는 예측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는 개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Lee &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기술은 모Lee, 2012). 

바일 및 센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포괄하IoT 

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산업 영역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 

출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스마트 가구는 주방가구 및 벽면 . 

등에 인터넷 기능을 접목하여 건강상태나 각종 생활정보 알

려주기도 하며 스마트 홈은 집 안 가(Kim & Kang, 2018), 

구와 연결되어 원격제어 및 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 

섬유 산업 영역에서는 다양한 섬유 형태의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전자소자나 신호전달선 및 회로 등을 개발하여(Jang, 

스마트 의류 및 가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현재 2017), . 

스마트 침구는 기능성 침구의 일종으로 기술이 융합된 IT 

스마트 가구 및 기기의 개념을 포괄하며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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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침구의�특성3.�

초기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패션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등, 

은 기존의 패션시장에서 추구하던 트렌드나 스타일에 부합

하지 않거나 전력 확보로 인해 이동상의 제약이 발생하기도 ,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여러 기술적 한계점을 보완하며 ,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침구는 뇌파 감지나 호흡의 유도를 위해 두부  

나 복부 에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Figure 2) (Figure 3) , 

경우 외부 활동에는 적합한 미관을 가지지 않더라도 대부분, 

의 침실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한정적 공간이므로 착용에 제, 

약이 적고 전력 확보가 용이하다.

스마트 침구의 이점은 일생의 에 이르는 수면무의식   1/3

동안 필요한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스마트 . 

침구에 접목되어 있는 기술은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IoT 

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 따위의 인공적 , 

수단으로 구현한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결

된 사물에 명령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침구에 적용된 . IoT 

기술은 환경정보나 신체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

는 방식이나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다른 사물에 명령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제공, 

된 서비스를 수용하여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수집한 정

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Lee & 

Oh, 2015). 

이렇듯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된 사물인터넷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 간에 상호 정보 교환 및 처리가 가, 

능하며 센서를 통해 수집한 무수한 정보를 분석하여 가치 , 

있게 활용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eo, 2018). 

스마트 침구는 수면무의식의 인간 대신 환경을 개선하거나 

장애요인에 즉각 반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Figure� 2.� Wearing� Smart� Sleep� Sensor�Mobile
(www.philips.com)

Figure� 3.� Wearing� Sleep� Inducer
(2breathe.com)

기반의�스마트�침구�사례연구III.� IoT

전자제품전시회 는 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1967

소비자기술협회 의 주최로 열리며 한경경제용어사전CTA ( , 

스마트 폰을 비롯하여 가상현실 등의 엔터테인먼트용 n.d.), 

기기에서부터 무인자동차나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

의 최첨단전자제품이 전시된다 매년 는 혁신적인 기술. CTA

과 심미적 디자인이 내제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품에 ‘CES 

를 시상하고 있다 년도에는 Innovation Award’ . 2018 Nissan 

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 자동차Motor Company , Line 

과 가 공동 제작한 번역 및 음악재생 기Global Naver Corp

능 등이 내장된 무선 이어버드 가 선보인 롤러블, LG

디스플레이 등이 수상하였다(rollable) OLED . 

는 전자제품이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개발이 이루어  CES

지는 추세에 따라 년부터는 관을 신규 개설2017 Sleep Tech

하여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침구를 전시하고 있다 다양한 . 

기업에서 출품한 스마트 침구는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인공

지능 및 기술이 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건IoT , 

강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요구가 반영되어 침구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며 침구 

시장이 확장됨을 보여준다.

에 전시된 스마트 침구는 공통적으로 스마트 폰과 연  CES

결되어 있고 디지털 센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기초적 단계의 스마트 침구는 인간이 침구 기능을 제어하거

나 데이터를 보고받아 수면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침구이

나 일부 스마트 침구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 

사물을 움직여 수면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신체에 직접 접촉, 

하고 신경작용에 개입하는 적극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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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디지털�센싱�1.�

스마트 침구의 기본 공통요소는 디지털 센싱과 스마트 폰의 

연결이다 기존의 침구는 전용의 컨트롤러가 유선으로 부착. 

되어있거나 근거리에서만 사용가능한 리모트컨트롤 방식이, 

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대부분의 스마트 침구는 일상생활. 

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폰과 연동된다.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쿨 매  

트리스 토퍼인 사의 Kryo Sleep Performance system(Figure 

은 체온 상승이 숙면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 4) , , 

기호에 따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 

템은 사용 시간별 온도설정이 가능하며 특정 시간의 알람이 , 

온도를 변화시켜 빠른 각성이 가능하다 또한 . Mira Home

사의 매트리스 패드 으로 스마트 폰 애플Mooring(Figure 5)

리케이션 을 통해 숙면에 필요한 온도를 설정함과 (Figure 6)

동시에 센서를 통해 측정한 수면상태의 사용자의 신체 정보, 

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스마트 폰은 많은 디바이스와 범용으로   

연결될 수 있고 연산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의 컨트롤러 , 

역할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에 명령을 내리는 두

뇌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터넷의 연결은 사용자의 기호에 . 

맞는 설정을 시공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어 귀가 전 미

리 매트리스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등 기존의 침구보다 섬

세한 조작이 가능하다.

Figure� 4.� Sleep� Performance� System
(www.indiegogo.com)

Figure� 5.� Mooring
(mirahome.com)

Figure� 6.� Mooring� App
(mirahome.com)

Figure� 7.� Smart� Pillow(by� Sleep� tailor)
(www.sleeptailor.com)

Figure� 8.� Sleep� Pad
(health.nokia.com)

Figure� 9.� RestOn
(www.sleepace.com)

데이터�감지형�스마트�침구2.�

디지털 센싱 기술은 침구에 내장된 센서로 사용자의 신체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애플리케이션 등의 인터넷 환경을 통해 제공된 분석자. 

료는 사용자로 하여금 숙면을 위한 적절한 행동반응을 취하

도록 한다.

사의 는 광혈량측정기  Tailor Smart Pillow(Figuer 7)

를 사용하여 목의 경동맥 데이터를 (Photoplethysmography)

감지하여 심박과 호흡률을 측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 

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특정 브랜드의 램프 가. IoT , 

습기 정수기와 연동가능하다 사의 , . Nokia Sleep pad(Figure 

은 스마트 폰을 통해 온도와 조도의 예약 및 조절이 가능8)

한 작은 패드로 수면 시 매트리스위에서 신체와 접촉하여 , 

수면주기 심박수 코골이 등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을 통, , 

해 얻을 수 있다.

의 역시 사 제품과 같이   Sleepace RestOn(Figure 9) Nokia

매트리스 위에 설치하는 수면 측정기기로 스마트 배게와 침, 

대 등과 함께 사용자의 신체 및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

공한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 기업인 유플러스의 플. LG IoT 

랫폼에 연동하여 숙면알리미 로 판매되고 있는데‘ ’ , Sleepace

나 시스템과 연동하면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따라 LG IoT

연동된 조명이나 음향기기 에어컨과 같은 다른 사물을 이용, 

해 적절한 수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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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감지형 사물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다른   RestOn

사물과 연결되어 감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사물에 명, 

령을 내릴 수 있으며 스마트 침구는 사용자의 수면 여부를 , 

감지하여 다른 사물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환경�조성형�스마트�침구3.�

인공지능에 의한 하드웨어 제어는 최근 가장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디지털센서와 인공지능이 측정된 ,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온도 조절 및 소음 차

단 등을 수행하여 수면 유도나 유지를 위한 최적 환경을 조

성한다.

의 는 수면을 유도하는 콩   Somnox Sleep robot(Figure 10)

형태의 쿠션감 있는 로봇이다 이산화탄소와 신체 움직임을 . 

감지하여 일반적인 호흡 속도보다 느리게 수축 및 이완하여 

옆에 있는 사용자가 느린 호흡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며 수면 , 

유도를 위한 음향을 제공한다.

의   Cambridge Sound Management Nightingale(Figure 

은 기기를 전기콘센트에 설치하여 실내 및 실외의 소음11)

을 차단한다 또한 스마트 폰을 통해 실내 음향 및 사용자. 

의 수면 상태에 맞는 소리 및 노래로 맞춤형 사운드 담요‘ ’

를 제공한다. 

의 은 잠들기 전   Coway Smart bed system(Figure 12) TV

를 시청하는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 

스스로 를 끄고 수납하여 수면을 돕는다 또한 애플리케TV . 

이션을 통해 알람을 설정하면 매트리스 상단 부분의 각도를 

높여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유형은 침구가 수면환경을 조성하는 범위가 확장  

됨을 보여준다 과거 침구 소재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이루어. 

진 수면환경 개선은 사람의 오감 중 촉각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나 최근 개발된 환경 조성형 스마트 침구는 를 끄, TV

거나 소음 및 빛을 차단하여 사용자의 시각과 청각에도 최

Figure� 10.� Sleep� Robot
(meetsomnox.com)

Figure� 11.� Nightingale
(www.meetnightingale.com)

Figure� 12.� Smart� Bed� System
(www.coway.co.kr)

적의 수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체�교정형�스마트�침구4.�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에 이르게 하는 침구 뿐 아니라, 

신체를 수축이완하거나 자세를 변경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물리적 동작을 수행하는 침구의 개발이 매우 두드러진다.

느린 호흡은 심장 박동과 혈압을 낮춰 불면증과 같은 장  

애를 극복하고 수면에 이르게 한다 사의 . 2Breathe Sleep 

는 몸통에 착용하는 벨트 형태의 웨어러Inducer(Figure 13)

블 디바이스로 부착된 센서가 사용자의 복부 수축 및 이완, 

작용을 감지하여 호흡을 기록하며 스마트 폰을 통해 소리로 , 

느린 호흡을 유도한다. 

또한 수면 중에는 여러 원인에 의해 코골이 및 수면무호  

흡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기도를 확보함으, 

로 완화시킬 수 있다 국내 침구 전문 브랜드 세사리빙은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코골이 개선용 스마트 베개

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였다(Figure 14) (Korea Patent 

이 제품은 베개 속에 인공No. 10-1762116-0000, 2017). 

지능 센서가 코고는 소리를 인지하면 베개 안 에어백이 기, 

도를 확보해 코골이를 멈추고 숙면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

었다 사의 는 상. Sleep Number 360 Smart Beds(Figure 15)

단부의 기울기를 높여 코골이 증세를 완화하는 침대 매트리

스이다 코고는 증상이 상체를 올렸을 때 줄어드는 것에 착. 

안하여 개발된 기술이며 매트리스 하단부에는 보온 기능이 , 

있어 발을 따듯하게 하여 숙면을 보조한다.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인공지능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코  

골이나 잠꼬대 등의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행동을 스마트 침

구를 구동시킴으로써 교정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 

자료 역시 저절로 누적되어 자동 분석되므로 수면 중에 각

성 없이도 침구의 물리적인 동작 수행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수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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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leep� Inducer
(2breathe.com)

Figure� 14.� Smart� Pillow(by� Sesa� Living)
(kpat.kipris.or.kr)

Figure� 15.� 360� Smart� Beds
(www.sleepnumber.com)

Figure� 16.� Smart� Sleep� Sensor�Mobile
(www.usa.philips.com)

Figure� 17.� Dreem
(dreem.com)�

신경�자극형�스마트�침구5.�

수면 장애를 겪는 집단은 숙면을 하는 집단에 비해 촉각 및 

청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면 중 각성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촉각(Lee, Kim, Kim, Park, Park & Kim, 2017). 

과 청각적 자극에 의해 수면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

용자의 수면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의 는 머리  Philips Smartsleep sensor mobile(Figuer 16)

에 착용하는 헤드 밴드이다 헤드 밴드 안쪽의 뇌파 활동 . 

감지 센서를 통해 서파 수면 상태를 감지(slow-wave sleep)

하고 작은 골전도 스피커가 계속해서 수면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백색 노이즈 패턴 재생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면 . 

통계 기록 데이터 및 수면 개선 방법 조언을 함께 제공한

다.

다음으로 사의 은 사의 헤  Rythm Dreem(Figure 17) Philip

드 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골전도 스피커를 통해 서파 수

면 상태의 뇌파를 장시간 유지시킨다 심박수 호흡을 감지. , 

하는 맥박 산소 농도계와 오디오를 전달하는 골전도 스피커, 

두개골을 통과하는 부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 센서는 뇌파를 모니터링한다, .

앞선 환경 조성형 및 신체 교정형 스마트침구의 수면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온도 변화 침구나 기기의 움직임 및 음, 

향과 같은 직접적인 촉각 및 청각적 기능은 자칫 사용자에

게 자극이 되어 수면 중 각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 

각성을 예방하며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 자극형 스마트 침구

의 사례가 주목된다 적용 기술은 각성을 예방하며 수면건강. 

을 개선하는 진보한 기술로 바이오 메디컬 분야나 심리 치, 

료분야 융합되어 향후 크게 발달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침구 사례를 하나의 공통   

요소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은 모니터링과 환경조성(Table 1). Sleep robot

의 기능을 은 모니터링 환경 조성뿐만 , Smart bed system , 

아니라 자세를 바꿔주는 신체교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지 이상의 기능이 혼합된 다기능의 스마트 침구. 2

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사례를 분

류하였다. 

하나의 공통 요소와 네 분류는 스마트 침구의 기능적 확  

장을 보여준다 기존의 침구는 인테리어적 심미성이 중시되. 

어 나타난 디자인의 다양화에서 소재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신체에 촉각적 수면환경을 개선하는 소재의 확장이 이루어

졌으나 현재 스마트 침구는 수행하는 기능이 다양한 방면으

로 확장되어있다 앞서 조사한 사례들은 사용자의 수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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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하고 촉각 외에 시각 청각적 수면환경을 개선할 뿐, 

만 아니라 신체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하며 신경을 자극하여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시킨다 또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 

Table� 1.� Functional� Elements� of� Smart� Bedding

Common�
Element

Main� Fuction Product Performance

Connecting 

with Smart 

phone & Digital 

Sensing

Monitoring

Smart pillow (by Tailor)

Monitoring physical dataSleep pad

RestOn

Environment 

Promotion

Sleep performance 

system

Controlling temperature

Mooring

Sleep robot
Inducing slow respiration & Producing 

soothing audio

Nightingale
Blocking noise & Producing customized 

audio

Smart bed system
Turning off TV & Adjusting upper body 

slope

Physical 

Movement

Sleep inducer Inducing slow respiration

Smart pillow 

(by Sesa Living)
Freeing airway when snoring

360 smart beds
Adjusting upper body slope when 

snoring

Innervation

Smart sleep sensor 

mobile
Producing sound through bone 

conductive microphone

Dreem

건강한 삶을 살고자하는 정신적 가치가 추구와 기술의 융IoT

합은 침구의 확장이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형태적인 것이 아니

라 정신적 전자적 가치가 융합된 기능적 확장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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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IV.�

현대인에게 수면을 통한 건강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수면 가구와 기기가 개발 및 출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개발 되, 

고 있는 기반 스마트 침구의 사례와 요소를 체계적인 분IoT

류를 통해 제 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능성 침구 개발 현황과 4

발전 방향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 스마트 침구는 최근의 기능주의와 동시에 융합  

을 추구하는 시대의 침구로서 단순히 잠을 자는데 필요한 

도구를 넘어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신체나 환경의 정보를 ,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수면유도에서부터 각성에 이르기까지, 

에 수면의 모든 과정과 연관된 다기능의 사물이다 이러한 . 

스마트 침구는 물리적 형태의 변형과 소재개발로부터 시작

된 기능성 침구의 개발이 현재에는 물리적 형태와 나 IoT

빅데이터 등의 전자적 개념이 융합되고 수면의 질을 개AI, 

선하고자하는 정신적 가치가 추구되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침구의 발달 배경에는 수면 공간에서의 디바이스  , 

는 심미적 요소가 크게 중요치 않다는 점 전력 확보와 휴, 

대의 불편함이 완화된다는 점 수면 중에도 필요한 기능을 , 

대신 수행한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 

로 스마트 침구가 기존 침구와 다르게 기능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CES 

과 같다 첫째 스마트 침구는 디지털 센싱으로 정보를 얻고 . , 

스마트 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제어되는 기술이 적용IoT 

된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 , 

로 수면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 이미 발달하여 사용자의 촉

각뿐만 아니라 청각 및 시각을 통해 수면을 돕는다 셋째. , 

신체를 물리적으로 교정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는 자세나 코

골이 등을 방지하여 수면무의식 상태의 사용자에 실시간으

로 개입한다 넷째 일부는 신체의 물리적 교정에 발생 가능. , 

한 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수면과 각

성에 적극적으로 개입 단계에 이르렀다. 

이상 살펴본 사례 연구를 종합한 미래의 스마트 침구의   

발전방향과 전망은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첫째 기반의 . , IoT

를 통해 생채리듬을 조정함으로써 수면이 일정치 않은 사AI

람을 빠른 수면과 각성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때. 

때로 시차가 바뀌는 직업군이거나 교대 직군인 사람들에게 3

바뀐 수면 시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생아와 보호자의 수면 주기를 일치시키거. 

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매일 시간에 이르는 장시. , 8

간 동안 신체에 작용하여 근육 및 신경의 이완과 수축을 제

어하며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학적 치료기구로서 발전할 것

으로 전망한다 이미 메디컬시장을 중심으로 수면 중 안마로 . 

근육이완과 혈액순환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발전

시키면 근육 및 관절의 경화도를 수면시마다 주기적으로 추, 

적하여 침구 스스로 안마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명상과 최면 등의 심리치료로 마음과 생. , 

각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심리치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의 건강은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모두 온전할 때 건강하다 볼 수 , , 

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신적 건강치료가 필요하며 이. , 

러한 정신적 질환은 일반인보다 과도하게 적거나 많은 수면 

시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면시간을 조절해줌과 . 

동시에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전후에 명상이

나 심리치료를 하여 정신적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침구는 현. , AI

재 상용화된 기술에 더불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의 

상용화가 기대되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 

적 건강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의 무의식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계  . 

속되는 연구와 사회적 관심을 통한 무의식 간의 인공지능의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침구가 수면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적, , 

극적 개입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자극하고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References�

360 smart beds. (2017). Retrieved July 23, 2018, 

from https://www.sleepnumber.com/sn/en/c/mattresses

Choi, D., & Yoo, J. (2017). A study on the integrated 

spatial function of households considering one-person 

household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47(0), 165-177.

Dreem. (2018).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https://dreem.com/en/product

Ha, E. (2012). A study on the expandability of art by 

digital media.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7(2), 9-18.

Jang, E. (2017). Development of electronic smart textiles 

via aqueous dispersed non-oxidized graphene coating 

based on polyurethane nanofiber web (Unpublished 



윤수빈� 김성달� 국내외�기능성�침구�개발�현황에�관한�연구�/�‧ � � � � � � 23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세계수면의 날 건강한 Jo, W. (2018, March 16). 2018 , “

수면리듬 건강한 삶, ”. [“Join the Sleep world, Preserve 

your rhythms to enjoy life”]. Medipana News. 

Retrieved July 16, 2018, from medipana.com/news/ 

news_viewer.asp?NewsNum=217243&MainKind=A&Ne

wsKind=5&vCount=12&vKind=1

Kim, E. (2017). A study on wearable computer costume 

making and design analysis: based on function of 

prese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M., & Kang, H. (2018).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design furnitur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137-143.

Lee, D., & Lee, S. (2012). The future of ict fusions 

based on smart techn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2), 147-152.

Lee, H., & Oh, S. (2015). A study on wearable device 

products -focused on the smart watch and smart 

band-.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8(2), 

239-244.

Lee, K. (2000). Study on the extensibility of space : 

Focused on the wal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Lee, M. (2012). Study on extensity expression in claudio 

silvestrin's interior spa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Lee, S., Chun, K., Won, H., & Choi, K. (2015). 

Analyses on the case study of living furniture design 

on the bases of loT. Korea Digital Design Society, 

15(3), 931-940. doi:10.17280/jdd.2015.15.3.089

Lim, S. (2017). A study on the expandability of 

functionalism reflecting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Lee, Y., Kim, G. , Kim, L. , Park, S. [Sobin]., Park, S. 

[Siwon]., & Kim, K. (2017). Correlation of sleep and 

sensory processing patterns with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5(1), 33-45

Mooring app. (2017). Retrieved August 12, 2018, 

from https://mirahome.com/download-user

Mooring. (2017). Retrieved August 12, 2018, 

from https://mirahome.com

Nightingale. (2018). Retrieved August 1, 2018, from 

https://www.meetnightingale.com/product

RestOn. (2018). Retrieved August 6, 2018, from 

https://www.sleepace.com/reston.html?category=reston

Rhee, S., & Kim, J. (2011). A study on the eco – 

Friendly functional bedding products containing 

quantum energy pow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17(3), 587-599. 

Seo, W. (2018).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IoT-based healthcare 

wearable devices : focusing on the Exten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UTAUT2) and the Post Acceptance 

Model(P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J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Wearing sleep inducer. (2018). Retrieved August 6, 2018, 

from https://2breathe.com

Sleep inducer. (2018). Retrieved August 6, 2018, 

from https://2breathe.com/wp-content/uploads/2016/12

/2-breathe-wake.jpg

Sleep pad. (2018). Retrieved July 27, 2018, from 

https://health.nokia.com/kr/en/sleep

Sleep performance system. (2017). Retrieved July 3, 2018, 

from https://www.indiegogo.com/projects/kryo-sleep-p

erformance-system#/

Sleep robot. (2018). Retrieved August 3, 2018, from 

https://meetsomnox.com/technology/

Smart bed system. (2018). Retrieved July 10, 2018, from 

https://www.coway.co.kr/Company/Company/NewsDet

ail?seq=3507181&sText=

Smart pillow(by Sesa Living). (2017). Korea Patent No. 

10-1762116-0000.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mart pillow(by Tailor). (2018). Retrived July 27, 2018, 

from http://www.sleeptailor.com/index.php?s=/Home/ 

index/product

Wearing smart sleep sensor mobile. (2018).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https://https://www.philips. 

com/c-dam/corporate/newscenter/global/standard/resou

rces/healthcare/2018/ces-2018/SRC_0717_PowerSleepC



24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3 1

oupleInBedSleeping_8829_CKHiLg-thumb.jpg

Smart sleep sensor mobile. (2018). Retrieved August 3, 

2018, from  https://www.usa.philips.com/c-dam/b2c/ 

master/experience/smartsleep/smartsleep-silhouette-with

-mbg.png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Committee of Publishing 

Computer Terms Dictionary]. (2005). expansion. (Ed.), 

컴퓨터 인터넷 용어 대사전IT . [Dictionary of Computer 

Internet IT Terms] (January 2011 ed.). Retrieved 

August 10, 2018, from https://terms.naver.com/ 

entry.nhn?docId=822811&cid=42344&categoryId=42344 

한경 경제용어사전. [Hankyoung Dictionary of Economic 

Terms]. (Ed.). (n.d.). Retrieved August 10, 2018, from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5872

Received (September 14, 2018)

Revised (October 28, 2018)

Accepted (November 7,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