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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activities of a badminton club and designing smart wear to prevent 

sports injuries during badminton club activities. Everyone is familiar with sports in an aging society and clubs are 

gradually developing. Popular badminton club activities lead to frequent sports injuries, especially ankle injuries, 

which are a serious problem that hampers members' participation in spor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ototype design for smart wear to prevent sports injuries, including ankle injuries. First, w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considerations of members of badminton clubs, and the components of smart wear to prevent 

sports injuries. Second, members of the badminton clubs and an elite badminton player participated in a survey on 

the issues and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wearing smart wear. Third, usage scenarios for smart wear were crea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the user assessment lists. Fourth, a prototype of the smart wear to prevent sports 

injuries including ankle injuries was created based on the scenarios. With the proposed smart wear, members of 

badminton clubs who may require assistance with sports injuries will be able to monitor said injuries, as well as 

their health condition, as avatars in visual games through a smart terminal. The visual game system will provide 

easier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ports injuries and health. This smart sportswear will allow members of 

badminton clubs to prevent sports injuries and review their performance.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design smart 

wear to prevent sports injuries and monitor sporting activities or bio-signals.

Key words: Smart Sportswear, Smart Wear, Smart Healthcare, Badminton Club, Sports Injuries, Ankle 

Injuries, Aging Society, Sports for All, Bio-Signal Monitoring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조사하고 배드민턴 활동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상해를 방하는 스마트

의류를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스포츠는 생활체육으로 친숙하게 하고 있으며, 차 동호회 형

식으로 발달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은 많은 스포츠 상해가 있으며, 특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발목 부상은 

스포츠 참여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발목 부상을 포함한 스포츠 상해를 방

하는 스마트의류의 디자인 로토타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첫째,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특성  고려사

항, 그리고 스포츠 부상을 방하기 한 스마트 의류의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둘째,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 문가의 상으로 스마트의류 사용에 따른 문제  사용자 평가들을 고찰하 다. 셋째, 선행연구와 

사용자 평가 항목들을 통하여 스마트의류의 사용 시나리오를 도출하 다. 넷째, 발목 상해를 포함한 스포츠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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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는 스마트의류 로토타입을 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스마트의류를 통하

여, 스포츠 상해 방에 도움이 필요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서 그들의 상해와 건강 상태를 

가상 게임의 아바타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상 게임 시스템은 스포츠의 상해  건강에 련한 정보에 

근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스포츠용 스마트의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부상을 방하고 스스로 재검

토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 상해를 방하거나 스포츠 활동 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의류 

디자인 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스포츠용 스마트의류, 스마트의류, 스마트 헬스 어, 배드민턴 동호회, 스포츠 상해, 발목 상해, 

고령화 사회, 생활체육, 생체 신호 모니터링

1. 서론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능의 스마트 의류는 인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를 내장하여 착용자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의류이

다(Basu et al., 2019; Cho et al., 2008). 최근 스마트폰 

수용의 증가로 모바일 웨어러블 제품 시장이 확 되고 

있다(ABI, Research, 2014). 특히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의류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의 진

입과 건강에 한 심으로 가장 주목되고 있다

(Wearable Technologies AG, 2014).

21세기의 화두 의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한 문제

이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나 수명연장에 한 이 

아닌 인간이 리를 삶의 질 인 측면이 더 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다(Goodwin et al., 2001).

부분 생활체육이 그러하듯이, 노인들의 스포츠 활

동 참여의 많은 부분은 동호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스포츠 동호회는 혼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보

다는 함께 어울려서 참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

양한 장 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 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호회  국내외 으로 가장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종목  하나

는 배드민턴 스포츠 종목이다(Ministry of Education, 

1988).

모든 종목의 스포츠는 종목마다 독특한 기술이 있는

데,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하여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훈련 시 기술이 미숙할 

때 스포츠 상해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다(Yoo et al., 

2004). 특히 배드민턴 운동은 속도, 민첩성, 유연성, 힘

의 결합이 요구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과도한 순간동

작도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계통의 상해와 편

된 신체  동으로 인한 발육 장애에 한 부담을 가지

고 있으며, 이후 스포츠 활동 참여를 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배드민

턴 동호인들을 심으로 운동 상해에 한 조사와 연

구를 통하여 효과 인 스포츠 상해 방의 기능을 지

원하는 스마트 의류의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

 

2. 이론  배경

2.1. 생활체육과 배드민턴 동호회

배드민턴은 깃털이 달린 공, 즉 셔틀콕을 네트 양면

에서 라켓으로 쳐가며 득 을 겨루는 스포츠이다. 언제 

어디서나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므로 에게 가장 많이 보 된 라켓 종목이

기도 하다. 배드민턴 스포츠의 운동효과는 크게 3가지

가 있다. 첫째, 신체  건강 유지 효과가 있으며, 이는 

달리기, 도약, 몸의 회   굴곡과 신정 등 신 효과

를 나타낸다. 둘째, 정신  건강 유지 효과가 있으며, 

이는 달리고 치는 활동형태로 괴  욕구와 스트 스

의 해소의 효과이다. 셋째, 크리에이션(recreation)  

가치 효과가 있으며, 이는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개인에 맞는 운동량 조

이 가능하며, 타 스포츠에 비하여 시설과 용구의 합리

 효용이 가능한 효과를 나타낸다(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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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포츠는 동호회 기반의 생활체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배드민턴 시장이 4050 기존 타

깃 층은 물론, 2030층의 은 소비자들의 심도 높아

지고 있다.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문화체

육 부)’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2년 

43.3%, 2014년 54.8%, 2015년 56.0%, 2016년 59.5%, 

2017년 59.2%이며, 이에 반해 생활체육 비참여율은 

2012년 51.8%, 2014년 34.5%, 2015년 34.3%, 2016년 

29.5%, 2017년 28.9%으로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은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생활

체육활동으로 참여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걷기･등산･

보디빌딩･수 ･축구･요가/필라테스･자 거에 이어 배

드민턴이 상  8 로, 주요 생활체육활동으로 배드민

턴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으며, 체육활동 황에서 수

･축구/풋살･보디빌딩･골 에 이어 배드민턴 스포츠

에서 동호회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2.2. 배드민턴 동호인의 스포츠 상해

‘2015 스포츠 안 사고 실태조사(문화체육 부)’

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 인구  57%가 스

포츠 활동 에 상해를 경험하며, 스포츠 상해는 과거 

단순한 근육통･타박상에서 ･인  극손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 스포츠 상해는 스포츠 활동 참여

하는 노인층의 증가와 격렬한 운동 활동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 으로 스포츠 상해에 한 많은 연구가 진

행이 될 정도로 심을 갖는 이유는 스포츠 상해는 스

포츠 참여자의 운명과 직결되며, 이는 곧 해당 스포츠

에 한 운명을 결정하는 정도로 요하기 때문이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스포츠 상해란 일반 체육을 포함하여, 일정한 횟수

의 강한 외력이나 신체  에 의한 외  손상과 내

 손상이 운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만성 신체 

상해를 말한다(Kang, 2014). 스포츠 상해는 신체의 기

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수행이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운동 상해의 원인을 바로 알고 주

의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운동 기 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내장･골격계통･근육･골막･신체 

자세 등에도 나타나는데, 운동 상해가 발생하는 범 는 

인체 반에 걸쳐 범 하게 나타나고 연령이나 체질, 

연습방법과 연습량, 외상의 기회 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상해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하는 것이 경기력 증감의 상태 악이나 스포츠 

참여자 리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상해

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함으로써 스포츠 

참여자들의 트 이닝 로그램도 하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상해는 스포츠 외상과 스포츠 

장애로 구분이 된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체 으로 상해 경험을 하며, 

배드민턴 운동 에 입은 총 상해 횟수는 4~6회, 연간 

평균 1~2회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는 계

은 주로 겨울이며, 주원인은 ‘ 비 운동 부족’이라고 

하 다(Jung, 2006). 배드민턴 스포츠의 상해는 상 와

의 신체 은 없으나, 셔틀콕의 속도와 방향이 갑작스

러운 변화로 신체의 뒤틀림, 회 , 도약 동작 등의 과도

하게 사용하여 발생이 되며, 타 스포츠 종목의 운동 상

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 이다(Kim et al., 2011). 배드

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 상해의 주요 요인은 운동 참

여자의 불찰로, 본인 부주의･과도한 승부욕･ 비운동 

미흡이며, 그 외 요인은 운동 참여자의 능력 한계로, 

지나친 연습･피로･연습부족 등이 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엘리트 선수들과는 달리 

하게 낮게 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Kang, 2014). 한 이들은 엘리트 선수들

의 상해의 종류, 증상은 달랐는데, 동호인들은 근육･건

의 상해가 매우 높았고, 엘리트 선수들은  상해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엘리트 선수

들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해의 상으

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동호인은 운동에 한 방법

을 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3. 배드민턴 동호인의 ‘발목’ 상해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엘리트 선수들 모두 경우에서 

상해 발생 부 에 높은 비율로 발목이 차지했는데, 이

러한 두 그룹 모두에서 높은 상해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배드민턴 활동에 있어 발목에 가해지는 힘과 향

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Kang, 2014).

일반 으로 배드민턴 운동은 주로 상체운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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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지만, 날아오는 셔틀콕을 받아치기 해 하

체부 에도 많은 충격이 가해진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발목 상해는 족 근막염과 아킬 스건염이다. 다

수의 경우는 족 근막염 증상을 나타내며, 부분 발뒤

꿈치 내측의 통징을 느끼며, 발의 안쪽까지도 통증을 

나타난다. 스포츠 활동에 있어 족 근막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발의 과도한 회내(pronated foot alignment)’ 때

문인데, 발바닥의 주상골이라는 가 바닥으로 주 앉

아 족궁이 무 진 즉, 발바닥의 아치가 무 지는 상

이다(Derks-Roskam & Derks, 2016). Scherer(1991)

은 족 근막염 환자 에서 발의 과회내(excessive 

pronation)으로 인하여 81~86%정도 발생하며, Tisdel et 

al.(1999)은 운동선수들  42%가 요족을 갖고 있으며, 

52%가 과회내를 동반한다고 한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에서 ‘다리’와‘발목’ 부 의 높

은 빈도수로 나타나는 스포츠 상해의 발생은 발목에서 

일종의 족 근막염의 질환의 향이며 이는 격한 운

동 는 과도한 운동에 의하여 발생이 되는데, 운동을 

지속하 을 경우에는 아킬 스건염 혹은 슬 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심각한 상해의 일종이

다(Na, 2017). 족 근막염 치료는 6개월 이상의 보존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는 체외충격 와 수술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방하기 

해서는 아킬 스건과 족 근막염 스트 칭을 한다.

족 근막염의 질환의 주요 원인인 발의 과도한 회내 

형태는 일반 으로 성(contact) 30%, 비 성

(non-contact) 70%로 발생을 한다(NcNair & Marshall, 

1994; Feagin & Lambert, 1985). 이러한 주 발생 요인은 

무릎이 신 된 상태 경골의 내측회 이 일어나는 동작

이나, 지면에 발이 닿는 순간 무릎의 굴곡과 과도한 경

골의 내측회 , 지면에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러

운 감속과 방향 환 등의 상황이다.

 

2.4. 스포츠용 스마트의류 개발 동향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는 주로 인체 동

작을 감지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Fig. 1), 이에 

용되는 스포츠용 스마트의류 센싱 방법은 통 인 동

작 센싱 기술과 결합된 인체 동작 모니터링으로 되고 

있다.

Fig. 1. Various wearable devices

그러나 가속도계  자이로스코  등의 통 인 동

작 센싱 기술은 부피가 크며 불편한 웨어러블 시스템

으로 구성이 되어, 데이터 품질의 향  착용자의 주

의력  인지 로세스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Kern 

et al., 2003; Cho et al., 2018).

Yamada et al.(2011)은 인체 동작을 감지하는 신축성 

있는 탄소 나노 튜  스트 인 센서를 개발했다. 탄소 

나노 튜  스트 인 센서는 스트 인 센서 특성을 부

여한 PDMS 에 단일벽 탄소 나노 튜 (SWCNT) 필

름 장치를 가공한다. 이 연구는 나노 기술을 통해 인간 

친화 인 장치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물질  구조에 

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Fig. 2. Key steps in fabricating the SWCNT strain sensor

3. 연구 방법  차

연구의 방법으로 첫째,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배

드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 상해, 특히 발목 상해에 

한 특성을 악하고, 이와 련한 스마트의류의 디자인 

기능 방향을 악하 다. 둘째,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참여  상해 실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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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의류의 상품기획 

 디자인 방향을 악하 다. 셋째, 배드민턴 동호인 

 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의류 평가 항

목을 종합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용 시나리오를 도출

하 다. 넷째, 앞서 도출된 배드민턴 동호회의 스포츠 

상해 방을 지원하는 스마트 의류 사용 시나리오를 

토 로 스마트의류 디자인을 개하여 배드민턴 동호

회의 스포츠 상해 방을 지원하는 스마트의류 로토

타입을 제시하 다.

3.1. 설문지 조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활동 실태에 련한 조사 상

자들은 서울지역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을 

65명을 상으로 무작  추출하 으며,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 한 자료를 제외한 53명을 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3.2. 심층 인터뷰 조사

배드민턴 동호인을 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조사는 

남자 3 명(30 , 40 , 50 )와 여성 2 명(40 , 50 ),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 1 명 의해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

뷰 분석은 질 자료 분석 소 트웨어인 ATLAS.ti 를 활

용하여 코딩한 후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진행하 다.

4. 연구 결과  논의

4.1. 배드민턴 동호인 ‘발목 상해 방지’ 스마트 의류 

상품기획  디자인 방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활동 실태에 련한 조사 상

자들은 서울지역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을 

65명을 상으로 무작  추출하 으며,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 한 자료를 제외한 53명을 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Table 1).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은 남자가 24명(45.3%) 여

자가 29명(54.7%)이었다. 조사 상자들은 회사원, 자

업, 주부, 공무원, 학생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은 20 에서 60  이상의 남･여로 나타났다.

Variables Num Rate (%)

Gender
Male 24 45.28

Female 29 54.72

Age

20~29 1 1.89

30~39 6 11.32

40~49 19 35.85

50~59 23 43.40

60~ 4 7.55

Job

Office Employee 20 37.74

Self-employed 14 26.42

Housewife 10 18.87

Public Official 3 5.66

Student 1 1.89

etc 5 9.4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응답자의 스포츠 상해 경험은 ‘있다’라고 응답자가 

49명(92.5%)로 부분을 차지하 고, 응답자의 상해 

경험 횟수는 2~3회 19명(38.8%), 4~6회 12명(24.5%), 

1회 11명(22.4%), 10회 이상 7명(14.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해를 입은 증상에 해서는 ‘근육과 건

의 상해’가 40명(80%)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응답으로 

답한 상해를 입은 신체 부 에서 총 106건  ‘발목･다

리’가 20건(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가 입은 

상해에 하여 ‘나 자신’으로 인해 발생을 하 다는 답

변이 49명(9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해의 발생의 원인에 하여 ‘ 비･정리운

동 부족’이라는 답변이 28명(52.8)%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응답자가 생각하는 상해 방 방법은 ‘ 비･

정리운동의 설치’이라는 답변이 44명(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상해 질환, 족 근막염을 

방하기 한 방향을 ‘ 비･정리 운동’참여를 극 지원

을 하며, ‘발목의 과도한 회내’를 방(Nigg, 1986)하는 

기능의 스마트 의류 상품기획  디자인 방향이 

하다는 것을 악하 다.

4.2. 배드민턴 동호인 ‘발목 상해 방지’ 스마트 의류 

사용자 평가 항목  사용 시나리오

배드민턴 동호인을 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조사

를 통하여 배드민턴 스포츠 상해를 방하는 스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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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한 사용자의 평가 항목은 외 성･착용성･ 리 

용이성･인터페이스 조작 용이성･정보 습득 유효성･오

락성･경쟁성･가격합리성 등의 항목이 Table 2와 같이 

제시되었다.

User's Assessment List

Exterior

Wearable

Ease of management

Easy interface operation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cquisition

Amusement

Competitiveness

Price rationality

Table 2. User’s Assessment List of smart wear to prevent 

sports injuries caused by badminton club activities

문가,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와의 추가 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의류에 용하는 효과 인 발

목 상해를 방하는 방법은 과도한 발목 회내를 방지

하기 한 ‘몸과 발의 방향을 일치’하는 발의 스텝을 

고려해야 할 세부 요소로 구성을 하 다(Fig. 1).

Fig. 1. A standard mechanism of smart wear to 

prevent ankle injuries

본 연구에서는 생체 신호 센서 기반 스마트 의류에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그 결과 배드민턴 동호인의 

발목 상해 방지 기능의 스마트 의류와 목이 가능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합한 사용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Fig. 2).

배드민턴의 동호인들은 발목 상해 방지의 요성이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과 경기를 참가하여, 

더욱 치명 인 2차  운동 상해를 유발하여 고질 인 

만성질환에서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직물 센서를 기반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발목 

부상을 방하는 기능 역할을 하는 사용자 심의 콘

텐츠 스마트의류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Fig. 2. Smart wear usage scenario to prevent badminton club ankle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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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상해 방지 기능의 센서는 총 2개의 센서로 구성

이 된다. 첫 번째 ‘발목 과내회  측정 센서’로는 정

용량 압력 센서인 나노섬유 웹을 이용한 하이 리드 

압력 센서, 두 번째 ‘발목 동작 측정 센서’는 3축 가속

도 센서가 각각 활용되었다.

이러한 센서에서 측정된 센서의 신호를 통하여 기  

안정치 내에 있을 경우와 벗어났을 경우를 산출하여, 

안정치 내에 있을 동안에는 센서의 피드백의 신호음이 

발생이 되지 않으나, 벗어났을 경우에는 신호음을 발생

하여 스마트의류의 사용자가 즉각 으로 정보 피드백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3. 배드민턴 동호인 ‘발목 상해 방지’ 스마트 의류 

로토타입 디자인 제안

4.3.1. 배드민턴 동호인 ‘발목 상해 방지’ 스마트의류 시스템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비･정리운동을 실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을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스마트의류의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의 상을 함께 사용하여 정보의 

양을 최소하고, 실시간 정보의 내용을 효과 으로 달

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을 통하여 연동성 측면에 있어 

발목 상해에 한 신체 데이터 수집 단계에 머무르는 

기본 인 기능을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인터넷 등의 

콘텐츠와 연동시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구 하

고자 하 다.

4.3.2. 배드민턴 동호인 ‘발목 상해 방지’ 스마트의류와 

단말기를 통한 가상 게임 제공 시스템 서버

스마트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는 상은 

Table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다른 참여자와 차별되는 우수성을 확

인하는 경쟁하는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의류에서 얻어지는 사용자의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에

서 가상 게임 아바타를 통하여 사용자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게임을 구성하 다(Fig. 

4). 이는 가상 게임 아바타를 통하여 요한 정보의 

달력을 개선하고, 간략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정보인식

이 용이하도록 하 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발목 상해 방지의 스마트의류

는 사용자의 취향과 착용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에, 

실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엔터테인먼트용 콘텐츠

를 활용하여 스마트의류의 착용 범 를 넓히고자 하

 

Fig. 3. Badminton club smart wear system drawing to provide sports injuries preven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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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rtual game system through smart wear and smart terminal

으며, 활용성 측면에 있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꾸 히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목 과 더불어 수집된 운

동 데이터를 목하여 발목 상해 방지의 긴을 갖춘 게

임 앱 게임이 연동되는 기능을 용하고자 하 다.

4.3.3. 배드민턴 동호인 ‘발목 상해 방지’ 스마트의류

배드민턴 스포츠는 상 와의 신체 은 없으나, 셔

틀콕의 속도와 방향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신체의 뒤틀

림, 회 , 도약 동작 등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발목 상해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한 스마트의류

의 구성은 깅스(leggings) 아이템으로 구성이 된다. 

이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 최 한 

무구속 인 형태를 구 하며, 동시에 스마트의류의 외

성･착용성･ 리 용이성･인터페이스 조작 용이성 등

을 높이고자 하 다(Fig. 5).

본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스포츠 상해 방

을 지원하는 스마트의류를 발목 과내회  측정하는 

‘하이 리드 압력 센서’  발목 동장 측정하는 ‘3축 

가속도 센서’ 등을 의복에 용하기 해서 발고리형 

깅스의 형태로 디자인하 다. 이는 운동 시에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기에 동작에 의한 충격에 내구성이 있

어야 하며, 기기를 최소화  단순화하여 운동 수행에 

불편을 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한 

기기 모듈의 치는 운동 동작에 방해  외부 돌출에 

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곳에 치시켰다.

Fig. 5. Smart wear design to prevent badminton 

club ankle injuries

5. 결론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스포츠 상해 방을 

지원하는 스마트의류 디자인을 제안하기 하여, 국내 

배드민턴 동호회 상으로 개되었으며, 최근 배드민

턴 동호인들의 상해 실태를 정량 으로 분석하고,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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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턴 동호회 활동 시 발생하는 상해를 방하는 스마

트의류의 선호하는 경향을 정성 으로 고찰하 다. 이

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 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지

침들을 종합하여 최종 인 스마트의류의 상품기획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용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배드민턴 동호

인의 스포츠 상해 방, 발목 부상 방지 스마트의류의 

디자인 로토타입을 개하 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스마트의류는 발목 상해 방지 기

능의 센서는 총 2개의 센서로 구성이 되었으며, 첫 번

째 ‘발목 과내회  측정 센서’로는 정 용량 압력 센서

인 나노섬유 웹을 이용한 하이 리드 압력 센서, 두 번

째 ‘발목 동작 측정 센서’는 3축 가속도 센서가 각각 

활용되었다. 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용이한 근을 

하여 스마트 단말기 구성을 하 으며, 가상 게임 아

바타를 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스마트의류의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스마트의류는 스포츠 의류에 용하여 스마트 단말기

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스포츠 참여 정보에 근하고, 

게임 형식으로 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스포츠 부상을 방지하는 목

으로 스마트 의류의 구체 인 센서를 구상하고, 이를 

한 사용자의 평가항목을 고찰하여 합한 상품기획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디자인 로토타입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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