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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recent years, smart clothing had been developed in order to better detect and monitor 
physical movement of the patient, so that such activities such as location identification and bio-
metric recognition could be done. However, most of the sensing devices of smart clothing were 
limited to smart sensing sports clothing and the designs did not consider the physical character-
istics and the behavior of the wearer.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reate an open protection 
system by developing a wearable sensing device for health monitoring and location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eleven types of wearable sensing design that could be 
commercially sold and worn by people who needed their biological information to be constantly 
monitored. The study conducted four tests in order to develop three types of sensing devices for 
various sensing w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the user rang of smart sensing 
wear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istinctive wearable sensing devices re-
flecting the user. Furthermore, contribute to the design for the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Key words: biological monitoring(생체 정보 모니터링), person subject to protection(보호대상 약자), 
sensing device(센싱 디바이스), sensing wear(센싱 웨어), smart wear(스마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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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호대상약자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1)로 외부의 보호와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약자에 대한

인식은 사회복지의 발달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보호 시설 및 주거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호대상약자 중 거동 불편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인

지능력이 저하되어 그에 따라 노화된 신체를 움직이

는데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며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

활 및 사회생활에 큰 장애로 이어진다.2) 이들은 보

행, 착탈의, 식사 배뇨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약

해져 자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착탈이

용이한 기능적인 의복 등과 같이 고령자의 신체 특

성과 신체 기능 저하에 대응한 제품을 필요로 한

다.3) 특히, 거동 불편 고령자 중 치매환자와 같은 중

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신체능력 저하 뿐 아니라 인

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동예측성이 낮기 때문

에 요양시설 수용이 불가피하고 일반 요양시설과는

차별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체 능력

저하 외에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적 행동 등으

로 지속적인 신체 상황 및 위치 파악에 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한 대상이다.

신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인 생체 정보

인식 및 위치 파악 기술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환자

의 상태 모니터링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의 신체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개발,

사용되고 있다.4) 모니터링 되는 생체 정보는 체온,

맥박, 혈압, 호흡5)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증의 진단이나 인체의 상태를 파악하는 정보로 활

용하고 있다. 최근 의료측정 기기들이 발달하여 측정

가능한 생체정보의 종류와 정확도가 개선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용 ID기능

을 갖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의류에 생체 정

보 인식 센서를 부착하여 착용자의 건강 상태 및 이

동 경로와 속도, 위치 등을 파악하는 스마트의류 개

발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의 범위는

의류뿐 아니라 신발이나 벨트, 밴드 등의 잡화류로

확산되고 있다.6)7)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생체

정보 센싱 디바이스는 스포츠와 의료용으로 이분화

되어, 다양한 착용자의 신체특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디바이스의 착용 방법과 디자인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대상약자와 같이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이

들이 상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보호대상약자의 범주 중 일차 대상

자는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로 이

들의 건강 및 위치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센싱 디바이스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인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

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디바이스의 구조, 위치 분석

및 치매환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속옷형태의 센서를

개발하고, 치매 환자들의 우발적 행동에 의해서 훼손

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센싱 패치의 숨김 기능과 안

정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매 환자

를 위한 웨어러블 센싱 디바이스의 디자인 개발과

웨어러블 센서의 착용감, 디자인 평가를 위해 경상남

도 진영 소재의 ‘ㅎ’요양원 입소자 6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디자인 착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최

종 제품 개발 후 이를 10일간 착용시킨 후 인터뷰를

통해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웨어의 사용 목적 및 사

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착용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웨어러블 센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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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아가 보호대상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 확장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체 신호와 센싱 웨어

1) 생체 신호와 측정 위치

일반적으로 심전도는 심장을 수평면에서 기록한 6개

의 흉부유도와 서로 반대 방향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3

개의 표준사지유도, 3개의 증폭사지유도로 총12개의 

유도로 기록한다.8) 즉 심전도 검사를 위해상체 앞면, 

손, 발에 전극 부착하여 심박동을 측정할수 있는데 상

체 앞면인 흉부 중에서는 심장 근처인왼쪽 가슴 주변

에 전극을 부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흉부에 전

극이 집약되어 센싱에 필요한 전극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스마트 의류에 적용하기 도적합하다.<그림 2> 
9)10) 따라서 생체 신호의 센싱에필요한 센서의 위치는 왼쪽 

가슴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그림 2> 심전도 검사를 위한 전극의 위치

(6개의 흉부유도)

- http://www.osceskills.com(좌)

- http://commons.wikimedia.org(우)

실버 세대를 위한 생체 신호 감지 기능을 갖춘 센

서 기반 헬스 케어 스마트 의류 디자인 모형을 연구

한 조하경11)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사용성 평가

를 통해 의복 내 심전도 측정을 위한 센서의 위치를

왼쪽 흉부의 심장부와 몸통 옆 솔기 부분으로 선정

하여 사선으로 전도성 직물을 위치 시켰으며 이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갬펄(Gemperle) 등이 연구한

‘착용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컴퓨터 디자인 지침’ 을 

기반으로 도출된 타당성이 있는 부위라고 설명하였

고, 구수민12)은 착용자의 동작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심전도 센싱 스마트 의류의 재모듈화 방안

을 개발하였는데 직물 전극이 접촉하는 위치는 모두

흉부유도를 지나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세은13)

의 연구에서는 3리드 전극의 위치를 L. Dunne14)의 연

구 내용을 참고로 좌측 견갑 부위, 우측 견갑부위, 좌측 

늑골 하단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3>15)

본 연구에서는 12가지의 웨어러블 센싱 위치를 선

정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심장부 흉근유도 부위를 지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

며 인체 표면의 굴곡을 고려하여 전극의 접촉이 불안

정하지 않도록 전도성 섬유의 길이 밎 크기를 조정하

였다. 또한 전극간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좁혀 심전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뒤판을 제외한 앞판 왼

쪽 흉부 상에 전극을 집중 위치시켰다<그림 4>.

<그림 3>  장세은의 심전도 전극 위치
-  소재의 신축성과 인체동작이 심전도 모니터링과 의

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p. 25

<그림 4> 본 연구의 센싱 범위
- 저자 그림 

2) 센싱 웨어의 개념 및 구조

웨어러블 센싱을 이용한 스마트 의류는 센서가 의

복 내에 부착되어 인체부위에 직접 닿아 생체 신호

를 얻어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마트 의류보

服飾 第65卷 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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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웨어러

블 컴퓨터는 크게 벨트/ 머리 착용형과 손목/ 손가

락/ 팔 착용형, 의류기반형으로 나뉜다.16) 그 중 의

류기반형 센싱 웨어의 구조는 크게 생체 신호를 감

지하는 센서가 붙는 전극(노드), 센싱 데이터를 처리

/ 무선통신으로 데이터를 발신하는 센서 컨트롤러

(패치)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연결선으로 구성된

다.17)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

한 바이오 셔츠 역시 생체 신호 감지 센서와 천으로

된 연결선, 생체 정보를 전송하는 생체신호 처리 모

듈로 구성되어있으며, 생체신호는 블루투스나 지그비

(Zigbee)를 통해 전송된다.

조광년, 정재석18)연구를 살펴보면 생체 신호를 전

달하는 전도성 직물 센서는 전도 물질이 같이 직조

된 전도성 직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실 한 올의

표면이 금속화된 구조를 하고 있다. 즉, 섬유 한 가

닥 한 가닥에 금속 박막을 형성시킴으로써 섬유 특

징을 살린 상태에 금속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저지의 형태로 직

조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센싱 웨어의 기본 요소인

센서, 전도성 직물(연결선), 생체신호 처리/ 발신 패

치를 기본 구성 요소로 삼고 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전력소모량이 블루투스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그

비 무선통신을 활용한 통신 패치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도성 직물 센서를 사용하여 센싱 및 착용에 따른

이물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전도성 직물 센서를

활용한 조하경 외19)의 연구를 살펴보면 ECG측정용

스마트 의류에서 사용된 전도성 직물의 폭은 일반적

으로 3-5cm 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직물 센서의 폭을 4cm로 설정하여 제작하였

다. 센서는 가장 기본적인 2채널 센싱의 구조를 적용

하였다.

2. 보호대상약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에 따른
디자인 요소 도출

1) 치매 환자와 신체활동

보호대상약자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대처와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

는데, 치매도 이에 포함된다. 치매란 일상생활에 손

상을 주는 기억과 인지능력의 점차적인 악화를 의미

하며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저하와는

구별되는 인지기능의 손상을 의미한다.20) 치매의 원

인은 다양하나 노화에 따른 알쯔하이머형 치매발생

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뇌신경이 파괴되는 현상 때

문에 기억력의 감퇴, 우울증, 무기력감, 피해망상증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 자기보호능력이 현저히 떨어

지는 특성이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자기관리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크며,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보호대상약자 중 노화에 따른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근위축이 나타나 일상생활 동작

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낙상, 골절, 신체 손상 등

이 많이 나타나며22) 미세운동기능과 대동작 운동기

능의 저하와 움직임 조절 손상이 나타난다.23) 백수

진24)은 보행 장애 노인의 경우 직립 보행 자세에서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진 자세이며 이러한 보행 형태

는 시야의 각도를 좁히며 낙상 사고 등을 유발한다

고 지적하였으며 노인들은 보행 시 발을 높게 들지

않는 경향이 있어 여성의 경우 발의 간격이 좁아지

면서 비틀림이 증가되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행 형

태가 계속됨에 따라 척추가 활처럼 굽게 되어 상반

신이 숙인체형을 띄게 된다고 하였다.

고령의 신체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숙 외25)는 고령자의 신체기

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중 상의와 관련된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허리 유연성의 저하로 허리

가 잘 구부러지지 않고 견관절의 유연성 저하로 소

매에 팔을 꿰거나 옷을 여러 겹 껴입을 경우 어깨와

팔이 뻐근하며 손가락의 정교성과 근력저하로 작은

단추를 구멍에 끼우는 등 여밈 장치 사용이 어렵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송명견과 박순자26)의 연구에 따

르면 고령자는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관절의 가

동영역 감소, 손가락의 운동능력 저하 등 신체 기능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트임이나 쉬운 여밈 장치를

활용하는 등 신체적 기능 특성을 보완하여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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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하였다. 임현적, 이경희27)의 연구에서도

보행, 착탈의, 식사 배뇨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약해져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

인의 경우 착탈의가 용이한 기능적인 의복이 필요하

며, 고령자의 미적감성에 적합한 심미성 역시 요구된

다고 하였다. 치매환자의 경우 팔다리 및 손가락, 목

의 움직임 등 미세운동기능과 대동작 운동기능의 어

려움 외에도, 방향감각이나 인지기능을 잃어 장소를

이탈하고, 탈의를 수시로 하거나 액세서리 및 장식

같이 눈에 띄는 부분들을 무의식적으로 잡아떼는 등

행동의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치매환자

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안전을 위한 신체보호 기능

복 뿐 아니라, 환자의 위치 파악과 건강 상태를 수시

로 관리할 수 있는 센싱 의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일반 외상환자와는 다른 치매환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설계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치매환자복 상의에 탈부착

이 가능한 디바이스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 연

구와 디바이스 부착 위치 선정을 위한 실험 조사 및

환자 관찰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치매 환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2) 노인의 체형 및 행동 특성

치매환자의 신체 및 행동특성을 연구한 결과, 치

매환자의 신체 특성은 일반적인 노인의 신체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보

호대상약자 중 치매에 따른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해 치매노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노년기 여성의 상반신 체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관련 연구 중 김혜경28)은 일반적인 노년층의

신체 특징이 키는 줄어들고 머리는 앞으로 숙여지며

가슴 배 엉덩이 부위는 증가하는 반면, 사지가 가늘

어지고 등과 어깨가 두꺼워져 등이 굽은 형태를 나

타낸다고 밝혔다. 이용재29)는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 여성 120명의 체형을 측정한 결과 모든 높이

항목이 감소하고 상반신의 너비항목, 두께 항목, 둘

레항목은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정면의 경우 어깨는

좁고 허리와 엉덩이의 굴곡이 적은 일자형 체형, 측

면의 경우 상체는 곧고 바르지만 허리아래 부위가

앞으로 내미는 형태가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이양경30)은 상반신 측면체형을 체형

변형에 따라 바른 체형, 숙인 체형, 젖힌 체형, 휜 체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년기 여성에게는 숙인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노년기의 여성 체형을 측정하여 유형화한 김경

화31)의 연구를 보면 노년 여성은 상반신의 굴신, 허

리와 배의 비만화, 가슴과 어깨, 엉덩이의 하수, 사지

부의 가늘어짐의 주된 체형 특성을 띄고 있으며 개

인에 따라 체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4가지 유형으로 체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김인순, 성

화경32)의 연구에서는 직접측정치에 의해 노년기 여

성의 체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김영숙, 손희순33)

은 노년기 여성의 전신 체형이 아닌 상반신을 중점

으로 군집 분석하여 4 가지 유형의 체형으로 분류하

였으며, 남윤자, 최인순34)은 노인 여성의 측면체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여혜린35)은 노년기 여성 체형

특성을 반영하여 상의 패턴을 설계하고자 8개의 인

자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몸통 체형을 4가지로 분

류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

음 <표 1>과 같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피험자 연령에 따른 집단

분포 정도가 다르고 전신 체형과 상반신 체형으로

연구 체형의 부위가 다른 것, 1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와 지역적인 차이 등에 의해 유형 분포도에 다

소 차이가 있으나 체형의 유형을 비만과 키, 자세요

인에 의해 대표적으로 4가지로 분류한 점에서 공통

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공통 분

류 요인인 비만 정도와 키, 자세를 중심으로 노년기

여성의 대표 체형을 간소화하여 4가지로 정리하였고,

대표 체형 간 디자인 착용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다. 분류된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 작은 키, 마르고 숙인 자세

유형 2 : 작은 키, 중정도의 비만, 바른 자세

유형 3 : 보통 키, 중정도의 비만, 바른 자세

유형 4 : 큰 키, 상정도의 비만, 숙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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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신체 특성 및 치매환자 행동 특성에

따른 디자인 요소 도출

임현정, 이경희36)는 해외 거동불편노인용 기능성

의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을 여밈 장치와 여밈 방

법, 아이템에 따라 연구하였는데 여밈 장치는 스냅,

지퍼, 벨크로, 고무 밴드 등 탈착의가 손쉬운 장치가

많이 쓰였고 외관상 눈에 띄지 않게 사용되었음을

밝혔으며 거동불편노인의 착탈 자립정도에 따라 여

밈 장치의 종류와 위치를 다르게 하여 타인의 도움

으로 착탈의를 할 경우 타인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여밈 장치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거동불편 고

령자 중 치매환자는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옷

을 마음대로 탈의하거나 배변관리가 되지 않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 식사 시 음식물 등에 의한 의류 오염

이 잦기 때문에 의복 착탈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 기능 특성을 고려한 디

자인을 설계되어야 한다. 류은정 외37)는 치매 진행정

도에 따라 일반 치매환자와 중증 치매환자로 나눠

환자복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상의 디자인 및

구성적 특징을 보면 네크라인에 칼라가 없으며 세탁

시 앞단이 많이 헤지기 때문에 파이핑이나 바이어스

단 처리가 적절하며, 환자들의 장시간 착의 시 피부

에 배기지 않도록 여밈의 종류 및 위치를 잘 선정해

야 하고 옷을 불시에 벗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여밈 종류 및 방법 등이 세

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부착될 통신패치의

위치를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행동 특성은 치매환

자의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옷에 부착된 것이 눈

에 띄거나 이물감을 느낀다면 떼어내려 한다는 점이

다. 디바이스를 쉽게 떼어낼 수 있는 팔의 행동반경

에 위치한다면 기능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에 눈에 잘 띄지 않거나 팔이 쉽게 닿지 않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며, 치매환자들은 일반 노인보다 팔의

움직임 범위가 더욱 작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치매 환자가 쉽게 통신패치나 센싱 디바이

스를 떼어낼 수 없도록 주머니, 레이어드 등의 은폐

기능이 필요하며, 스냅과 같이 강도가 있는 탈부착

장치나 손의 조작이 필요해 자립적으로 탈부착이 쉽

지 않은 후크, 힌지 타입의 탈부착장치 등이 가능함

연구자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비고

김경화 외

1995

중정도 비만, 보통

키, 바른 형태의 표

준 체형

마른 체형, 작은 키,

가슴 하수, 숙인 체

형

살찐 체형, 작은 키,

가슴 하수, 반신의

경향을 갖는 체형

신체 모든 부위 비

만 체형, 큰 키
-60-84세 368명

대상

-전신 체형 연구
45.7% 25.8% 17.1% 11.4%

김영숙 외

1996

중정도 비만, 키가

크고 팔이 기며 어

깨가 두꺼움.

중정도의 비만, 키

가 작고 앞뒷면 길

이, 팔 길이 짧으며

어깨 앞면이 큼.

상정도 비만, 키는

중간, 상체의 골격

이 가장 큼, 가슴

하수, 젖힌 체형

골격이 가장 작고

마르며 왜소하며 숙

인 체형.

-55-79세 224명

대상

-상반신 체형 연구

32.89% 28.44% 21.78% 16.89%

김인순 외

2002

키에 비해 상반신의

길이가 길고 중정도

비만

마르고 왜소하며 등

이나 허리가 굽은

체형

가장 마른체형이며

하반신의 길이가 긴

체형

가장 비만하고 가슴

이 가장 처진 체형
-55세 이상 331명

대상

- 전신 체형 연구
35.56% 23.40% 23.10% 17.93%

여혜린

2008

Y형의 비만 체형, 키

에 대한 어깨와 가슴

하수가 가장 적은 바

른 사세 체형

휜 자세의 A형 정

상 체형, 키에 대한

몸통, 상반신 높이

가 가장 작음

젖힌 자세의 H형

정상 체형, 키에 대

한 몸통 높이가 가

장 큼

굽은 자세의 X형

마른 체형, 키에 대

한 상반신 높이가

가장 큼

-60세 이상 190명

대상

-상반신 체형 연구

38.42% 31.05% 15.79% 14.74%

<표 1> 선행 연구에서 노년기 여성의 체형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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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뒤판에 통신패치를 부착할 경우 손으로 떼어내기

는 불가능하지만, 치매 노인의 행동 특성인 눕거나

등을 기대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누

운 상태에서의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는 위치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 특성을 고려해 칼라나 목의

뒤쪽, 등과 옆구리 등의 패치 부착은 배제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손사용의 정교성과 근력저하로 음식물에

의한 의류 오염 등으로 잦은 세탁이 요구되는 점에

따라 디바이스는 네크라인 등 헤지기 쉬운 단 쪽을

피해 위치해야 하며 고려되어야 할 디자인 요소는

타인에 의한 탈착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

며, 작은 세탁에도 스냅, 후크와 같은 탈부착 장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강도 있게 부착해야 한다.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통신패치의 위치 선정 및 디자인을 위

해 고려된 사항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Ⅲ. 직물 센서를 적용한 센싱 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1. 센싱 위치에 따른 통신 패치의 프로토타입
개발

1) 통신패치 탈부착 방식 선정

의복에서 여밈 및 개폐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탈부착 부자재는 기본적으로 지퍼, 스냅, 후크, 벨크

로, 스토퍼, 루프, 벨트, 핀 등이다. 디지털 디바이스

와 의복이 결합된 스마트 의류의 발달에 따라 다양

한 탈부착 부자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용순
38)
은 의복 패스너(탈부착 시스템)를 이용하여

웨어러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부위별

의복 패스너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웨어러블 컴퓨터

유형을 머리 착용형, 손/팔 착용형, 의복 내장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의복내장형에는 단추, 스냅,

벨크로, 지퍼, 스토퍼가 주로 쓰이며 의복 부위와 사

용 패스너의 종류와의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아디다스, 나이키 등에

특성 위치 선정 디자인

신체 특성

-노년기 여성 체형으로 가슴

하수가 크게 나타남

-어깨살이 적고 복부 둘레가

넓고 가슴사이즈는 다양

가슴 밑 또는 하복부 측면 쪽

위치

심전도 직물 센서 기능 강화를 위해

노년기 신체특성을 반영 몸에 밀착되

는 디자인 필요

행동 특성

인지능력 저하로 디바이스를

마음대로 떼어 낼 수 있음

팔이 쉽게 닿지 않는 위치/ 팔

이 닿더라도 은폐가 필요

통신패치의 은폐 구조 필요(주머니, 레

이어드 등의 의복 구조 활용)

강도가 있는 탈부착 장치나 자립적으

로 탈부착이 쉽지 않은 장치 사용

손의 정교성과 근력저하로 사

용이 정밀하지 못함

팔을 잘 못 움직여 착탈의가

어려움

눕거나 등을 기대어 보내는 시

간이 많아 디바이스가 피부에

베기지 않게 해야 함

뒤판이 아닌 앞판에 위치 여밈이나 센서, 패치 탈부착 위치를 똑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웠을 때 몸통

앞쪽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최

소한의 부피를 갖도록 디자인

측면의 경우 몸통 중심 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위치

오염에 의한 잦은 세탁
네크라인/ 햄 라인 등 헤지기

쉬운 단 쪽을 피해 위치

세탁 안정성을 갖는 소재/ 디자인 필

요함

잦은 세탁에도 탈부착 장치가 떨어지

지 않도록 부착

<표 2> 치매 노인의 신체 및 행동 특성에 따른 통신패치 위치선정 및 디자인 개발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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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판되는 스포츠용 센싱 디바이스의 경우를 살펴

보면, 통신패치나 센서를 탈부착하는 경우보다 스포

츠 활동 시 별도의 고무 밴드로 된 통신패치를 가슴

에 착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고무 밴드로 된 스

포츠 브라의 밑단에 삽입한 형태도 있다. 그러나 이

런 착용방식은 지속적 착용이 어렵고, 기기가 눈에

띄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센싱 디바이

스의 경우 일상복과의 결합을 통해 기기가 주는 부

담감을 줄이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보호대상약자

의 웨어러블 센싱 웨어에 적합한 의류형 탈부착 부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

다. 첫 번째는 통신패치와 전도성 직물 센서 간 전기

신호 전달을 위해 탈부착 부자재는 반드시 전도성

재질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일상생활과 활동 시

통신패치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탈부착

부자재여야 한다는 점. 세 번째, 착용자인 치매환자

들이 조작을 통해 탈부착하기 쉽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호자가 탈부착하기에 어렵지 않은 방식이어야 한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패브릭, 플라스틱 등 비전

도성 물질로 구성되는 벨크로나 지퍼, 버튼, 스토퍼

등은 본 연구에 쓰이는 탈부착 방식에서 제외되었으

며 전도성 물질로 제작된 스냅, 후크, 힌지 등 나머

지 고려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탈부착 부자재를 선정

하였다.

1차로 현재 시판되는 의류용 부자재 총 30여개를

수집하고, 전도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전도성 기능을

테스트 하였으며, 탈부착 동작의 반복 테스트 20회

이상 하였다. 2차로 통신패치의 전자기판에 연결되어

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기판 설계도에 삽입 가능

한 높이, 길이, 면적을 가졌는지 고려하여 2종류의

스냅 타입, 1종류의 후크 타입 등 총 3가지 타입을

최종 선정하여 통신패치에 적용하였다<표 3>.

2) 통신패치의 형태 선정

통신패치는 속옷형태의 의복에 부착이 되는 것으

로써 착용 시 이물감과 거부감이 최소화되어야하며

착용자가 치매환자인 만큼 기존의 정상인을 대상으

로 하는 센서들에 비해 안정성 측면을 강조하고 탈

부착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개발되어

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신패치의 형태를 디자인하

는데 있어 직물센서의 위치 및 유형이 고려되었는데

직물센서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어느 부위를 통

과하는지, 직물센서의 전체적인 유형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직물센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신패치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직물센서의 배치 유형은 착용자의 심장이 있는 왼

쪽 가슴을 중심으로 직각 방향으로 센서가 맞물리는

경우, 수평 및 수직과 같이 일직선상에서 직물센서가

패치에 맞물리는 경우, 특정한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직물센서가 맞물리는 경우를 고려하여 3가지 타입으

로 선정하였다. 직각 방향으로 센서가 맞물리는 경우

는 가슴 밑과 같이 인체의 곡선이 있는 부위에 착장

이 되므로, 45도 각도를 가진 둥근 형태로 디자인하

였으며 탈부착 부자재의 경우 움직임에 유연성을 가

진 스냅 형태를 선정하였다. 또한 가슴 밑, 옆 솔기

와 같이 일직선상에서 센서가 패치에 맞물리는 경우

에는 폭을 최소화한 긴사각형 형태로 후크형의 탈부

착 부자재를 부착한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직물센서

의 위치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직물센서가 맞물리

는 경우를 위해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원

형의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으며, 선정된 탈부착 부자

재는 변형된 스냅형을 사용하였다. 직물센서의 위치

및 유형에 따른 통신패치의 형태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표 3>과 같다.

3) 통신패치 기판의 구조 및 프로토타입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신패치는 센싱된 개별 생체

정보를 연산, 전달하는 통신기능을 가진 디바이스로,

지그비 무선 통신 칩셋을 적용하여 취합된 신체정보

를 빠르고 정확하게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품

이다. 즉, 통신패치를 통해 착용자의 생체정보가 관

리시스템에 발신되며, 착용자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

라 개인 식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인 통신패

치의 구성은 회로 기판과 기판을 보호하는 쉘로 구

성되어 있는데 기판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JTAG

connector, 배터리와 전원 on/off 스위치, LED, 지그

생체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센싱 디바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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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통신 모듈, 탈부착 부자재 연결 장치 등이 세부적

으로 장착되었다<그림 7>.

통신패치 기판의 기본 구성은 동일하며, 아웃 쉘

의 3가지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부피와 면적을 갖도

록 프로토타입이 설계되었으며, 최종 디자인 선정을

위해 형태에 따른 프로토타입의 센싱 및 통신기능을

센싱 유형 (2리드) 통신 패치 아웃 쉘 형태 탈부착 부자재 직물 센서 위치

직각 센싱 타입

<A 형> 스냅 타입 1

(지름 1cm)

가슴 밑(한 쪽 가슴 바로 밑),

가슴 사이, 가슴 위, 배 등 인체

곡선이 있는 부위

6cm x 3.5cm x 1cm

사방 센싱타입

<B 형>

스냅 타입 2

(지름 0.7cm)후크 타입

(1cm x 0.5cm)

모든 위치 가능

5cm x 5cm x 1cm

일자형/ 직선형

센싱타입

<C 형> 후크 타입

(1cm x 0.5cm

가슴 밑(양 가슴 밑 중간), 가슴

위, 어깨, 옆 솔기 등 인체 표면

굴곡이 적은 부위

4cm x 2.5cm x 1cm

- 저자 그림, 저자 촬영

<그림 7> 통신패치 기판의 구조 설계

- 저자 그림(상), 저자 촬영(하)

<그림 8> 3가지 통신패치 최종 디자인 내·외부

- 저자 촬영

<표 3> 직물센서의 위치 및 유형에 따른 통신패치의 형태

服飾 第65卷 1號



- 127 -

각각 3회씩 테스트하였다. 각 형태 및 기판설계에 따

른 센싱 및 통신기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형태에 따

른 센싱 기능의 차이는 없었다.

직물센서의 위치와 유형에 따른 통신패치의 형태

를 A형, B형, C형 3가지로 나누어 프로토타입을 제

작하였다. 소재는 가볍고 충격에 강한 ABS소재로 제

작되었으며, 3D프린터를 이용해 출력 후 디자인별로

각각 흰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였다. 통신패치는 기

판 1개와 기판을 삽입한 쉘 상단부와 하단부로 총 3

피스로 구성되었으며, 기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하였다. 외부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

를 삽입하여 충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통

신패치 탈부착이 가능한 부자재를 부착하여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들었다. 설계된 통신

패치는 각 단말기마다 고유의 ID를 가지고 생체신호

를 무선으로 발신하므로 본 연구의 통신패치는 다수

의 패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요양기관 및 시설

등의 관제센터에서 전체 데이터를 식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통신패치가 적합한 직물 센서

의 위치와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의 통신

패치의 아웃 쉘 형태 항목에 기술되어 있으며 최종

결정된 통신패치 디자인은 <그림 8>과 같다.

2. 센싱 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1) 실험용 1차 센싱 웨어 프로토타입 개발과

착의실험

1차 센싱 웨어 디자인 개발은 센싱의 가장 기본적

인 위치인 왼쪽 가슴을 중심으로 한 2채널 센싱 웨

어를 기본으로 진행되었다. 생체신호의 센싱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직물센서는 인체 표면 굴곡을 고려

하여 몸을 감싸는 구조를 가지고 피부와의 접촉을

최대화 하였으며 위치는 왼쪽 심장부의 6개의 흉부

유도를 지나가도록 설계하여 1차로 왼쪽 가슴을 사

선으로 지나는 형태, 수평선으로 지나는 형태, 수직

선으로 지나는 형태 총 3가지의 프로토타입을 제작

하였다<표 4>.

통신패치의 위치는 사전 실험에서 가장 이물감이

낮은 위치인 왼쪽 가슴 밑으로 1차 프로토타입을 제

작하였으며, 통신패치의 위치에 따른 이물감, 평가를

위한 통신패치의 종류는 통신패치와 전도성 섬유, 인

체가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굴곡을 활용한 A형을

기본으로 실험하였다. A형은 두개의 리드 접합점의

각도에 구애받지 않도록 90도 2리드 센싱 형태에도

활용 가능하여 수평과 수직 모두에 사용 가능하므로

1차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차 센

싱 웨어 프로토타입은 면/폴리우레탄 혼방 저지로

만들어졌으며, 색상은 흰색으로 통일하여 진행하였다.

1차로 제작된 3가지 기본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치

매 노인들의 일상생활 동작 및 취침자세에 따른 착

의성 평가를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피험

자의 체형은 본 연구에서 나눈 4가지 유형 중 ‘보통

키에 중정도의 비만, 바른 자세’에 속하며 측정 항목

은 각 자세의 (입고 벗을 때, 정자세로 누울 때, 왼

쪽으로 누울 때, 오른쪽으로 누울 때, 엎드려 누울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행위 유형에 따른 불편

함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착의 실험 과정과

측정리스트는 <그림 9>과 같다.

1차 디자인 시안

유형

A(사선형) B(수평형) C(수직선형)

- 저자 그림

<표 4> 3가지 종류의 센싱 웨어 1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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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평가 결과 왼쪽 가슴 하단에 부착한 통신패

치에 따른 자세 및 행동에 대한 이물감, 불편함 정도

가 모두 매우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1차 통신패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세 차례 사전 실험과

동일한 결과였다.

1차 프로토타입의 디자인과 통신패치의 위치를 기

본으로 통신패치의 위치를 변형하는 디자인, 직물 센

서의 위치를 다양화하는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의 신체 및 활동 특성을 반영한 통신패치의

은폐기능 등을 추가하였으며 다양한 체형의 피험자

를 대상으로 체형과 센서의 위치 등에 연계성이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차 디자인을 확장하였다.

2) 착용자 신체 및 활동 특성에 따른 2차 센싱

웨어 프로토타입 개발과 착의실험

1차 착의실험 이후, 총 11벌의 디자인을 추가로

전개하였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통신패치의 변형 위

치를 A: 왼쪽 어깨 위, B: 왼쪽 가슴 위, C: 가슴

중앙, D: 왼쪽 가슴 아래, E: 왼쪽 배 위 총 5가지로

확장하고, 부착되는 통신패치 3가지 유형에 따라 1:

A타입(강낭콩형), 2: B타입(원형), 3: C타입(사각

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은폐기능의 유무는 유: a, 무:

b 로 구분하였다. 속옷 형태의 디자인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민소매의 속내의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직

물 센서를 안쪽에 넣어 피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도

록 구성하였다.

2차 착의실험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ㅎ’ 치매환자

요양시설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는 치매환자 중

인지능력이 많이 결여되지 않아 디자인에 대한 평가

와 인터뷰가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눈 4가지 체형에 해당하는 4명을 선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가 치매환자인 점을 고

려하여 1차 착의실험 때와 같이 행동과 자세를 실험

하되, 연계 행동(착탈의 동작, 누운 상태 움직임, 앉

기 일어서기, 팔 움직이기) 등으로 묶어서 평가하도

록 하였다.

<그림 9> 자세-행위 별 착의 실험 사진과 행동 용이성 측정리스트

- 저자 촬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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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디자인 시안 샘플 제작 Type 디자인 시안 샘플 제작

A-3-a D-1-b

B-1-a D-3-a

B-1-b D-1-b

C-1-b D-2-b

C-2-b E-1-a

C-2-a

- 저자 그림, 저자 촬영

<표 5> 3가지 종류의 센싱 웨어 2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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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실험 결과 2차 디자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았다. 첫째, 피험자들의 체형 특성에 따라 하수가 심

해 가슴선에 위치한 절개선을 불편해 했으며 이에

따라 절개선 및 통신패치의 위치를 아래로 더 내릴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둘째, 팔의 움직임이 크지 않

아 착탈 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신축성 있는 속

옷이라도 여밈 구조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열리는 구

조가 되어야 착탈이 용이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셋

째, 통신패치 제거 행동을 관찰한 결과 주머니 안에

은폐된 디자인이 통신패치 제거가 가장 어려웠으며

가슴에 위치한 통신패치는 비교적 제거가 용이했다.

또한 외부로 노출되어 있더라도 가슴 위나 어깨 등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있는 통신패치는 인지

를 잘하지 못하여 제거하기 어려워했다. 넷째, 개발

디자인 중 암홀형은 통신패치가 상지의 움직임에 큰

방해가 되어 불편하다고 하였고 특히 옆으로 누우면

몸에 결려서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치매환자의 생활

형태에 맞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된 면/폴리우레탄 소재가 타이트하여 전

반적으로 조이고 더운 느낌이 든다고 하여 소재의

개선과 통풍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3) 3차 센싱 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및 센싱/

통신 기능 실험

2차 착의실험 결과에 따라 면/폴리우레탄 소재 중

무게가 적은 소재로 모두 변경하고, 등과 옆구리 등

매시 소재를 적용하여 통기성을 개선시켰다. 착용감

개선을 위해 전체 디자인의 목선과 암홀을 밑으로

내리고, 타입 A 가슴형의 경우, 가슴 밑 절개선과 통

신패치 위치를 아래로 조정하였다. 또한 전체 디자인

중 2개 디자인에 여밈을 추가하여 착탈의 시 불편함

을 개선하였다. 2차 착의실험을 통해 통신패치의 위

치가 암홀에 가까이 위치한 B1-b, D2-b는 상지 이동

시 통시패치가 걸리며 옆으로 누울 시 불편함이 따

르고 통신패치 제거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디자인

을 삭제하였다.

수정된 디자인 방향성에 따라 제작된 3차 프로토

타입 6종에 대한 착의실험 및 통신패치 기능 확인을

위해 3차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3차 착의실험은 2

차와 동일한 치매환자 요양시설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디자인

개선여부를 평가하였다. 센싱 기능 및 통신패치의 기

능실험을 위해서 요양원의 실내, 공동 공간 등에 수

신기를 설치하여 위치 전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무

실에 피험자의 생체정보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노

트북을 설치하였으며, 3차 프로토타입을 착용한 상태

에서 심전도 센싱과 데이터 전송 등이 원활히 되는

지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7일 동안 웨어러블 센싱

웨어를 상시 착용하고 생활하였으며, 7일 간 데이터

의 수신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였으며, 10명

의 환자들이 동시에 착용하였을 때 각각의 ID별로

위치정보와 생체신호 인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

하였다.

3차 착의실험 결과 3차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경량

감 있는 면/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매쉬 소재사

용으로 인해 착용감 및 통기성 등이 매우 개선되었

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목, 암홀의 조임이 개선되

었고, 품의 경우 소재 변경으로 신축성이 향상되어

착용감 및 착탈의 시 불편함이 개선되었으며 배나

가슴 등 체형에 따른 부분적인 조임 현상도 보완되

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눕고, 서

고, 팔 드는 등의 신체활동성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

<그림 10> 치매 환자 대상 2차 착의실험

-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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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앞이나 옆쪽에 부분적으로 지퍼 여밈이

추가된 디자인은 착탈의 편리성이 높아졌으며, 주머

니형태의 은폐구조나 이중 레이어드 구조로 통신패

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통신패치는 착용자에 의

해 쉽게 인지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꺼내기가 힘들

어 임의로 떼어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7일 간 진행된 직물센서의 센싱 및 통신패치의 생

체데이터 전송 실험은 실험한 3차 프로토타입 모두

센싱 및 발신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개발된 디

자인들이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신체 유형 별 디자인 적합성 평가를 위한 4차

착의실험과 최종 디자인

치매환자의 경우 반복적 실험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체형에 따른 디자인 적합성 평가를 위한 4차

착의실험은 50대 후반~60대 중반의 일반 여성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대표체형 4

인을(유형 1 : 작은 키, 마르고 숙인 자세, 유형 2 :

작은 키, 중정도의 비만, 바른 자세, 유형 3 : 보통

키, 중정도의 비만, 바른 자세, 유형 4 : 큰 키, 상정

도의 비만, 숙인 자세) 대상으로 모든 디자인(11벌)

에 대한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은 체형별

로 디자인에 대한 착탈의 시, 자세 변화에 따른 불편

함 정도와 소재, 사이즈 및 절개선 등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였고, 통신패치 결

림 등에도 체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하였다.

착의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유형 1의 마른 체형은

옷이 넉넉하게 맞아 불편함이 적으나 가슴부분이 말

라 가슴위쪽에서 센싱이 되는 디자인의 경우 센싱

부위가 피부에 밀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유형 2,

3, 4의 중비만과 상비만은 전체적으로 몸에 타이트하

게 맞아 센싱 부위가 잘 밀착되어 통신패치가 뜨는

문제는 없었으며, 가슴부분과 암홀 부분이 조이는 불

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형별 사이즈 제시가

중요함 알 수 있었다.

주머니에 은폐된 통신패치 디자인이 아닌 노출형

통신패치는 유형 1의 마르고 숙인자세 체형의 경우

몸을 숙였을 때 통신패치가 피부로부터 뜨게 되어

생체신호 센싱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 주머니에

통신패치를 넣어 들뜨는 것을 막는 디자인이 적절함

을 알 수 있었다. 중비만, 상비만 체형은 의복이 꼭

맞기 때문에 통신패치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렁거림과 움직임이 적고 안정감이 있어서 통신패

치 부착의 방식에 영향이 적었다. 전체적으로 통신패

치가 주머니에 은폐된 디자인은 체형에 관계없이 착

탈의 시 통신패치가 움직이지 않아 편안했고, 착용

시에도 통신패치가 덜렁거리지 않아 안정감이 있다

고 평가되었다. 또한 통신패치 제거도 어려웠으며 통

신패치 보호에도 유용했다. 체형과 관계없이 가슴 바

로 위와 가슴 아래에 통신패치가 위치한 경우 엎드

리는 자세에서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깨 위,

옆구리, 가슴 위(쇄골아래)는 자세에 상관없이 편안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3-a1과 A3-a2 디자인의 경우는 여밈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데, 체형에 관계없이 여밈이 있는 A3-a2

디자인이 더 착용감이 좋다고 평가되었다. 두 디자인

모두 어깨 위에 통신패치를 부착한 디자인이었는데

의식되었으나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였

다. B1-a는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다 편안하다

는 평가를 받았고 엎드렸을 때도 통신패치가 가슴

위에 위치하여 크게 결리지 않았다. C3-a, C2-a와 같

이 통신패치가 가슴 중앙 아래에 위치하는 디자인은

체형과 상관없이 가슴 밑에 닿는 느낌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엎드린 자세에서 불편함을 표현

했다. 또한 통신패치가 가슴 아래 위치하고 가슴 절

개선이 있는 디자인은 중비만, 상비만 체형 피험자들

로부터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D3-a는 주머니와

그 안의 통신패치가 바로 가슴 위에 위치하여 모든

체형에서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관상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E1-a는 체형에 상관없이 모

두 다 편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세를 엎드린 자

세에서 측면으로, 혹은 측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바꾸

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세에서 편안하다고 평

가했다.

4차의 착의실험에서 착용감 및 통신패치 탈부착

기능성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3차 디자

인 이후 수정된 부분은 없으며 이에 따라 총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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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체형 최종 디자인 시안 최종 프로토타입 통신패치 타입

A

3 a1

1. 작은키, 마른형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C형

3 a2

1. 작은키, 마른형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C형

B 1 a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A형

C

1 b1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A형

1 b2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A형

2 a 1. 작은키, 마른형

B형

<표 6> 11가지의 최종 디자인과 적용된 통신패치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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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디자인과 각 디자인 별 적용된 통신패치 타

입은 다음 <표 6>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

한 보호대상약자를 중심으로 상용할 수 있는 웨어러

블 디바이스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다 개방적인 보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직접

관찰을 통해 노년기 여성의 대표 체형을 4가지로 분

류하였으며 노인 신체 특성 및 치매환자 행동 특성

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통신패치의 위치와 센싱 웨

어의 디자인 요소를 자체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내용을 참고로 하여 12가지의 웨어

러블 센싱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주로 심장부 흉근유

도 부위를 지날 수 있도록 앞판 왼쪽 흉부 상에 전

극을 위치시켰다. 웨어러블 센싱 위치에 따라 표면

굴곡이나 형태적인 면을 고려하여 통신패치의 디자

D

2 b 1. 작은키, 마른형

B형

3 a
1. 작은키, 마른형

2. 작은키, 중정도비만

C형

E

1 b
1. 작은키, 마른형

2. 작은키, 중정도비만

A형

3 a

1. 작은키, 마른형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C형

1 a

1. 작은키, 마른형

2. 작은키, 중정도비만

3. 보통키, 중정도비만

4. 큰키, 상정도비만

A형

- 저자 그림,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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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유형화하였으며 전자기판 설계도에 삽입 가능

을 고려하여 스냅 타입 2종류, 후크 타입 1종류 등

총 3가지 타입을 통신패치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통신패치는 모두 2리드 구조이고 직각 센싱

타입인 A형은 가슴 밑, 가슴 사이, 가슴 위, 배 등과

같이 인체의 곡선이 있는 부위에 적합하도록 45도

각도를 가진 둥근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사방 센싱

타입인 B형은 직물센서의 위치나 방향에 관련하지

않으며 직물센서가 맞물리는 경우를 대상으로 특정

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원형의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일자형/ 직선형 센싱 타입인 C형은 가슴 밑, 가슴

위, 어깨, 옆 솔기 등 인체 표면 굴곡이 적은 부위와

같이 일직선상에서 센서가 패치에 맞물리는 경우에

적합하도록 폭을 최소화한 긴사각형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센싱 웨어는 총 세 번의 착의 실험을 걸쳐 통신패

치 및 직물센서의 위치나 신체 부분별 사이즈, 절개

등의 디테일, 재질, 디자인 등이 수정 보완되었으며

마지막 4차 착의실험에서 착용감 및 통신패치 탈부착

기능성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통신패치

가 결합된 총 11가지의 최종 디자인을 도출시켰다.

통신패치의 위치는 A: 왼쪽 어깨 위, B: 왼쪽 가슴

위, C: 가슴 중앙, D: 왼쪽 가슴 아래, E: 왼쪽 배

위 총 5가지로 결정하고, 부착되는 통신패치 3가지

유형에 따라 1: A타입(강낭콩형), 2: B타입(원형),

3: C타입(사각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은폐기능의 유무

는 유: a, 무: b 로 구분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총 4차 착의실험을 통해 얻어진 디자인 개발 주안

점은 첫째, 체형별로 착의성이 다소 다르게 평가됨에

따라 신체 부분별 사이즈 및 디자인 등이 체형 유형

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과 둘째, 기본적으로 치매환

자의 생활이나 행동 특성이 가장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신축성 및 여밈을 추가하

여 타인에 의한 착탈의가 편리해야 하며, 착용자가

직접 통신패치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통신패치

의 적절한 위치 선정 및 탈부착 방식, 은폐 여부를

부여해야 해야 한다. 또한 주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

은 점이 고려되어 센싱 웨어의 신축성 및 통기성이

부가되어 착용감을 높여야 하며 통신패치가 신체에

베기거나 착용자로 하여금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도

록 통신패치의 디자인 및 부착 위치 등이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이 보호대상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차별점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웨어의 사용 목적 및 사

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착용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웨어러블 센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나아가 보호대상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 확장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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