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인식 센서 기반형 스마트 의류
Motion recognition sensor-based smart clothing

이주현 교수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기술 활용분야

스마트 의류, 동작인식

기술완성도(TRL)

TRL 7단계(실용화 단계)
의류에 구비된 센서를 통해 의류를 착용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함으로써

기술요약

동작 측정 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체 각 부위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인체 부위별 동작을 센싱함으로써 측정의 정확도〮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세미나 및 기술 자문, 기술 자료 제공, 기술 교육 ,

기술 이전 방법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참여, 특허 통상실시권 이전 등

사용자가 의류를 입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편리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던 종래의 동작신호
센서 부착 의류는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①센서의 형태가 변형되고, ②센서의 위치가 이동하며,
③센서가 균일하게 신장 또는 복원되지 못하여 측정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기술은 사용자가 의류를 입고 움직이는 경우에도 1)의류 내에서 센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2)센서가 비균일하게 신장〮수축되는 현상을 저감하여 동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3)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 또는 구김에도 센서가 떨어지거나 단락되지 않는 스마트 의류에 관한
것이다.

제10-1806697호 동작 인식 직물 센서 및 이를 포함하는 의류 시스템
제10-1795303호 동작 인식 직물 센서 및 이를 포함하는 의복 시스템
제10-1895684호 동작 인식 직물 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의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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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층

▶ 본 기술은, 의류 및 센서를 구성하는 복수의 구성층 사이가 접착되어 형성되며, 센서는 주요 동작이
발생하는 관절 부위에서 이격된 위치에 구비되므로, 사용자의 동작으로 인한 동작인식 센서의 3차원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동작 영역에 동작 인식 센서가 위치하는 경우 그 중 일부 영역만 과신장되는데, 이로 인해 측정 신호는
노이즈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본 기술은 불균일한 형태 변화가 센서에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작 인식 센서에 쿠션 기능을 하는 패딩층을 포함하였고, 패딩층은 하부 직물층과 의류 사이에 위치하여
골격의 형태 변화로 인한 비균일 신장으로 발생한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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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의복과 결합하는 제1직물층이 의복 원단의 식서(selvage)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직조되며,
전도성 재료층을 가운데 두고 제1직물층과 대향하는 제2직물층도 제1직물층과 동일한 식서 방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의복 〮 제1직물층 〮 제2직물층은 동일한 방향으로 직조된다.
따라서, 제1,2 직물층을 포함하는 동작인식 직물센서는 사용자 동작 시 변형되는 의복과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 및 수축됨으로써 센서의 이동이 최소화되며, 신장 및 수축으로 인한 동잡음이 최소화된다.
▶제2직물층의 양단은 결합부재와 각각 결합하며, 제2직물층의 너비(b) < 결합부재의 직경(a)
→ 결합부재와 결합되는 제2직물층의 단면적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결합 부재에 의하여 동작인식 직물
센서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동잡음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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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부재

▶ 본 기술은 동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전도성 재료층은 카본 나노 입자 및 고분자
화합물이 2~20 중량% 및 0.5~10 중량%를 포함하고, 전도성
금속배선층

재료층에 전류를 공급하는 금속 배선층은 3~50mm 너비로 의복에
프린팅됨으로써 동작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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