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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smart clothing as a product is increasingly emphasized as further growth in the potential 

of the smart market is expected. There is a high understanding and sympathy for the potential of smart clothing 

in the mass consumer market; therefore, commercialization is not actively carried out. This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roducts with a focus on technical benefits, in order for smart clo-

thing to gain access to customers as wearable devices. This study identifies major technologies used in smart clo-

thing through an analysis of the patent technology status of smart clothing in Korea. Smart clothing is divided 

into three types: passive smart, active smart and advanced smart clothing based on a reaction mechanism and

functional scope. We present the smart clothing and discuss the product features for three types. According to re-

search, smart clothing products were equipped with passive, active, and advanced smart systems as well as provi-

ded new services by converging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rather than only using technologies such as sensors,

controls, and actuators. Future directions for new smart clothing product development is also discussed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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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패션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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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웨어러블(wearable)은 시계와 같은 액세서리, 

바디 센서, 의류 등 몸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전자 기

기를 말하며,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는 그 중 한 

종류이다(Hanuska et al., 2016). 웨어러블 컴퓨터 또는 

디지털 의류라고도 불리는 스마트 의류는 의복으로

서 기본적인 용도를 넘어 정보 처리 기능이 부여된 의

복 일체형 장치로 정의되며(Dunne et al., 2005; Duval 

et al., 2009; Stephenson, 2020), 피트니스 팔찌 같은 착

용 액세서리와는 차별화되며 의복 제품으로서의 속

성이 강조된다(Dunne, 2004).

디지털 기술이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산

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의류는 웨어러

블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IT

시장 연구기관인 트렉티카(Tractica)는 스마트 의류 

출하량이 2016년 169만 벌에서 2022년 기준 2,687만 

벌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으며, 2024년 시장 점유율

은 4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발표하였다(Tractica, 

2017). 또한 IT 분야의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9년 스마트 

의류 총 판매량을 약 300만 대의 규모로 예상했고, 향

후 2023년 해당 분야 판매량은 총 850만 대에 달해 연 

평균 3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또한 의류 시장에서의 스마트 의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5%에서 2023년 2배 증가한 3.1%가 될 것이

라고 보고하였다(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 

2019). 패션 산업의 블루오션인 스마트 의류 제품 개

발은 한국 패션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저

가 제품의 추격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패션 산업의 

신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패션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의

류가 중요한 이슈로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

내 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

하다. 스마트 의류의 개발 동향과 사례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스마트 의류를 스포츠 · 레저

용, 건강보조 · 의료용, 일상용 등 용도별로 구분한 사

례 연구(Choi & Ryu, 2007)와 웨어러블 디바이스(we-

arable devices)의 한 형태로서 스마트 의류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Lee et al., 2017; Suh & 

Roh, 2015; Syn, 2017; Yang & Kim, 2014, 2015). 이후 

의류 제품으로서의 스마트 의류를 규명한 연구로, 스

마트 의류를 패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직물/의류형

으로 분류한 연구(Yang & Kim, 2015)와 스마트 패션 

제품을 착장 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 스마트 의류를 토

르소(torso) 영역으로 분류한 연구(Suh & Roh, 2015)

가 있었다. 최근 스마트 의류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속 가능한 네 가지 가치에 따라 기술 유형을 나누고, 

스마트 의류 사례를 수집한 연구(Syn, 2017)와 스마

트 액추에이터 기술에 따른 스마트 제품 사례를 분석

한 연구(Lee et al., 2017) 등 스마트 의류에 적용된 기술

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 의류의 특허기술에 집중한 연구로는 

국가별 스마트 의류의 특허정보를 이용한 실증적 정

보 분석을 통해 스마트 의류의 최근 기술 동향 및 향

후 기술 개발 방향을 살펴 본 연구(You et al., 2013), 국

내 및 미국에 출원 공개 및 등록된 섬유 제품 관련 상

변화 물질 특허를 정리 분석하여 상변화 물질 관련 

국내 기술 현황을 설명하고 고기능성 섬유 관련 연구 

개발 정책 방향을 살펴본 연구(Yoo et al., 2007)와 한

국, 미국, 일본의 의류 디자인 분야 특허정보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의류 디자인 분야의 컴퓨터 기술 활용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 연구가 있었다(Lee, 

2003).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의류를 분석한 

연구로는 국내 스마트 의류 관련 특허기술 중 국제특

허분류 코드(IPC cod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

tion code)에서 특수복으로 분류되는 A41D 13그룹과 

관련된 기술에 따라 스마트 의류 제품 사례를 분석

함으로써 스마트 의류에 대한 기능성 개발 동향을 파

악하고 기능성 의류 제품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던 연

구(Kim, 2014), 국내의 의류 디자인 분야에 출원된 특

허정보를 분석하여 국내 의류 디자인 분야의 개발 동

향을 파악한 연구(Park & Kim, 2010), 실버 세대를 위

한 기능성 의류 개발 실태를 분석한 연구(Jung & Lee, 

2014)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내 스마트 의류 특허

를 원천 기술로 분류 · 분석하여 제품 사례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현재 스마트 의류의 상업적 잠재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높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소비자의 사용

성보다는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Duval et al., 

2009). 특히, 국내 대중 소비 시장에서 스마트 의류 개

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Park, 2016). 

즉,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기

술에 따른 스마트 의류의 개발 방향이 불분명했기 때

문에 그동안 스마트 의류의 제품화와 상용화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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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 것이다(Ariyatum et al., 2005). 스마트 의류

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 고객의 니즈(needs)를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될 제품의 본질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Kroes, 2002), 제품으로서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의류의 개발 방향에 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의 제품

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의류의 기술적 본질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기술 개발 수준에 맞는 스

마트 의류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

내 스마트 의류의 특허정보를 이용한 실증적 정보 분

석을 통해 스마트 의류의 최근 기술 동향 및 향후 기

술 개발 방향을 살펴 본 후, 특허기술로 제품화된 스

마트 의류 사례 연구를 통해 스마트 의류의 발전 방향

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패션 기업이 스마트 의류 

제품화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고찰

전문가들은 스마트 의류의 특징인 ‘지능(intelli-

gent)’ 또는 ‘영리함(smart)’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감

지하고 환경에 반응하거나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는데 동의 하고 있다(Ariyatum et al., 2005; Baurley, 

2004; Tao, 2001). 스마트의 정도는 다양하여 단순히 

신호를 감지하거나 반응하는 형태에서부터 자극을 

감지하여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단계까지 나타난다(Lam Po Tang 

& Stylios, 2006). 즉, 스마트 의류는 신호를 감지하고 

정보를 처리하여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의복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

는 환경 자극에 대해 통제되거나 계획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Lam Po Tang & 

Stylios, 2006; Lymberis, 2011; Tao, 2001; Van Langen-

hove & Hertleer, 2004). 즉, 스마트 의류에서 과학은 의

류와 결합하여 환경 변화나 개인적인 상황을 감시하

고 강화함으로써 착용자에게 편안하고 적합한 조건

을 제공하고 있다(Ko et al., 2009). 이와 같은 스마트 의

류의 속성으로 인해 상호작용 의류(interactive cloth-

ing), 지능적인 의류(intelligent clothing), 고기능성 의

류(high tech clothing), 스마트 의류(smart garments, 

smart apparel), 관찰 의류(monitor clothing) 등 다양한 

용어가 스마트 의류 유형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며 사

용되고 있다(Kim et al., 2009; Stephenson, 2020; Suh et 

al., 2010).

1. 스마트 의류 시스템의 구성

스마트 의류는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과 달리 

옷이 지니고 있는 특유성, 즉 신체와 물리적으로 가

까운 거리, 표면적, 사회적 편재성이라는 특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설계와 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있

다(Dunne, 2010). 초기 스마트 의류는 기존의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외부 요소에 맞게 직물 디자인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섬유에 전자 제품이 

추가되어 배선을 포함한 모든 부품이 섬유에서 분

리되었으나, 최근 스마트 의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의 연결선을 섬유로 통합하여 많은 부품이 섬유 소

재로 바뀌었다. 스마트 의류가 모든 기능을 포함하

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Van Langenhove & Hertleer, 2004). 스

마트 의류 시스템에는 원칙적으로 센서(sensor)와 액

추에이터(actuator)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며, 센서로부터의 신호에 기초하여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처리 장치(processing unit)로 완성될 수 있

다(Tao, 2001; Van Langenhove & Hertleer, 2004).

스마트 의류는 기능의 범주에 따라 수동형, 능동

형, 고급형의 세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Tao, 

2001). 수동형 스마트 의류는 오직 환경을 감지할 수

만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의류는 센서가 중심이 되

어 작동한다. 능동형 스마트 의류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센서 기능 외에 

액추에이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발전된 유형의 고급형 스마트 의류는 착용자의 행동

에 맞추어 개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스마트 의류는 센서로만 작동하거나 센서와 액추에

이터가 결합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의류와 센

서부, 액추에이터부의 기능뿐만 아니라 착용자에 대

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의

류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다(Kim et al., 

2016; Kim et al., 2013). 스마트 의류가 모든 기능을 포

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 의류 시스

템은 센서, 액추에이터, 처리 장치, 저장, 통신 등 5가

지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장

치별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Lymberis, 2011;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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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nhove & Hertleer, 2004).

센서는 신호를 미리 정의된 판독기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자

극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처리한다(Van Langenhove 

& Hertleer, 2004). 의복에 내장된 센서는 주변의 다양

한 신호뿐만 아니라 심박수, 호흡, 체온 등 다양한 신

체 신호를 측정, 관찰할 수 있고, 중앙 모니터링 장치

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제어와 피드백을 할 수 있다

(Cho et al., 2011). 신체와 물리적으로 근접한 스마트 

의류는 신체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비침

습적이며, 사용자의 무자각적인 상태에서도 많은 생

리학적 변수를 자료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다(Axisa et al., 2005; Dittmar et al., 2004). 이러한 센서 

기반의 스마트 의류는 생체 신호 측정이 가능한 디바

이스 및 센서를 의복 내에 내장시켜 인체로부터의 

신호를 측정하므로(Cho & Lee 2008), 다른 시스템 기

반의 스마트 의류에 비하여 인체와 기기의 상호 교

환성 및 신호의 정확성을 통해 높은 효용성을 갖게 

된다(Cho & Lee, 2013).

액추에이터는 센서부로부터 측정된 신호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처리 장치를 통해 간접적

으로 특정 반응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한다(Kim et 

al., 2013; Lee et al., 2017; Tao, 2001; Van Langenhove 

& Hertleer, 2004). 액추에이터는 물건을 움직이게 하

고, 물질을 방출하고, 소리나 빛을 출력하는 등 형상

기억 효과의 변화나 물리적 현상으로 전기 신호를 

변환한다(Lam Po Tang & Stylios, 2006). 가장 잘 알려

진 예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온도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처리 장치는 능동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

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일련의 명령이나 목표값에 

따라 액추에이터로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Comutational Terminology Compilation Committee, 

2007; Van Langenhove & Hertleer, 2004). 처리 장치는 

물리적 데이터 측정, 다른 디바이스로 데이터 전송, 

데이터의 관찰과 진단, 정의된 행동 사항에 맞는 구

동 행동, 시스템 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베

이스 관리의 순서로 기능이 구현되며(Desforges et 

al., 2011), 전력의 전송력, 시스템의 구동력, 배터리 

수명, 시스템 적용 크기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Lee 

et al., 2017). 스마트 의류에서 처리 장치는 센서의 신

호를 바탕으로 액추에이터가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내보내는 부분을 말하며, 주된 역할

은 내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 및 반응 정도를 결정

하는 것이다(Kim et al., 2013).

이와 같이, 스마트 의류가 기능성을 갖기 위해서

는 시스템 구성 요소 간(e.g. 센서, 액추에이터, 처리 

장치 등) 연계는 필수적이다(Lam Po Tang & Stylios, 

2006). 스마트 의류는 잘 연계된 내장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 장치와 같은 효용성, 영향력, 잠재력 등을 확

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으로 의

복이 지니고 있는 착용자 보호 및 표현 욕구 기능을 

충족시키게 된다.

2. 스마트 의류 개발 동향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스마트 의류 개발 연구

는 1980년대 MIT와 미군의 공동연구로 탄생한 최초

의 스마트 의류 제품인 미군 군복이 출시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마트 의류 개발의 1세대라

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스마트 의류는 기술 주도형

(technology-driven) 제품의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Ariyatum et al., 2005), 웨어러블의 개념보다는 포터

블(portable)에 집중된 제품들이 개발 되어(O'Mahony, 

2002), 시장성은 없었다(Suh et al., 2010).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와 패션의 다양한 협력 프

로젝트를 통해 시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

기 시작했다(Ariyatum & Holland, 2003). 1998년 리바

이스(Levi's)와 필립스(Philips)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ICD플러스 재킷(ICD+Jacket)과 스캇(SCOTT)의 e베

스트(eVest)가 대표적인 개발 사례로, 두 제품 모두 전

자 기술과 패션이 융합하여 제품화되었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대중 시장에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Suh et 

al., 2010).

이후 스마트 의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만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사용자 중심(user-centered) 제품 디자

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Ariyatum & Holland, 2003).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노스페

이스(The North Face)의 MET5 재킷과 아디다스(Adi-

das)의 첫번째 스마트 슈즈인 원(one)이 시장에 나타

났다. 노스페이스의 스마트 재킷과 아디다스의 스마

트 슈즈는 이전의 제품들에 비해 내장된 기기가 소

형화되고, 이동성이 높아졌으며, 착용감이 편안해지

는 등 기술적 기능의 발달을 이루었다(Ariyatu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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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uh et al., 2010).

2006년 나이키(Nike)와 아이팟(iPod)의 합작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스마트 슈즈

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성공을 거둔 후 패션 시

장에서 일반 소비자용 신제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KOTRA, 2014). 이 후 스마트 의류 제품 개발

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2014년 뉴욕 웨어러블 기술 엑

스포(Wearable Tech Expo)를 기점으로 스마트 의류의 

대중 시장 진출이 촉진되었다. 스마트 의류의 기술은 

착용자가 휴대하고 있는 개인 기기를 관리하는데 국

한하지 않고, 정보의 흐름을 착용자에서 환경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용, 분석, 변환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다(Suh et al., 2010).

이제 스마트 의류는 기업들의 웨어러블 테크놀로

지 도입을 통해 특수 집단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

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며, 패션 비즈니스 제품

으로써 다양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였다. 스마트 의

류 기술은 대중의 생활 편익을 위한 범용적인 기능으

로 다각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센서 및 융합 기술

을 응용한 스마트 의류는 스포츠, 게임, 건강 관리, 생

활 편리 등을 위한 제품으로 진화 중이다(Choi & Park, 

2018). 사용자의 운동 동작을 분석하여 자세 교정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의류, 외부 환경 변화에도 의복 

내부의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는 스마트 의류, 소

매에 부착된 작은 버튼에 블루투스 · LED라이트 기

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스마트 재킷 등 스마트 의류 관련 기술들

은 더욱 기능적으로 세분화되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Master of Science and ICT [MSIT], 2018).

현재 스마트 의류의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

고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고가 제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세탁과 같은 관리상의 어려움에 대

한 우려가 있으며(Choi & Lee, 2006), 사회적으로 사

생활 침해와 윤리적 문제와 같은 악용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 규정과 정책, 개

인 보호 기준 등의 강화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기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3. 스마트 의류 특허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Lee, 2009). 각국의 특허는 과학 기술 활동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며, 특허정보의 활용은 특정 기술의 

발전 동향과 현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Kim, 2009). 국제적으로 산업재산

권의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가 IPC 코드를 사용하여 

특허정보를 입력하고 있다(Kim, 2014). IPC 코드는 

1968년 제1판이 발행된 후 기술발전에 따라 개정되

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2019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

다. 특허분류체계는 세션>클래스>서브 클래스>그룹

으로 분류 기재되어 있어 산업별로 적용되고 있는 기

술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하나의 특허에는 단

수 또는 복수의 IPC코드가 존재한다(Kim, 2014).

스마트 의류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 현황에 대한 특

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2018)

의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 의류 특허출원은 센서와 통

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2015년과 2017년 

사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 6건이었던 스마트 의류 

관련 특허출원은 2017년 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

다. 특허청은 스마트 의류 사용 혜택을 보호(protection), 

의료(medicine), 스포츠(sports), 정보(information)와 오

락(entertainment), 복합(complex)과 그 외의 상황(etc.) 

등 6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 정보와 오락을 결합한 인

포테인먼트(infotainment) 분야의 성장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하였다. 인포테인먼트는 다양한 표현 방법과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오락적 흥

미 요소를 정보에 결합하는 개념으로(Oh, 2006), 센서

와 통신 기술에 다양한 접목이 용이하여 사용자 중심

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이다(Kang, 2015). 또한 의

료 분야는 제품 개발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에 다각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보호, 스포츠 분야 등에서도 점차 기술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KIPO, 2018).

III. 연구방법및범위

본 연구를 위해 스마트 의류의 국내 특허출원 현

황과 국내외 스마트 의류 제품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이 이루어 졌다. 스마트 의류 국내 출원 특허는 한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

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www.kipris.or.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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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수집되었다. 특허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된 특허로만 한정하여 수집되었으며 최근 10년(2008.

01.01.~2018.12.31) 간 출원된 특허 중 현재 행정 상태

가 <공개>, <등록>인 특허만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스마트 검색 기능을 사

용하여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 ‘스마트 웨어

(smartwear)’가 전문과 초록에 사용된 모든 특허를 수

집하여 총 323건의 특허가 검색되었고, 연구주제인 

스마트 의류에 적용되는 기술만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Kim et al., 2009; Kim et al., 2013; Shim, 2013; 

Son et al., 2008)에서 제시한 스마트 의류 시스템과 관

련된 모든 특허기술만을 선별하였다. 스마트 의류의 

조건에 따라, 인간이 아닌 동물의 스마트 의류 특허

기술, 스마트 의류 관리를 위한 특허기술, 스마트 의

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외하고 총 91건의 특허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스마트 의류 상품 사례 수집을 위해 먼저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섬유 · 패션 산업 동향, 스마트 의류 기술 

동향에 관한 전문 학술지, 관련 논문 및 현 시장 현황

에 관한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의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스마트 의류의 범위를 신호를 

감지하고 정보를 처리하여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가

능한 새로운 의복으로 정의하였고, 다양한 형태로 전

달될 수 있는 환경 자극에 대해 통제되거나 계획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하였다(Lam 

Po Tang & Stylios, 2006; Lymberis, 2011; Tao, 2001; Van 

Langenhove & Hertleer, 2004). 스마트 의류의 제품 사

례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구글(Google)에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 ‘스마트 패션(smart fa-

shion)’, ‘스마트웨어(smartwear)’를 검색하여 원천 기

술과 혜택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스마트 의류의 제

작 시기는 섬유 · 패션 제품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이 

보편화되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화가 본

격적으로 시작된 때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이후(Syn, 

2017) 제품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2004년 산업통

상자원부가 ‘미래 일상생활용 스마트의류 개발’ 사

업을 추진하며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체에서 스마트 

의류 제품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제

품화 성과는 미미하였다. 아직까지 국내 스마트 의류 

개발은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장 창출을 위

한 제품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Park, 2016). 스마

트 의류의 제품 사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제품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일본, 유럽 및 북미(Kwon, 2017)를 중심으로 제품 사

례를 조사 및 선정하여 아이템, 출시 년도, 가격, 기술 

분야, 기술 특징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검색을 통

해 수집된 63개의 스마트 의류 제품 사례는 제조 업

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특징에 대한 정보를 바

탕으로 스마트 의류 시스템에 따라 수동형, 능동형, 

고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스

마트 의류에 사용된 원천 기술은 IPC 코드로 기입하

여 정리하였다. 스마트 의류 제품에 나타난 원천 기술

은 IPC 코드 기준으로 24종류였으며, 동일한 원천 기

술이 사용된 스마트 의류 제품은 최근에 개발된 제

품 순으로 나열하였다.

 

IV. 연구결과및사례분석

1. 국내 스마트 의류 특허동향

스마트 의류 특허기술로 분류된 91건의 특허에 부

여된 모든 IPC 코드를 수집한 후 섹션, 클래스, 서브 

클래스,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수집된 

IPC 코드를 분석한 결과 7 섹션, 29 클래스에서 175그

룹의 IPC코드가 수집되었고 자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스마트 의류 관련 특허기술은 A(Human necessities: 

생활필수품), B(Performing operations · transporting: 

처리 · 조작), C(Chemistry · metallurgy: 화학 · 야금), D

(Textiles · paper: 섬유 · 지류), F(Mechanical enginee-

ring: 기계공학), G(Physics: 전자 ·물리학), H(Electri-

city: 전기) 등 7 섹션에서 나타났으며, A(생활필수품) 

섹션에서 가장 다양한 IPC 코드가 추출되었다. A(생

활필수품) 섹션에서는 6개의 클래스와 56종류의 그

룹이 나타났으며, G(전자 ·물리학) 섹션에서는 6개 

클래스와 32종류의 그룹이 나타났다. H(전기) 섹션

에서는 4개 클래스에 36종류의 그룹이 나타났고, D

(섬유 · 지류) 섹션에서는 4개 그룹에서 30종류의 클

래스, B(처리 · 조작) 섹션에서는 4개 그룹에서 13종

류의 클래스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

로 F(기계공학) 섹션에서는 2개 클래스에서 4종류의 

그룹이 나타났다.

기술 개발 동향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91개의 특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1, 2021

– 34 –

Section Class Group (%)

A Human necessities
A01 Agriculture, A41Apparel, A44 Haberdashery · jewelry, A47 Furni-

ture, A61 Medical · hygiene, A63 Sports · games
56 (32)

B Performing operations ∙ transporting
B32 Layered products, B60 Vehicles, B63 Ship or other waterborne ves-

sels, B65 Conveying
13 (8)

C Chemistry ∙ metallurgy C01 Inorganic chemistry, C09 Dyes · paints, C14 Skin · leather 4 (2)

D Textiles ∙ paper
D01 Threads or fibers, D02 Yarns, D03 Weaving, D06 Treatment of tex-

tiles
30 (17)

F Mechanical engineering F21 Lighting, F41 Weapons 4 (2)

G Physics
G01 Measuring · testing, G02 Optics, G06 Computing · calculating, G08 

Signaling devices, G11 Information storage, G16 ICT
32 (18)

H Electricity
H01 Basic electric elements, H02 Basic electric elements, H04 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H05 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36 (21)

Reprinted from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KIPI] (n.d.). http://www.kipris.or.kr

Table 1. Classification of IPC code

Fig. 1. IPC code segmentation.

허에서 추출한 175그룹의 IPC 코드를 선행연구(Kim 

et al., 2009; Kim et al., 2013; Lymberis, 2011)에서 제시

한 스마트 의류 제작 기술 요소인 전기전도성 섬유(el-

ectroconductive fiber), 전자 회로(electronic circuit), 연

결 기술(interconnection technology), 사용자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 마이크로 전자소자(microelectronic 

device), 소프트웨어(software), 전원(power supply)으

로 나누었다. 스마트 의류 특허기술에 나타난 IPC 코

드를 제작 기술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전기전도성 

섬유에 관련된 IPC 코드 그룹이 45종류로 가장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 33종류, 연결 기술 19종

류, 마이크로 전자소자 15종류, 전자 회로 11종류, 사

용자 인터페이스 5종류, 전원 4종류 순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 범주를 나타내는 IPC 코드가 40종류 나타났

다(Fig. 1 ).

스마트 의류 제작 기술별로 출원건수가 많은 특허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다양한 특허

기술이 나타난 전기전도성 섬유 관련 특허기술로는 

금, 은 또는 금의 산화물에 관한 것(D06M 11/42), 폴

리우레탄으로 되는 것(B32B 27/40), 금속에 의한 것

(D06M 11/83) 등 스마트 의류에 사용되는 전기전도

성 섬유의 성분에 관한 것들과 섬유 또는 섬유 층에 

인접한 것(B32B 27/12), 망 또는 직조된 것(H05B 3/34) 

등 전기전도성 섬유의 조직에 관련된 특허기술이 많

이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특허는 난방케이블(H05B 3/56), 자동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것(A41D 13/018), 위험경보 알람(G08B 21/02), 

광섬유 장치 또는 시스템(F21V 8/00) 둥 액추에이팅

과 관련된 특허기술과 온도를 제어하는 것(A41D 13/

005), 의복 내부 환경을 제어하는 것(A41D 13/002) 등 

처리 장치와 관련된 특허기술이 많이 나타났다. 마이

크로 전자소자 기술에는 의료 목적의 생체 신호 측정

(A61B 5/00), 인체의 온도 측정(A61B 5/01), 맥박, 또

는 심장수축률 측정(A61B 5/024) 등 센서와 관련된 특

허기술이 다수 등록되어 있었다. 전자 회로에는 안전

장치를 작동시키는 회로(B60R 21/01)와 수신기 회로

(H04N 5/44) 등의 특허가 있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

스 기술로는 사용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위한 입

· 출력 장치(G06F 3/01), 디지타이저(digitisers)(G06F 

3/041), 전원 기술로는 록킹-체어 전지(H01M 10/0525) 

등의 특허가 있었다. 그 외 분류는 개발된 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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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범주의 제품군에 사용되는지를 알려주는 

코드로서 의류(A41D 1/00) 관련 코드가 가장 많이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폴리우레탄(D06M 17/10) 범주

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KIPI, n.d.).

2. 스마트 의류 제품 사례

스마트 의류는 반응 방식에 따라 수동형 스마트, 능

동형 스마트, 고급형 스마트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Tao, 2001). 수동형 스마트 의류는 센서가 중심이 되

어 환경 조건이나 자극을 감지하기 때문에, 센서는 수

동형 스마트 의류에서 필수적이다(Tao, 2001). 능동형 

스마트 의류는 환경 조건이나 자극을 감지한 후, 직

접적으로 반응하거나 처리 장치를 거쳐 간접적으로 

반응한다. 능동형 스마트 의류에는 센서와 함께 액추

에이터가 필수적으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Zhang 

& Tao, 2001a). 고급형 스마트 의류는 자동적으로 감

지하고, 처리 장치에 프로그래밍된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 전자

소자와 같은 지능형 기술 요소를 갖추고 있다. 고급

형 스마트 의류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외에 인지, 추

리, 그리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 요소가 추

가된다(Zhang & Tao, 2001b). 검색을 통해 수집된 스

마트 의류 제품에 부여된 IPC 코드를 기준으로 제품

에 사용된 기술이 스마트 의류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

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하여 스마트 의류 제품을 수동

형, 능동형, 고급형으로 분류하였다.

1) 수동형 스마트 의류 제품

수동형 스마트 의류는 생체 신호, 심박수, 움직임 

등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 기술

을 활용하여 착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Table 

2).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센서형 특허기술인 의료 

목적의 생체 신호 측정(A61B 5/00)을 활용한 대표적

인 스마트 의류로는 히토에(hitoe)<Fig. 2>, 헥소스킨 

프로 키트(HEXOSKIN pro kit.)<Fig. 3>, 사이렌 당뇨 

양말(Siren's Diabetic Socks)<Fig. 4>과 스키인 스마트 

언더웨어(Skiin's smart underwear)<Fig. 5>가 있다.

일본의 NTT도코모(docomo)와 도레이(Toray)가 협

력하여 개발한 스마트 내의 히토에는 나노섬유를 이

용해 의류 표면에 부착된 정사각형의 센서를 통해 몸

의 생체 정보를 수집한 후 스마트폰으로 수집된 정보

를 전달한다. 히토에를 통해 혈압, 심박수 등 사용자

의 신체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헥소스킨 셔츠는 

피트니스복 형태의 스포츠 셔츠에 생체 인식 센서 기

능을 탑재해 스마트폰의 각종 건강 관리, 피트니스 

서비스와 연동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헥소스킨의 내부 감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심박, 호

흡, 움직임의 변화, 체온 등의 정보는 운동의 강도와 

소모 칼로리, 피로도와 수면 상태에 관한 정보로 활

용되며 연동된 스마트폰에 저장될 뿐만 아니라, 자료

들은 다양한 피트니스 앱과 데이터로 공유할 수 있다. 

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사

이렌 케어(Siren care)는 사이렌 당뇨 양말을 통해 당

뇨병 환자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한다. 사이

렌 당뇨 양말은 직물 전체에 배치된 작은 센서를 사용

하여 발의 온도 및 붓기와 같은 유기적 움직임의 변

화를 측정하여 염증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스마트폰

으로 통보해 준다. 이 관찰 데이터들은 당뇨병 환자들

의 발에 난 상처나 염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당뇨 합병으로 인해 종종 절단을 초래하는 

궤양을 발견하는 데 사용된다. 마얀트(MYANT)의 스

키인 스마트 언더웨어는 심박수와 혈압뿐만 아니라 

체온, 움직임 그리고 체지방과 수화 수준을 추적할 

수 있는 6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센서들은 지속

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 

특허기술(A61B 5/11)을 사용한 아토스(Athos)의 피

트니스 셔츠(Fitness shirt)<Fig. 6>와 마이온텍(Myon-

tec)의 엠바디(Mbody)<Fig. 7>는 근육 활동량을 측정

하여 개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전문 운동 선수

들의 경기력 향상과 경기 전략 기획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토스의 피트니스 셔츠와 팬츠에 부착된 

센서는 실시간으로 신체 기능을 모니터링하여 효율

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운동 선수의 경우 부상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2) 능동형 스마트 의류 제품

능동형 스마트 의류 제품은 센서를 통해 감지된 

신호가 프로그래밍된 값에 따라 사용자 대신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제품의 반응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이 

결정됨과 동시에 반응한다(Table 3). 가장 많은 액추

에이팅 출원 기술인 난방케이블(H05B 3/56)은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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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code Examples

Measuring or 

recording for 

diagnostic 

purposes 

(A61B 5/00)
Fig. 2. Hitoe.

Reprinted from

Toray Industries, Inc. (n.d.). 

https://www.hitoe.toray/en

Fig. 3. HEXOSKIN 

pro kit.

Reprinted from

Hexoskin (n.d.). 

https://www.hexoskin.com

Fig. 4. Siren socks.

Reprinted from

Siren (n.d.).

https://siren.care

Fig. 5. Skiin's smart 

underwear.

Reprinted from

Myant Inc. (2020).

https://myant.ca

Measuring 

movement

of the entire

body or parts 

thereof 

(A61B 5/11)
Fig. 6. Athos fitness shirt & shorts.

Reprinted from Popper (2014).

https://www.theverge.com

Fig. 7. Mbody.

Reprinted from Myontec (n.d.).

https://www.ergodesk.cz/en

Table 2. Products of passive smart clothing

외부 환경에서 발열 기능이 작동하여 의복 내 온도를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높이는 기술로 아웃도어용 

재킷 형태가 가장 많다. 아이리버(Iriver)가 2014년 출

시한 아발란치 재킷(Avalanche Jacket)<Fig. 8>은 등

쪽에 발열 패드를 이용한 난방케이블을 통해 재킷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스마트

폰 충전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킨식스 스포츠(Kine-

six Sports)의 킨식스(Kinesix)<Fig. 9>도 난방케이블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발열 재킷으로 재킷에 연결된 

컨트롤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착용자가 원하는 온

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동적으로 팽창하는 특허기술(A41D 13/018)은 

현재 두 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외

부 충격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부위에 

액추에이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팽창 

기술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기 압력

을 주입하는 유형이다. 먼저 에어백을 사용하여 사

용자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다이네즈(DAINESE)의 

디에어(D-air)<Fig. 10>가 있다. 디에어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돌 시 목과 상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에어백이 팽창하여 외상은 물론 척추의 부상

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충격 흡수와 자

동 팽창 기능으로 산업 현장 추락 보호복으로 사용되

고 있는 IoT 에어백 세이프웨어(Safewear)<Fig. 11>

는 감지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인

체가 지면에 닿기 전에 전기식 인플레이터(inflator)

가 에어백을 0.2초 이내로 팽창시켜 인체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광섬유 장치 또는 LED 시스템의 특허기술(F21V 8/

00)이 적용되어 빛을 발광하는 액추에이팅 기술은 가

시성이 높아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

들의 안전을 위해 LED출력 기술이 적용된 어반 사이

클링 재킷(Urban cycling jacket)<Fig. 12>과 노바 재킷

(NOVA Jacket)<Fig. 13>이 개발되었다. 그 중 노바 재

킷은 조명이 재킷의 앞 ·뒤에 부착되어 있어 야간에 

운동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450 ft 떨어진 곳에서도 선

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 빛을 발광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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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code Examples

Heating

cables

(H05B 3/56)

Fig. 8. Avalanche.

Reprinted from Hwang (2014).

http://m.nextdaily.co.kr

Fig. 9. Kinesix.

Reprinted from Kinesix Sports Inc. (2021).

https://www.kickstarter.com

Automatic

inflating

(A41D 13/018)

Fig. 10. D-air.

Reprinted from Dainese (n.d.).

https://www.dainese.com/us/en

Fig. 11. Safeware.

Reprinted from Safeware (n.d.).

http://safeware.co.kr

Lighting

systems

(F21V 8/00)

Fig. 12. Urban cycling jacket.

Reprinted from Reynolds (2016).

https://discerningcyclist.com/

Fig. 13. Nova Ultralight LED Athletic Jacket.

Reprinted from DiGiovanni (2017). 

https://hiconsumption.com

Status alarms

system

(G08B 21/02)

Fig. 14. D shirt.

Reprinted from Cityzen Sciences (2014).

https://newatlas.com

Fig. 15. MIMO.

Reprinted from Krishnamurthy (2013).

https://www.medgadget.com

Table 3. Products of active smart clothing

니라, LED의 밝기는 착용자가 조절할 수 있으며 조명

의 출력 간격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신호장치에 관련된 기술들로 환자용 위험 경보 알

람 또는 사용자의 상태 정보를 서브국에 전송하는 정

보 시스템에 관한 특허기술(G08B 21/02)이 있다. 이 기

술은 사용자의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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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전화나 문자, SNS상태를 나타내고, 필요 시 전

화 연결이나 문자 발송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용자 맞춤 인터넷 정보 알람을 실행시킨다. 시티즌 

사이언스(Citizen Science)의 D셔츠(D shirt)<Fig. 14>

는 센서 기술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실시간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정보를 착용자의 스마트폰이나 운동 트레이닝 센터 

혹은 병원으로 전송해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착용자가 활동 중 위험한 상황

에 처하게 되더라도 GPS송신기를 통해 착용자의 위치

를 전달받아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텔(Intel)과 

레스트 디바이스(Rest Device)가 공동개발한 미모(MI-

MO)<Fig. 15>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아기의 호흡, 신

체 위치, 피부 온도 및 각성과 수면 상태에 관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미모는 아기

의 심박동수와 혈액 산소 농도를 측정해 부모의 스마

트폰 앱으로 알람을 보내준다. 더불어 아기의 피부 온

도를 측정하여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3) 고급형 스마트 의류 제품

고급형 스마트 의류 제품은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바탕으로 처리 장치가 액추에이터 동작에 필요한 신

호를 만들어 내보내어 의복 외 내부의 환경 변화에

도 착용자의 신체를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

는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이다. 고급형 스마트 의류

는 센서, 액추에이터, 처리 장치 시스템이 기본적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통신, 인공

지능 등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 전자

소자가 추가적으로 구성된다(Table 4). 고급형 스마트 

의류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처리 장치 특허기술

로는 의복 내부 환경을 제어하는 것(A41D 13/002)과 

온도를 제어하는 것(A41D 13/005)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 육군 네이틱 군사연구공동개발공학센터

(NSRDEC, Natick Soldier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와 환경의료연구소(USARIEM, 

United States Army Research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가 공동개발한 LWECS(Light Weight Envi-

ronmental Control System)<Fig. 16>가 의복 내부 환경

을 제어하는 제품이다. LWECS는 착용자의 체온을 안

정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

하여 의복 내부 환경 제어 기술이 의복 안에 내장된 

냉각 액체를 순환시켜 준다. 이 시스템은 사막, 정글

과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투형 헬기, 

수송기 요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노키아와 코오

롱 스포츠는 구조팀을 위한 라이프테크 FR(LifeTech 

FR)<Fig. 17>을 개발하였다. 건강과 안전장비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는 라이프테크 FR은 착용자의 생리

적 변화와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한 내부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모듈

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구급대원 및, 소방관들

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특정 센서나 모듈을 요구할 수 

있다.

외부의 온도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의복 

내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스마트 의류 제품도 있다. 코

오롱 스포츠(Kolon Sports)의 라이프텍 재킷(Life-Teck 

jacket)<Fig. 18>은 조난 시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

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의복 내부의 온도를 제어하

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난방케이블이 설계되었고 풍

력을 통한 자가발전과 기록 전송을 위한 블랙박스 기

능도 함께 보유하여 조난과 같은 응급 상황 시 사용자

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 기능성 스

마트 의류이다. 머큐리(Mercury)<Fig. 19> 또한 다양

한 방식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장치와 관련된 

기술로 사용자의 성향에 맞추어 의복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특히, 머큐리

는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

마존 알렉사와 같은 음성 기반 어시스턴트로 조작이 

가능하다. 순식간에 온도를 57°C까지 올릴 수도 있

고, 착용자 신체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최적 온도로 자

동으로 맞춰 주기도 한다. 다른 내부 온도 제어 재킷

과 머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머큐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용자 선호도와 사용 패턴을 인지하여 

시간대별로 재킷의 온도를 최적화 한다는 것이다.

물리치료를 위해 개발된 진동 · 지압 기술 중 전자

파와 초음파로 작동하는 특허기술(G01V 3/12)을 이용

해 사용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

트 의류가 있다. 웨어러블 엑스페리먼츠(Experiments)

가 하바스 월드와이드(Havas Worldwide), 그리고 듀

렉스(Durex)와 제휴를 맺고 전자파 기술과 패션, 촉각

의 매력을 융합한 펀다웨어(Fundawear)<Fig. 20>를 

개발했다. 이 속옷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 어느 곳으로든 개인적인 접촉을 상대방에게 전

송할 수 있다. 펀다웨어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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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code Examples

Controlling 

internal 

environment 

(A41D 13/002)

Fig. 16. LWECS.

Reprinted from Carter (2019).

https://techlinkcenter.org

Fig. 17. LifeTech FR.

Reprinted from Haar (2018).

https://www.trendhunter.com

Controlling 

temperature

(A41D 13/005)

Fig. 18. Life-Tech jacket. 

Reprinted fromRoble (2014).

https://sportstechie.net

Fig. 19. Mercury.

Reprinted fromMinistry of Supply (n.d.).

https://gearforlife.com

Operating with 

electromagnetic 

waves 

(G01V 3/12)

Fig. 20. Fundawear.

Reprinted from Macleod (2013).

http://advertisingforadults.com/

Fig. 21. TESLASUIT.

Reprinted from Mikhalchuk (2018).

https://teslasuit.io

Fig. 22. Nadi X.

Reprinted from Vamshi596 (2018).

https:// thefuturewearables.com

Interaction

between user

and computer

(G06F 3/01)
Fig. 23. Commuter x 

Jacquard.

Reprinted from

Levi's (2019). 

https://www.levi.com

Fig. 24. Smart Suit 2.0.

Reprinted from Samsung 

C&T Fashion Group 

(2014). https://www. 

samsungfashion.com

Fig. 25. HALLAM Smart 

Travel Jacket 2.0.

Reprinted from

Lanpher (2017).

https://thegadgetflow.com

Fig. 26. Tommy Jeans 

Xplore.

Reprinted from

Lockwood (2018).

https://wwd.com

Table 4. Products of advanced smart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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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대방에게 촉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진동 · 지압 기술이 적용되어 터치 감각을 제

공하는 스마트 의류이다. 전자파를 작동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마치 게임 속 3차원 환경에 들어

간 것 같은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테슬라수트(Te-

slasuit)<Fig. 21>가 있다. 테슬라수트는 사용자의 움

직임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여, 사용자의 활동에 따

라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사용자가 느낄 수 있

도록 해준다. 특히 테슬라수트에 내장되어 있는 경

피적 전기 신경자극(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기술은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VR 경험을 향상시키고 확대하

기 위해 활용되어, 사용자는 테슬라수트를 입고 실제 

세계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감

각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 요가 팬츠인 나디 X(Nadi 

X)<Fig. 22>는 전자파 기술을 이용하여 요가를 할 때 

자세 교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요가복 내에 부착

된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한 후, 프로그램

에 입력된 올바른 요가 자세와 비교 · 분석하여 자세 

교정이 필요한 부위에 진동을 보낸다. 나디 X의 이러

한 기술들은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상 확률을 낮

추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를 통해 개인 

모바일에 전송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세의 교정 정

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최근 IoT의 가능성이 확장되며 활용도가 높아지

면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위한 입 · 출력 장치가 결합된 특허기술

(G06F 3/01)을 활용한 스마트 의류 제품이 늘어가고 

있다. 구글이 리바이스와 합작하여 출시한 커뮤터 ×

자카드(Commuter × Jacquard) 재킷<Fig. 23>은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류에 다양한 센서, 베터리, 회로

와 결합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재킷 소매의 터치 

부분과 단추를 통해 전화 수신, 음악 제어, 구글 지도 

등의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제일모직의 로가

디스(Rogatis)가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출시한 스마트 

수트(Smart Suit)<Fig. 24>는 NFC플랫폼을 적용하여 

버튼이나 와펜에 내장된 NFC 칩과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을 통해 착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손목 부위에 내장된 스마트 버튼을 통해 

미팅 모드, 드라이빙 모드, 명함 전송 등 비즈니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램(HALLAM)의 

스마트 여행 재킷 2.0(Smart Travel Jacket 2.0)<Fig. 25>

은 스마트 버튼을 포함하여 여행에 필요한 29가지 

기능을 적용하였다. 사용자는 스마트 여행 재킷 2.0에 

포함된 스마트 버튼을 통해 셀피(selfie) 셔터 버튼, 음

악 제어, 심지어 위험 경보 알람도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소매 양쪽에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이 내장되어 있

어 핸드폰에 저장된 공유 연락처와 자동 SOS 통화와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타미 진 익스플로어(To-

mmy Jeans Xplore)<Fig. 26>에 내장된 블루투스 칩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타미 진 익스플로어를 착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어 기프트 카드, 패션쇼 티켓, 제품 할

인 등의 혜택에 사용할 수 있고, 포켓몬 고처럼 증강

현실을 도입하여 옷을 입었을 때 게임도 즐길 수 있

도록 하였다. 타미 진 익스플로어는 사용자와 스마트 

의류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입 · 출력 기

술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증강현실과 같은 IT기술을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

하고 있다.

V. 요약및결론

스마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재로서의 스마트 의류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

되고 있다. 대중 소비 시장에서 스마트 의류의 잠재

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높지만 제품화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가 일반 

패션 제품과 차별화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고

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술 혜택을 중심으로 제품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작되었다. 국내 

스마트 의류의 특허정보를 이용한 실증적 정보 분석

을 통해 스마트 의류의 최근 기술 동향 및 개발 방향

을 살펴 보았고, 제품화된 스마트 의류 사례 연구를 

통해 스마트 의류 제품의 발전 방향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스마트 의류 관련 특허출원 수는 2018년 잠

시 주춤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 

의류 특허기술을 스마트 의류 제작 기술 요소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전기전도성 섬유, 소프트웨어, 연결 

기술, 마이크로 전자소자, 전기 회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 그리고 전원 순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허기술

이 출원되었다. 스마트 의류 제작 기술별로 나타난 대

표적인 특허기술로는 전기전도성 섬유와 관련 특허

기술에 금, 은 또는 금속에 의한 것, 폴리우레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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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 등 성분에 관련된 것과 망 또는 직조된 것 등 조

직에 관한 특허기술이 많이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

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특허는 난방케이블, 자동

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것, 위험경보 알람, 광섬유 장

치 또는 시스템 등 액추에이팅과 관련된 특허기술과 

온도를 제어하는 것, 의복 내부 환경을 제어하는 것 등 

처리 장치와 관련된 특허기술이 많이 나타났다. 마이

크로 전자소자 기술에는 의료 목적의 생체 신호 측정, 

인체의 온도 측정, 맥박, 또는 심장수축률 측정 등 센

서와 관련된 특허기술이 다수 등록되어 있었다. 국

내 스마트 의류 특허기술은 제품의 개별적, 특수화

된 기능보다는 스마트 의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도체 개발이나 전자 기술 개발에 집

중되어 있어 제품의 차별화를 선도 할 수 있는 센서

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처리 장치에 적용할 스마트 의

류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초기 스마트 의류 제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개

발되기 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의

료 · 보건’제품 개발에 집중되었다. 환자들을 대상으

로 의학적 관찰, 치료, 재활 분야 등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개발되던 스마트 의류 제품이 최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 의류는 사용자들의 심전도나 혈압과 같은 생

체 신호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기반으로 운동 거

리, 칼로리 소모량 등을 측정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체계적

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또한, 특수 상황에서 근

무하는 군인,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스마트 

의류는 신체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같

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불편함을 의복 내

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쾌적함과 편안

함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의복 내

부의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 의류는 인공지능 기술

을 융합하여 제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용자 

선호도와 사용 패턴을 인지하여 시간대별로 제품의 

온도를 사용자에게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ICT의 발달로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의

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화 수신, 음악 조절, 구글 

지도 조작 등 다양한 제어 기능을 가진 스마트 의류 

제품에서부터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옷을 입는 동시

에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의류 제품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제 스마트 의류 제품은 센서, 제어, 액

추에이터 등의 기술이 단독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세 가지 시스템을 모두 갖출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 의류 특허기술 현황 분석

을 통해 스마트 의류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에 대해 

규명하였으며, 스마트 의류는 반응 방식에 따라 수

동형 스마트, 능동형 스마트, 고급형 스마트 제품으

로 나누고 원천 기술에 따른 제품 사례 제시를 통해 

제품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스

마트 의류 상품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국내 스마

트 의류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출시된 제품을 대상

으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한 최종 제품 25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스

마트 의류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보다는 

개발회사의 연구결과나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주관적인 반응은 구체적으로 제

시할 수 없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기능

이 향상되고 있는 스마트 의류 개발 동향에 관한 지

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제품으로 출시된 스마

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반응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의류 시스템에 사용된 중심 

기술과 융합을 이루고 있는 보조 기술들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기술들 간의 융합 형태에 대해 규명하고, 

융합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스마트 의류 제품의 

실질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고

객에게 수용 가능한 국내 스마트 의류 제품 개발 연구 

분야에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연구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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