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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웨어러블 기

술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라이프스타

일 혁신, 스포츠, 건강, 웰니스, 의료, 안전 및 보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들 중 안전 및 보

호의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들은 군복이나 소방

용 보호복, 우주복 등 극한 상황에 노출된 작업자의 안

전 및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개인보호복(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소방용 개인보호복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는 ‘화재

현장의 유해가스 경고 시스템’, ‘화재현장의 온도 감

지 시스템’, ‘소방관의 심박수 모니터링 시스템’, ‘소
방관의 혈압 모니터링 시스템’, ‘소방관의 체온 모니

터링 시스템’, ‘소방관의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자
동 인체 냉각 시스템’, ‘시야 보조 시스템’, ‘핸즈프리 

조명 시스템’, ‘음성 녹음 시스템’, ‘무선 대화 시스템’, 
‘소방복의 신속 착탈의 시스템’ 등이 논의되고 있다

(Lee et al. 2014a, 2014b). 현재 스마트웨어를 이용해 

감지 가능한 생체 신호로는 심박수나 혈압, 체온 이외

에도 근전도, 뇌파, 눈의 깜박임, 땀, 호흡수 등을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웨어 기술을 통해 감지 가능

한 생체 신호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체신호 모니터

링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개인보호복의 필요성과 이

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생리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2. 생체신호 모니터링

2-1. 심박수와 호흡수 

심박수(heart rate)는 일반적으로 심장이 1분 동안 

뛰는 박동수(beat per minute, bpm)로 표현되며 정상 

성인의 안정 시 심박수는 약 60~80 bpm에 해당한다. 
이는 심혈관 부담을 추정할 수 있는 간편 지수로 작업

자의 심혈관계 부담 저하를 위해 개인별 최대심박수

의 일정 % 이하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권장한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운동 선수들의 안정 시 심

박수는 일반인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장기

간 운동 훈련에 의해 1회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심장

의 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인 심박수 측정 기기는 가슴 중앙 심장 부위에서 신호

를 감지하는 방식을 이용하나, 손가락 끝이나, 손목, 
발목, 귀 밑 등에서도 간단히 맥박을 감지하여 심박수

를 추정할 수 있다. 아디다스 등과 같은 스포츠용품 

회사에서는 가슴 부위에서 감지된 심박수를 무선 송

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스포츠웨어 상의를 상

용화한 바 있다(Polar, 2014). 삼성의 갤럭시 기어에서

는 손목의 맥박을 감지하여 심박수를 추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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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내 아이리버사에서는 귀의 맥박을 감지하여 심

박수를 추정하는 무선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

화하기도 하였다. 유아돌연사 방지를 위한 옷에 유아

의 심박수 및 호흡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 

적용되기도 한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심박수 모

니터링 제품들은 피부 접촉식에 기반하므로 감지 센

서가 피부로부터 떨어지는 경우 심박수를 감지할 수 

없다는 점과 운동이나 격렬한 활동 시 오차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여겨진다. 접촉식 심박수 측정 센서를 

의복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옷의 맞음새(fit)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2. 체온

체온(body temperature)은 인체의 심부온도(core 
temperature)와 피부온도(skin temperature)의 평균을 

의미하며 저체온증과 고체온증 등 열과 관련된 질환

을 진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된다(IUPS, 2001). 그러

나 실제 인체의 심부온도와 피부온도의 평균값을 정

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체온은 인체의 심부온도를 가리킨다. 인
체의 심부온도는 뇌의 온도, 식도온도, 고막온도, 직
장온도 등을 이용해 추정되어 왔다(IUPS, 2001). 최적 

심부온의 조건으로 인체 내부에서 가장 높고, 실질적

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변화가 

적고 안정적이어야 함을 들고 있는데(Lee et al., 
2010), 이러한 조건들을 잘 만족하는 인체 내부 부위

가 직장(rectum)이다. 직장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장

온 전용 센서를 직장 내 약 13~16cm 깊이에 삽입한다

(Lee et al., 2010). 이러한 측정은 실험실 환경에서 가

능하며 실제 개인 보호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작업

자의 심부온 추정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 인
체의 심부온은 개인 보호복을 입고 작업하는 작업자

의 서열부담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척도로 이를 실

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고체온증 예방에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귀내온이나 피부온 등을 통해 심부온을 

추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 피부 수분 및 땀 

피부의 수분은 피부로부터 증발하는 불감증설

(insensible perspiration)과 발한(sweating)으로 나누어

진다. 불감증설은 보통 24 g·hr-1·m-2이라 알려져 있는

데(Lee et al., 2007) 이를 체표면적 1.8 m2인 성인남자

의 24시간 불감증설량으로 환산하면 1,037 g으로 쾌

적한 환경에서 움직이지 않고 전혀 땀을 흘리지 않는

다고 해도 약 1 kg의 수분이 피부로부터 증발함을 의

미한다. 불감증설은 피부면에 골고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부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Kuno, 1956). 
특히 손바닥에서의 불감증설은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가능하다(Kuno, 
1956). 서열 환경 노출이나 고강도의 작업에 의해 발

생하는 땀은 인체와 외기 간의 열교환 시 증발에 의한 

열손실을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외기 환경이 평균 피

부온보다 높은 환경(예: 33oC 이상)에서는 대류에 의

한 열손실이 사라지고 대부분 증발에 의한 열손실이 

주를 이루므로 발한이 서열 환경에서 전신 개인보호

복을 착용한 작업자의 체온 유지 항상성을 주로 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3. 생체신호 모니터링 개인보호복의 

필요성

2014년 아프리카 에볼라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

료진들이 착용하는 개인보호복이 이슈가 되었다. 보호

복을 벗는 과정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진

의 사례들이 알려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 의료진을 

파견할 때에도 파견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호복 착탈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4). 
의료진들이 착용하는 보호복 내에 자체 냉각장치가 구

비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진들이 전신 개인보호복을 착

용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더위’ 가 될 것이며 이 경우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의료진의 고체온증 예방 

및 쾌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볼라 의료

진을 위한 개인보호복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고압

이나 저압 환경, 방사선, 화생방, 고온, 고열, 저온, 낙하, 
전기, 소음, 중량물 운반 등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극한 

환경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유럽의 Safe@sea 
프로젝트에서는 어업 종사자들이 선박 위에서 작업 중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대비해 저체온증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공기주입 자동 보온 및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한 어부용 보호복을 개발하였다(Cordis.europa.eu, 
2014). 미국의 VivoMetrics사에서는 소방관의 심전도 

및 혈압, 자세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속옷용 조끼

(Life shirts)를 개발하여 테스트한 바 있다.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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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손가락 열류량 변화를 통한 인체 열류량 추정 실험 

(왼쪽-손가락 열류량 측정 센서 및 신호 송수신기; 오른쪽-우주복 장갑을 착용한 모습)(Courtesy of Dr. Jung-Hyun Kim). 

WearIt@work 프로젝트에서도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들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치 추적 센서

를 삽입한 소방용 부츠를 개발하였고, 동시에 귀 내부

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한 소방용 헬멧

을 개발하였다. 
웨어러블 기술은 군복 개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

될 수 있는데 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에서는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관련 연구 회사들과의 

공동 연구 아래 중량 재분배, 근력 증강 수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인체 부위별 가온/냉각 기술 등을 접

목한 군복 등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다. 스마트웨어 

신기술의 결정체인 우주복은 러시아와 미국 NASA 
우주인들이 착용하는 우주복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우주 유영활동(Extra-Vehicular Activity, EVA) 시 착

용하는 모든 우주복 안에는 체온조절을 위한 액체냉

각가온수트(Liquid Cooling Warming Garment, 
LCWG)를 착용한다(그림 1). 이는 우주유영활동 동안 

우주인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옷으로 특정 온

도로 유지되는 물이 피부면을 흐르면서 전도에 의한 

열교환에 의해 피부로부터의 열교환을 조절하는 기

능을 갖는다(Warpeha, 2010). 이는 우주비행사가 우주 

유영활동 중 원하는 온도로 원하는 시간 동안 조작할 

수 있는 수동적 조절 방식과 인체 피부온 및 심부온을 

추정하여 최적 상태로 조절해 주는 자동 조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부온의 추정을 위해 알약형(pill) 센서를 미리 삼

켜 인체 내부의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가

락 등 인체 특정 부위로부터의 열류량을 모니터링하

며 인체 열부담을 추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들이 

보고되어 왔다(Koscheyev et al., 2005). <그림 2>는 우

주 유영활동 중 접촉할 수 있는 우주선의 저온 표면

(-80oC)을 잡았을 때 접촉한 손가락으로부터의 열류

그림 1. 미국 NASA와 러시아 우주인이 우주복 내에 

착용하는 액체냉각가온수트(왼쪽-미국 NASA용; 
오른쪽-러시아 우주인용; 2010년 형) 

(Courtesy of Dr. Joe Warp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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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화를 통해 체내 열류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실험

의 일부를 보여준다. 

4.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생리학적 

고려사항 

4-1. 심박수의 해석

심박수는 측정이 간편하여 여러 생체신호들 중 비

교적 일찍 실시간 모니터링이 시도되었다. 현재 심박

수의 모니터링 기술이 상용화되었다고 할 지라도 실

시간 모니터링되는 심박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서구인의 경우 안정 시 심

박수는 보통 60~80 bpm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국인, 혹은 체격이 작은 

한국 여성들의 경우 안정 시 심박수가 80 bpm 이상인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안정 시 심박수 뿐만 아

니라 개인별 최대 심박수도 유전과 심폐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된 심박수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 시 심박수와 최대 심박

수를 미리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박수

는 심혈관계 부담 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

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하정윤 등

(2014)에 의하면 극한 작업 중 경험하게 되는 긴장이

나, 공포, 흥분, 화와 같은 정서의 변화에 의해 평균 10 
bpm 이상의 상승, 최대 50 bpm 이상의 상승도 관찰되

기 때문에 심박수 해석 시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

한 영향도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2. 체온의 오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온은 엄밀히 말해 심부온

과 평균피부온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편의

상 심부온을 의미하며 개인 보호복을 착용하는 작업

자의 심부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험실 상황에서 측정하는 직장온도도 측정되

는 깊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직장 내 10cm 깊이에서 측정된 값

은 직장 내 16cm 깊이에서 측정된 값보다 낮으며 얕은 

깊이에서 측정될수록 주위 환경이나 작업자의 활동량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한 변동을 보인다(Lee et al., 
2010). 즉 실험실 실험에서의 직장온 측정 시 측정 방

법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측정 오차가 증가하여 측정

의 타당도가 훼손된다. 체온을 추정할 수 있는 비침습

적 방법으로 ‘고막온(infrared ear canal temperature)’ 이 

권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온열생리적 관점에서 심부온

의 하나로 간주되는 고막온(tympanic temperature)이 

아니다. 고막온(tympanic temperature)은 해부학적 구

조인 고막의 표면온도로 고막온 측정 전용 센서로 측

정 가능하며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상생활 중 가정용 측정기로 측정되는 

고막온은 고막온이 아니라 ‘귀내온’으로 이는 심부온

이라기 보다 오히려 피부온의 특성을 지닌다. 즉, 작업

자의 고체온이나 저체온과 관련된 열 질환을 추정하

기 위해 헬멧이나 기타 관련 장비를 활용해 귀내온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피부온과 같이 노출된 환경과 활

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의 활용 가능성은 밀

폐된 더운 환경과 같은 특정 환경 조건으로 제한된다.
심부온을 추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고막

온 외에 피부온이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부온은 

쾌적하게 안정하고 있을 때조차 인체 부위별 큰 편차

를 보인다(예: 안정 시 이마온 35oC, 발등온은 31oC)
(그림 3). 운동이나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근육의 움직

임과 땀의 증발 등으로 인해 그 편차는 훨씬 역동적이 

그림 3. 안정 시 한국인 성인남자 (34명)의 피부온 분포 

(이주영, 미발표 자료). 
(1번부터 20번까지의 번호는 피부온 측정 부위, 

숫자들은 각 부위별 피부온). 



54 패션정보와 기술 Vol. 11. 2014

이주영

된다(Lee et al., 2009). 운동에 의해 근육을 사용하는 

부위의 피부온은 초기 급격한 하강을 보이며, 땀이 나

는 부위도 피부온의 하강을 보여 가벼운 옷을 착용하

고 운동을 하는 경우 평균 피부온도는 운동에 의해 증

가한다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

반적이다. 즉, 특정 부위의 피부온 모니터링에 의해 

작업자의 심부온을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체

온조절 생리반응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4-3. 정신성 발한과 온열성 발한

발한은 크게 정신성 발한과 온열성 발한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성 발한은 긴장할 경우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땀샘에서, 온열성 발한은 서열 환경 노출 시 

온몸의 에크린선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Kuno, 
1956). 운동에 의한 발한은 정신성 발한과 온열성 발한

의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정신성 발한, 온열성 발

한, 운동성 발한은 반응 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정신성 발한의 경우 정신 스트레스가 부과되는 시점

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급격하

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Kuno, 1956). 온열성 발

한은 서열부하가 부과되고 약 5~10분 정도 지난 후 나

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 증가를 보이다가 서열자극이 

사라진 후 감소한다(Kuno, 1956). 운동성 발한은 운동

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서서히 발한이 나타

나다가 운동을 멈추어도 어느 정도 발한이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Kuno, 1956). 온열성 발한의 경우 개

인차가 상당히 큰데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타입으

로 분류된다: (1) 전신 발한형, (2) 후면 발한형, (3) 상
반신 발한형, (4) 몸통 발한형. 개인의 온열성 발한은 

24시간 주기를 보이며, 사계절이 존재하는 온대 지방

에 거주하는 경우 계절별 차이도 보이고, 더위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장단기 적응(acclimatization)에 의한 발

한 반응의 변화도 보이기 때문에, 전신 개인 보호복을 

착용하는 작업자의 발한 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서열

부담을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개인별 

발한 양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본 고에서는 차세대 개인보호복에 적용 가능한 생

체신호 모니터링 항목들을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간략히 소개

하였다. 작업 중 심박수 모니터링은 이미 실용화 단계

에 들어왔으나 작업자 개인의 안정 시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에 대한 사전 측정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된 심

박수 해석을 위해 심혈관계 부담 뿐만 아니라 정신 심

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심부온은 극한 기후 환경에 노출된 작업자의 저체온

증이나 고체온증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실제 작업 중 심부온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

문에 심부온을 추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에 연구

가 지속되어 왔다. 비침습적 방법으로 귀내온이나 특

정 부위의 피부온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환경 

변화와 활동 근육, 피부 발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

문에 노출되는 특정 환경에 타당한 비침습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피부 수분을 모

니터링하는 경우에도, 개인차 뿐만 아니라 정신성 발

한, 온열성 발한, 운동성 발한이 각기 다른 반응 양식

을 보이기 때문에 각 발한 양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웨어 시

스템의 생체반응 모니터링 기술이 차세대 개인보호

복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온열생리학적 

관점에서 인체의 항상성과 다양성에 대한 복합적 이

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생리반응의 항상성은 

반응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리반응의 다양성은 인체 부위별 차이, 작업 조건별 

차이, 노출된 기후 환경 차이, 인종차, 작업자의 연령

차 및 성차, 적응 수준 차이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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