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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Arduino-based garment pressure device (APD) on the basis of using SingleTact sensor by suggesting the reliable clothing pressure range and coefficient of selected sensors through the
APD calibration process. Once the APD was validated, the pressure of the experimental men's lower body compression wears was measured using the APD and was compared to the pressure measured using the existing
air-pack type pressure meter. The subjects were one mannequin and eight men in their 20's, and the trial compression wears were calf sleeves and pants. Clothing pressures were measured in hip, mid-thigh, calf, and ankle.
In terms of the 99% confidence level, the experimental clothing pressure measured at the designated measuring
points using the APD was considered identical to the one measured using an existing clothing pressure meter.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APD is as reliable as the existing clothing pressure meter within the pressure ranges of 0.54-16.79 kPa and 0.18-25.47 kPa as provided by the
SingleTact sensor supplier's data on the basis of using an external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module.
Key words: Arduino platform, Lower body compression wear, Pressure sensor, Garment pressure meter,
SingleTact sensor; 아두이노 플랫폼, 하반신 밀착형 의류, 압력 센서, 의복압 측정기, 싱글택
트 유연센서

I. 서

론

군 또는 오랜 비행 시에도 밀착형 의류제품을 착용함
으로써 부종, 무거움, 불쾌감 등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체형 결점 보완을 목적
으로 착용하는 바디 쉐이퍼, 거들 등 다양한 종류의 파
운데이션 형태로도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 기
술과 센서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밀착형 의류제품
에 심박, 체온, 혈압, 맥박 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
하는 센서를 부착한 밀착형 스마트 의류로까지 개발
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의류의 가장 큰

인체 밀착형 의류제품은 혈관계 질환 또는 화상 치
료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효과가 긍정적으로 검증되면
서 현재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또는 경기 시 운동 성능
을 높이거나 피로회복 등을 위해 착용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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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Liu &

특징은 신축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피복할 인체 면
적보다 더 작은 면적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착용 시 인
체에 압박력이 전달되는 것인데 이를 ‘의복압’이라고
한다. 이 의복압의 크기에 따라 근기능, 혈류, 대사, 자
율신경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의복의 착용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혈관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밀착
형 의류제품도 이러한 제품의 범주에 속하며 특히 하
지를 위한 밀착형 의류의 의복압 범위를 해외의 경우
를 살펴볼 때, 유럽예비표준(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의 경우 1.33~6.23 kPa의 범주를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은 1.87~4.67 kPa, 독일은 2.40~
6.54 kPa, 미국과 일본은 1.33~6.67 kPa로 제안하고 있
음을 볼 때 국가별로 제안되는 하지 밀착 의류를 위한
의복압 범위는 대략 1.33~6.67 kPa 정도의 범주인 것
을 알 수 있다(Do & Kim, 2013). 반면에 화상 치료용 제
품은 이보다 압력의 범주가 조금 더 좁게 제안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1.33~5.33 kPa 범위에서 화상 정도
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치료 효과 개선에 활
용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Cho, 2015).
또한 스포츠를 위한 밀착형 제품은 주로 운동 성능
을 높이기 위한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피로회복
촉진을 위한 밀착형, 기능성 운동복 내의 베이스 레이
어 밀착 의류 등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군을 형성
하고 있으나 각 제품군에 적합한 의복압 관련 데이터
베이스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태이다. 스포츠용 밀착
의류제품의 의복압을 분석한 사례로 Lee et al.(2020)
은 의복압이 1.00~2.00 kPa 수준일 때 뇌파 신호 분석
을 통해 집중도 항목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것을 보고
하였고, Shen et al.(2021)은 밀착 의류의 압박이 1.33
kPa일 때 운동 후 피로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일조한다
고 하였다. 반면, French et al.(2008)은 운동 성능과 피
로 회복에 무의미한 의복압 범위를 제시하였는데 이
는 종아리에서 1.60 kPa 이하의 의복압과 허벅지 부위
에서 1.33 kPa 이하의 압박을 제공하는 의류는 운동 성
능을 높이거나 운동 후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밀착형 의류제품의 효
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험복으로 설계된 디자인, 정
량적으로 통제된 의복압, 의복압 측정 위치, 착용자의
건강요인, 압박에 대한 평가 척도 등과 같은 요인 간 상
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다루고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요인 중에서 특히 의복압의 크기가 인체 반응

Cheng, 2021). 이 외에도 밀착 의류 착용 시 의복압 정
도에 따라 쾌적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Mitsuno
and Yanagisawa(2022)는 인체 상반신에서 쾌적한 압
박감의 수준은 부위마다 다르나 0.93 kPa 이하에서 전
반적으로 쾌적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Lixia
(as cited in Gong & Mei, 2019)의 연구에서는 레깅스
착용 시 2.46~3.92 kPa 범위에서 쾌적하고 그 이상의 압
박감은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Li et al.(2009)은 압력 센서를 부착한 니트 소재 상의 밀
착형 인텔리젼트 의류를 개발하고 상반신 측정 위치
에 따라 약 3.30 kPa, 3.00 kPa, 2.50 kPa, 3.80 kPa의 의
복압 수준의 유의성을 보고했고, Pratt and West(as cited in Gong & Mei, 2019)는 쾌적한 수준의 의복압은
1.96~3.92 kPa의 범주인 것과 이보다 높은 5.88~9.80
kPa은 불쾌한 범주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종합해 보면, 밀착형 의류제품은 그 용도와 목적
에 따라 인체에 긍적적으로 작용하는 의복압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무조건 낮기만 한 의
복압에 대해서도 착용자의 쾌적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체 밀착형 의류제
품을 개발하는 과정 또는 기성 제품의 효과를 검증하
는 과정에서 정량적 의복압 측정의 결과를 기존의 연
구결과와 함께 고려하는 과정은 매우 필요하고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착용 시 쾌적성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복이 인체에 제공하는 미세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국외 제품
으로 고가이므로 의류 산업체에서 의복압 측정 장비
를 구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Li
et al.(2009)은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필름 형태의 압
력 센서를 밀착 의복에 직접 부착하고 착의 시 의복압
이 측정되는 인텔리젼트 의류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
국내의 경우도 한 기업체에서 의복압 측정기를 개발
하여 파운데이션 제품의 의복압을 측정하고 사용성을
검증한 것을 보고한 예가 있다(Song et al., 2002). 최근
에는 아두이노(Arduino)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 측
정기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국내 · 외적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Gogate & Bakal, 2018;
Sugathan et al., 2013; Ungson et al., 2014). 아두이노 플
랫폼은 다양한 스위치 또는 센서로부터 입력값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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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써 그 사용 가능성을 검증한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들여 수집한 결과를 출력함으로써 인체, 환경과 상
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아두이노 보드는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
플랫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윈도우, 맥 OS X, 리
눅스 운영체제 모두에서 작동한다는 사용상의 편리성
이 있다. 또한 아두이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오
픈 소스 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확장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응용하여 필요한 모듈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프
로그래밍 환경은 초보자들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이 제공되며(Krishnamurthi et
al., 2015) 컴파일된 펌웨어를 USB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디바이스를 개발한 연구의 사
례로, 심박수 측정 센서 개발(Mallick & Patro, 2016; Tan
et al., 2015), 심박, 피부온 및 피부전기저항 센서를 부
착한 의류 개발(Sugathan et al., 2013), 심장병 환자를 대
상으로 맥박수와 심박 측정용 센서를 개발하고 센서의
정확도를 95%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음을 검증함으
로써 그 사용성을 보고한 연구(Gogate & Bakal, 2018)
등의 생체 정보 수집 디바이스 개발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이 외에도 기상 관측용 장비 개발(Krishnamurthi
et al., 2015; Mahmood & Hasan, 2017)과 압력 측정용
센서 개발(Liu et al., 2005; McLaren et al., 2010; Parmar
et al., 2017) 연구에서 볼 수 있듯 주변 환경의 물성을
측정하는 데에까지 활용 분야와 범위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두이노를 기
반으로 하는 의복압 측정 장비를 제작하고 실제 의류
의 착용 시 의복압을 측정한 결과를 기존 장비를 사용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압력(pressure) 또는 힘
(force)을 측정하는 센서는 보통 필름 형태로서 FlexiForceTM(Tekscan, Inc., USA), SingleTact(Pressure Profile Systems, Inc., USA) 등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들은 저비용, 경량화, 유연성, 휴대
성, 고신뢰성 등의 장점을 가지며 비교적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관련 연구(Liu et al., 2010; Liu
et al., 2005; Parmar et al., 2017; Tang et al., 2020)에서
는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SingleTact 센서를 사용하
여 의복압 측정 장비를 제작 및 검증한 후 개발된 의복
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남성용 하의 밀착형 의류제품
착용 시 하지 부위 의복압을 측정하여 기존의 공기 주
입식 의복압 측정기(AMI3037-2, AMI Techno, Ltd., Japan)로 측정한 의복압 측정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
발한 의복압 측정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
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압력 센서 장비 구성 및 보정
1) 압력 센서와 인터페이스 보드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력 센서와 인터페이스 보드
는 <Fig.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ingleTact CS8-1 N과
CS15-4.5 N 두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SingleTact 센
서는 센싱 성능의 균일성에 대한 보정 검증을 완료하

Note via orientation
3.5 mm
Diameter = 15 mm

50 mm

(a: SingleTact sensor)

⑧

②
①

-

+

3.7 to 12.0 v
(b: Sensor assembly)

(c: Interface board)

Fig. 1. Pressure sensor connection with Arduino interfa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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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한 CS15-4.5 N 센서를 사용하였다.
<Fig. 1(a)>는 SingleTact 센서의 디테일을, <Fig. 1(b)>
는 센서<Fig. 1(a)>와 인터페이스<Fig. 1(c)>를 결합한

여 공급함으로써 센서 보정을 진행하지 않은 타제품
에 비해 뛰어난 정확도와 선형성을 제공한다고 알려
져 있다(SingleTact, 2022). 또한 98% 이상의 상관관계
값(R2)을 보이고, 측정 시간 동안의 압력값의 오차(drift)
는 측정 시작 1분 후 2%, 10분 후 4%로 장시간 측정해
도 안정된 값을 얻을 수 있으며(SingleTact, 2016), Tang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SingleTact 유연센서는 장
시간 동안 측정했을 때 타사의 유연센서보다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보여 장시간 사용 시 적합하다고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두 종류의 센서 중에서 CS8-1 N은
센서의 지름이 8 mm이고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무게는
0.2 g이며 최대 1 N(19.89 kPa)까지 측정이 가능한 제품
이다. 또 다른 센서, CS15-4.5 N 제품은 지름이 15 mm
이고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무게는 0.9 g, 최대 측정은 4.5
N(25.47 kPa)이고 두 제품 모두 센서를 구성한 필름의
두께는 0.35 mm이다. 또한 두 센서 연결선의 길이는
플러그를 포함하여 150 cm로 기존 공기 주입식 센서
연결선 길이와 동일하게 연결하였다. 연구를 위해 아
두이노를 기반으로 개발한 압력 측정기(Arduino-based
garment Pressure Device, 이하 APD)를 활용한 의복압
측정 검증 과정에서는 기존의 공기 주입식 측정기의
압력값과 비교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으므로 기존
공기 주입식 의복압 측정기에 사용되는 센서와 지름

형태를 보이며 이때 <Fig. 1(c)>의 인터페이스 보드에
서의 핀번호 1번은 전원 전압, 2번은 아날로그 출력,
8번은 접지(ground)이다. <Table 1>에서와 같이 입력
전원 전압은 3.7~12.0 V이고, 출력은 0.5~1.5 V 사이의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되는 신호의 측정 및 처리를 위해
아두이노 기반의 신호처리 보드(I2A Systems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해당 신호처리 보드는 16 MHz
로 작동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ga 328P를 탑재
하였고 <Fig. 2>에서와 같이 4개 채널의 압력 센서 신
호를 10-bit 분해능으로 측정하고 kPa 단위의 압력값
으로 환산하여 0.1초 주기로 10 Hz 시리얼 통신을 통해
PC에 송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출력은 측
정 시간, 센서 번호, 측정값이 기록되며 그래프 형태로
도 출력이 가능하다(Fig. 3). 아두이노 보드를 안전하
게 탑재하여 장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센서 소켓
은 Fusion 36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아두이노 우노
보드판 사이즈에 맞도록 모델링하고 PLA 소재를 사
용하여 3D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외관 케이스 크기는
가로 7.0 cm, 세로 5.0 cm, 높이 2.5 cm의 이동이 용이한
규격으로 제작하였다(Fig. 2).

Table 1. Attributes of the electrical parameters of the interface board

Parameters

Value

Supply Voltage, Vcc

3.7-12.0 V

I2C Clock frequency

100 kHz or 400 KHz

I2C bus level

3-5 V

I2C output range (sensor data)

10-bit (operational FSR output 9-bit)

Analogue output range

0-2 V (operational FSR output 0.5-1.5 V)

Permitted analogue output load

>5 KΩ

Frame Sync level

3.3 V CMOS output

Sensor update rate (I2C or analogue)

>140 Hz (dependent on settings)

Fig. 2. Exterior structure of the clothing pressure meter using Arduino board with sensor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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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lization of the clothing pressure data and graph output.

2) 압력 센서 장비 보정

용하여 측정한 압력으로 비교 검증하였다. 따라서 우
선 SC8-1 N 센서의 보정을 위해 센서의 면적과 측정 가
능 무게를 고려하여 5, 10, 20, 50, 100 g에 대한 하중으
로 센서에 압력을 인가하였다. 그런 후 CS15-4.5 N은
센서의 지름이 15 mm인 것을 고려하여 이와 같거나
더 큰 지름을 갖는 분동을 선정하였고 그 중 50 g 분동
을 최소 무게로 선정하고 100, 150, 200, 250, 300 g 하
중을 대상으로 장비의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모든 보정 측정은 1분간 5회 반복 계측하고 매 회 처
음과 마지막 10초간의 측정값은 버리고 중간의 안정
적인 40초간의 계측치를 사용하였다. 압력 보정 측정
시 <Fig. 4>와 같이 센서의 표면에 압력이 균일하게 분
포할 수 있도록 평평한 바닥에서 분동의 평평한 면이

SingleTact 압력 센서의 보정(sensor calibration)은 압
력 센서의 지름과 SingleTact 압력 센서에서 공급한 최
대 무게 측정 범위를 고려하여 M1급 5, 10, 20, 50, 100,
150, 200, 250, 300 g의 표준분동(CASSCALE, Korea)
을 사용하였다. 센서 CS8-1 N의 경우 지름이 8 mm이
기 때문에 규격분동의 지름이 센서의 지름보다 작지
않게 올릴 수 있도록 최소 측정 무게는 지름 8 mm를 충
족하는 5 g 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센서 CS15-4.5
N은 센서 보정 후 의복압 측정 결과의 검증 단계에서
15 mm 지름의 센서를 사용하는 기존 공기 주입식 의
복압 측정기로 계측한 의복압 측정치와 비교하기 위
해 동일한 지름을 가진 CS15-4.5 N 센서의 보정을 사

5 g 10 g 20 g

50 g

100 g

200 g

(a: Dead weight used in study)
CS8-1 N

CS15-4.5 N

(b: Two types of pressure
sensor attached disk)

(c: Pressure measurement)

Fig. 4. Process of senso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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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APD를 위해 구성된 센서의
총 두께는 0.83 mm였다.

센서와 접촉하도록 분동을 올려놓고 실험을 진행하였
다. 반복 측정 시 각 회차마다 중량물의 압력 측정 전에
센서는 반드시 offset을 진행하여 초기값이 0.0에 가까
운지 확인한 후 각 중량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사
용된 소재 특성상 매우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
문에 가벼운 무게에서 센서와 분동 간 들뜸 현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테이프를 사용하여 센서를 고정시켰
다. 공기 주입식 측정기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
명서의 보정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1) 규격분동 활용 의복압 검증

사이즈가 다른 센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무게
에 대해서는 출력된 압력값이 균일하도록 아두이노
코딩 시 보정 계수를 입력하여 APD 의복압 측정기의
결과의 균일성을 확보하여 의복압 측정 성능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S8-1 N과 CS15-4.5 N
두 센서의 압력 측정치 검증을 위해 우선 CS8-1 N 센서
는 5, 10, 20, 30, 50, 70, 100 g 분동 하중에서 압력을 측
정하였고 CS15-4.5 N 센서는 50, 70, 100, 150, 200,
250, 300 g 중량의 분동을 사용하여 압력을 측정하고

2. 개발 의복압 측정기 검증
8 mm와 15 mm 지름의 SingleTact 압력 센서를 사용
하고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개발 압력 측정기, APD
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1차적으로 규
격화된 분동을 가압하는 힘으로 사용하여 해당 센서
의 측정 가능 압력의 범주를 고찰하였고, 2단계 마네
킨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의복압
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공기 주입식 의복압
측정기와 개발 APD를 사용하여 압력을 측정한 결과

각 분동 무게에 대하여 계산된 압력이 압력 측정치를
활용하여 얻은 99% 신뢰구간 안에 속하는지를 검증
하였고, CS8-1 N 센서와 CS15-4.5 N 센서 모두 동일한
무게에 대한 압력값이 출력되는지의 검증을 위해 두
센서로 중량이 50, 70, 100 g 분동을 측정한 압력값이
동일한지 비교하였다.

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동을 사용하여 의복압이 균일하게 측정되는 범
주를 1차적으로 실험을 통해 고찰한 후 실험복으로 측
정기를 검증하는 실험에서는 하지 밀착 의류 중 calf
sleeve와 밀착형 팬츠를 실험복으로 선정하였다. calf
sleeve 착용 시 의복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에서 인체의 호흡을 통제하고 움직임이 없는 마네킨
을 대상으로 실험복의 압력을 측정하였고 이를 보다
심화시켜 실제 피험자의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복의
의복압력을 측정한 결과의 각 평균의 동등성에 대하
여 독립 t-test 방법으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개발 의복
압 측정기의 사용성을 검증하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였다.
T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유연압력 센서에 압력
이 일정하게 가해지고 센서 부착 부위가 부드러운 소
재일 경우 센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루미
늄 소재의 디스크(두께 0.55 mm)를 얹어 사용함으로
써 유연소재 센서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중된 가
압의 문제점을 해결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곡면의 인체
위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일한 분산을 위해 두께 0.24
mm의 폴리우레탄 소재의 디스크를 0.35 mm 두께의
센서 필름의 앞, 뒷면에 각각 부착하여 의복압 측정 실

2) 마네킨 대상 의복압 측정

인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압력 측정 시 호흡이나 자
세변화 등에 따라 압력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표면이 강체인(rigid) 마네킨을 대상으
로 기존의 공기 주입식 의복압 센서를 사용했을 때의
의복압 측정치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때 APD의 유
연소재 압력 센서는 기존의 공기 주입식 센서와 면적
이 동일한 CS15-4.5 N 센서를 사용하였다. 마네킨의 발
목둘레는 23.0 cm, 종아리최대둘레 37.0 cm였다. 실험
복은 Exp-A, calf sleeve(ENERSKIN, Co. Korea)를 착용
시켰으며 제품의 안쪽 면에 부분적으로 실리콘 테이
핑 접착(welding) 처리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실험
복의 섬유 조성률은 취급주의 레이블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였고, 두께 측정기(Thickness gauge Mituoyo,
Japan)를 사용하여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과 테이핑
처리가 된 부분에서 각각 두께를 측정하였다(Table 2).
의복압 측정점은 발목 외측(C-mp1)과 종아리 후면
(C-mp2)이며 각 측정 위치에서 5회씩 1분간 반복 측정
하였다(Fig. 5).
3) 인체 대상 의복압 측정

인체를 대상으로 밀착형 의류제품의 정량적 의복
압 측정치의 유효성 검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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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ttributes of four commercial compression wears used for the study

Experiment
Attributes

Mannequin body

Human body

Exp-A

Exp-B

Exp-C

Exp-D

Fabric
contensts (%)

Nylon 65%
Spandex 35%

Nylon 75%
Elastane 25%

Polyester 80%
Polyurethane 20%

Nylon Microfiber 76%
Spandex 24%

Thickness
(mm)

0.40 mm
(base fabric)
0.73 mm
(base fabric + PU tape)

0.50 mm
(base fabric)

0.51 mm

0.86 mm

Total length

28.0 cm

38.0 cm

87.0 cm

89.0 cm

Image

Waist circ.

-

-

70.0 cm

66.0 cm

Hip circ.

-

-

84.0 cm

70.0 cm

Thigh circ.

-

-

44.0 cm

36.0 cm

Calf circ.

23.0 cm

24.0 cm

29.0 cm

24.0 cm

Ankle circ.

16.0 cm

19.0 cm

24.0 cm

20.0 cm

circ.: abbreviation of circumference

(Calf sleeve)
(Compression pants)
Measuring locations

APD using SingleTact
CS15-4.5 N sensor

Air-pack type clothing
pressure meter

APD: Arduino-based garment Pressure Device
Fig. 5. Clothing pressure measurement points and two-type clothing pressure meters used.

고자 하였다. 먼저, 마네킨에 Exp-A, calf sleeve를 착용
하고 의복압을 측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APD와 기존
의 공기 주입식 센서를 사용하여 인체에 Exp-B, calf
sleeve를 착용시키고 의복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의 유
의차를 비교하였다. 이때 의복압 측정 위치는 마네킨

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동일한 위치인 발목 외측(Cmp1)과 종아리 후면(C-mp2)으로 지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피험자는 20대 남성 8인(키: 174.7(±5.4) cm, 체
중: 74.1(±3.8) kg)이다(IRB No. 7001066-201912-HR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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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다음으로 APD 장비의 센서에 부착된 인터페이스
두께(5 mm)와 센서의 두께가 피부와 의복 사이에 부
착되었을 때의 이격차이로 인해 의복압 측정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반신 전체를 피복하
는 밀착형 팬츠를 인체에 착용시키고 의복압을 측정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calf sleeve를 착용하고
의복압을 측정할 경우 APD 장비의 센서에 결합된 인
터페이스는 의복에 완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로도 측
정이 가능하지만 밀착 의류의 경우 측정 위치에 따라
APD 센서(인터페이스 포함)가 완전히 의복 내에 위치
하게 된다. 따라서 밀착형 팬츠를 실험복으로 선택하
였는데 실험복 Exp-C, Exp-D는 <Table 2>와 같이 현
재 시판중인 스포츠 용도로 사용되는 밀착형 팬츠(호
칭: 100호)로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및 종아리둘레
가 서로 차이 나는 제품 두 종류로서 의복압 정도와 측
정 자세에 따라 APD 센서와 센서에 결합된 인터페이
스 간 높이 차이가 의복압 측정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의복압 측정 위치는 인체 곡률, 근
육, 뼈를 고려하여 곡률이 큰 엉덩이(P-mp1), 상대적
으로 평평한 허벅지 전면(P-mp2), 뼈와 가까운 종아리
전면(P-mp3), 전반적으로 근육 조직인 종아리 후면
(P-mp4)으로 총 4 곳을 지정하였다. 다만 엉덩이 부위
에서 인체 곡률이 큰 지점은 엉덩이돌출점이지만 의
자에 앉을 경우 이 부위는 의자의 표면과 맞닿게 되므
로 엉덩이돌출점보다 3 cm 위쪽 지점을 선정하였다.
측정 자세는 서있는 정자세와 의자에 앉은 자세 두 종
류이고 각 자세에서 APD와 기존 공기 주입식 의복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지정한 측정 위치에서 5회씩 1분
간 반복 측정하였다. 의복압 측정 데이터 분석은 각 횟
수에서 측정값의 앞 · 뒤 10초 이내의 값은 노이즈로
처리하고 중간의 40초간 측정한 값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개발 APD와 기존 공기 주입식 두 종류의 의복압 측
정기를 사용하여 마네킨과 인체를 대상으로 의복압을
측정한 결과의 비교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SPSS ver.
26.0(IBM Soft, USA)을 사용하여 두 그룹의 평균이 같
다는 가설에 대하여 독립 t-test 검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SingleTact 센서 보정 및 아두이노 보드 코딩
1) SingleTact 센서 보정

개발 APD의 CS8-1 N과 CS15-4.5 N 센서 표면에 수
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무게 물리량으로 입력한 후 주
어진 센서 면적당 가해진 힘을 압력 단위, Pa로 환산하
여 나타내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Jang
& Cho, 2019)한 결과를 <Table 3>‒<Table 4>에 나타내
었다. 센서에 가해진 힘과 출력 사이의 결과를 나타낸
압력(pressure, Pa)과 전압(voltage, bit) 사이의 특성 곡
선은 <Fig. 6>‒<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종류의 센
서 모두 1차 선형식으로 근사된다. CS8-1 N의 선형 그
래프의 기울기 값에 해당하는 계수값은 60.51(Pa/bit)
이고 CS15-4.5 N은 72.74(Pa/bit)로 확인되었다. 기울
기 값은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해 산
출되었으며 상관관계 값은 CS8-1 N의 경우 0.9975이
고 CS15-4.5 N은 0.99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McLaren et al.(2010)의 연구에서 출력(bit)값과
압력(mmHg, kPa)과의 상관관계가 R2=0.9882로 나타
난 결과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연구에서 사용한 센서와 동일한 회사 제품이지만
다른 모델인 CS8-10 N 센서와 타 회사의 유연센서 Interling FSR 400 및 Load cell을 사용하여 센서 보정을

Table 3. Voltage to force results of APD using SingleTact CS8-1 N sensor

Weight (g)

Output voltage (bit)

Pressure (Pa) per
given sensor area

5-time measurements

Mean (S.D.)

5

975.83

104.31

105.38

108.61

101.14

102.41

104.37 (2.58)

10

1951.41

126.27

123.42

129.78

125.52

127.65

126.53 (2.12)

20

3903.26

145.32

143.21

139.27

144.39

145.32

143.56 (2.25)

50

9758.18

253.65

255.17

249.36

251.27

256.71

253.23 (2.64)

70

13656.83

315.28

321.65

319.24

319.71

321.42

319.46 (2.29)

100

19516.45

404.42

409.72

406.42

405.72

406.18

406.4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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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ce to voltage results of APD using SingleTact CS15-4.5 N sensor

Output voltage (bit)

Weight (g)

Pressure (Pa) per
given sensor area

50

2782.28

121.47

123.75

127.15

125.72

123.81

124.38 (1.93)

100

5551.31

157.14

155.42

158.17

156.18

159.75

157.33 (1.52)

150

8329.86

201.26

203.37

200.76

201.74

202.43

201.91 ( .91)

200

11102.62

234.83

235.92

233.43

234.67

236.74

235.12 (1.13)

250

13877.47

269.75

271.86

270.84

274.23

270.52

271.44 (1.55)

300

16654.04

314.16

318.57

314.17

316.24

315.78

315.78 (1.63)

5-time measurements

Mean (S.D.)

Fig.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oltage and pressure measured using
APD with CS8-1 N sensor.

Fig.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oltage and pressure measured using
APD with CS15-4.5 N sensor.

도가 높은 반면, FSR 400 센서는 비선형 관계이고 정
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Barhoumi et al.
(2022)의 연구에서 FlexiForce◯R A201 유연센서를 사

진행하고 센서 하중과 출력 압력(voltage)과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 Schoepp et al.(2018)의 연구에서 CS8-10
N은 하중과 압력 간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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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센서 보정을 위해 5, 15, 20, 30, 40, 50 g의 중량
을 사용했을 때 단위환산 압력값(mmHg)과 실제 출력
값(voltage)과의 상관관계는 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
음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대부분 유연센서를 사용하
는 경우 주어진 센서에 대해 가해진 중량물 무게 즉 힘
을 압력으로 환산한 압력값(mmHg, kPa)과 실제 센서
의 출력값(bit 또는 voltage)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여 사용한 센서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Li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지름이 8 mm인 FlexiForce◯R
센서를 사용하고 2~52 g의 중량을 사용하여 센서 보정
을 진행하였으나 환산 압력값과 출력값과의 상관계수
값을 제시하지 않았고 보정 계수 또한 누락되었다. 이
와 같은 사례는 Liu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지름이 9.53 mm인 FlexiForce◯R 센서를 사용하고
0, 5, 15, 25, 35, 45, 55 g 중량을 가한 환산 압력값과 출
력값과의 상관관계가 0.98로 높게 나타난 것을 참고하
여 유연센서를 신뢰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압력 측정 시 센서
보정은 진행하였으나 보정에 대한 검증을 보고한 사
례는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 유연압력 센서를 사용하
여 의복압 측정 장비를 개발한 연구(Song et al., 2002)
에서도 95, 125, 155, 190 g 규격의 분동을 사용하여 센
서 보정을 진행하였는데 95 g 이하의 상대적으로 작은
무게에서의 센서 보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
된 압력 센서의 사양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사용된
각 분동의 무게를 압력으로 환산했을 때의 압력값과
실측된 압력값을 비교할 수 없어 실제로 실측에 의한
정량적 압력값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한
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유연센
서를 사용하여 선정한 규격의 분동에 대한 압력값을
사용함으로 센서를 보정하는 검증 결과를 고찰한 내
용은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연구내
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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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8 mm와 15 mm 두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였
고, 동일한 중량에서 CS8-1 N 센서나 CS15-4.5 N 센서
를 사용하더라도 출력된 압력값은 동일하도록 보정
실험에서 도출한 보정 계수를 아두이노 코딩 시 입력
하였다. CS8-1 N과 CS15-4.5 N 두 종류의 센서 보정 실
험 결과 보정 계수 값은 CS8-1 N은 60.51(Pa/bit)이고
CS15-4.5 N은 72.74(Pa/bit)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러한 보정 계수를 <Fig. 8>과 같은 알고리즘을 가진 프
로그램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코딩하였다. 측정치의
응답속도는 9600 bps로 초당 9600 bit가 송출되며 4개
의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값뿐만 아니라 그
래프로도 출력할 수 있어 실시간 압력 측정치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프의 ‘X’축은 시
간(time)을 나타내고 ‘Y’축은 압력 측정치로 단위는
kPa로 출력되며 ‘Y’축의 스케일을 확대하면 압력값
은 더 자세하게 소수점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이 끝나고 다음 회차의 압력 측정 전에 offset을
진행하여 초기 측정점이 0.0과 가깝게 보정 세팅하고
새롭게 압력 측정을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
였다.

2. APD 의복압 측정기 검증
1) 하중 사용 검증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유연압력 센서 CS8-1 N과
CS15-4.5 N의 보정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무
게 분동의 단위면적에 대한 압력으로 환산한 값과 두
센서를 사용하여 압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먼저 CS8-1 N 센서로 선정한 무게분동에
대한 압력값을 살펴보면 5 g 무게인 경우의 단위환
산 압력이 0.28 kPa로 99% 신뢰구간인 0.18~0.26 kPa
범주에서 근소한 오차로 벗어나 있고 나머지 무게분
동의 환산압력은 모두 99%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의복압 측정기 APD에 지름이 8 mm인 센서를 사용하
여 0.28~0.53 kPa 사이의 의복압 범주를 확대하여 측
정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는 5 g의 무게를
사용하였을 때 측정한 0.28 kPa의 의복압이 0.02 kPa
오차로 99% 수준의 신뢰 범주와 근접한 시험 결과를

2) 센서 보정 계수 활용 아두이노 보드 코딩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의복과 인체의 입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정확한 의복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
복압 측정기의 센서의 너비에 적합한 의복압이 가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폭이 좁은 어깨끈이 인체에 가하
는 의복압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어깨끈의 너
비보다 작은 지름의 센서나 압력을 분산시켜 가하도
록 하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보인 것을 고려하고 5 g 무게의 0.28 kPa과 10 g 무게의
0.55 kPa 사이의 무게와 압력에 대해서는 더욱 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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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ogReadSerial
Reads an analog input on pin 0, prints the result to the Serial Monitor.
Graphical representation is available using Serial Plotter (Tools > Serial Plotter menu).
Attach the center pin of a potentiometer to pin A0, and the outside pins to +5V and ground.
This example code is in the public domain.
http://www.arduino.cc/en/Tutorial/AnalogReadSerial
*/
float pressure, pressure2;
float sensorValue, sensorValue2;
float sensorValueInit,sensorValueInit2;
float coef0 = 72.74; // CS15
float coef1 = 60.51; // CS8
// the setup routine runs once when you press reset:
void setup() {
// initialize serial communication at 9600 bits per second:
Serial.begin(9600);
int n = 0;
while (n< 50){
sensorValueInit += float(analogRead(A0))/50.0;
sensorValueInit2 += float(analogRead(A1))/50.0;
n++;
}
}
// the loop routine runs over and over again forever:
void loop() {
}
}
// the loop routine runs over and over again forever:
void loop() {
// read the input on analog pin 0:
sensorValue = analogRead(A0);
sensorValue2 = analogRead(A1);
pressure = (sensorValue-sensorValueInit)*coef0;
// print out the value you read:
Serial.print(pressure);
Serial.print(',');
Serial.println(pressure2);
delay(10); // delay in between reads for stability
}
Fig. 8. Program algorithm of the clothing pressure meter, APD.

– 733 –

Vol. 46 No. 5, 2022

한국의류학회지

Table 5. Pressure measurement statistics according to weights when using SingleTact CS8-1 N sensor
Unit: kPa

Weight Calculated
(g)
pressure

Pressures measured
Mean (S.D.)

Mean (S.D.)

5

0.28

0.23 (.04)

0.21 (.02)

0.19 (.02)

0.23 (.04)

10

0.55

0.59 (.03)

0.54 (.02)

0.61 (.03)

0.57 (.03)

20

1.11

1.14 (.03)

1.16 (.03)

1.09 (.02)

1.12 (.03)

30

1.66

1.84 (.04)

1.63 (.03)

1.72 (.03)

1.76 (.02)

50

2.77

2.74 (.03)

2.73 (.02)

2.71 (.05)

2.75 (.03)

70

3.88

3.84 (.02)

3.81 (.02)

3.88 (.04)

100

5.55

5.38 (.04)

5.42 (.03)

5.49 (.04)

0.22 (.02)

0.18

0.26

0.6 (.02)

0.58 (.02)

0.54

0.62

1.09 (.02)

1.12 (.03)

1.07

1.17

1.69 (.02)

1.73 (.06)

1.62

1.84

2.78 (.03)

2.74 (.03)

2.69

2.79

3.76 (.03)

3.92 (.02)

3.84 (.06)

3.73

3.95

5.54 (.03)

5.52 (.02)

5.47 (.06)

5.36

5.58

감도가 안정적일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름 8 mm인 CS8-1 N 센서로 실험한 결과 10 g 무게
(단위환산 압력 0.55 kPa)에 대해서는 측정된 압력값
이 99% 신뢰구간 내에 포함됨에 따라 신뢰성이 검증
됨으로써 SingleTact CS8-1 N 센서를 활용할 때 10 g 무
게압력의 최저 신뢰구간, 0.54 kPa은 측정이 가능한 범
주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아두이노를 활
용한 의복압 측정기에서 CS8-1 N 센서를 사용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압력 측정 범주는 0.54~5.58 kPa 범위
이며 0.54 kPa 미만의 낮은 압력은 좀 더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도록 외부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이하 ADC) 모듈을 추가로 장착하여 분해능을 개선시
킴으로써 개발된 의복압 측정기를 개선하는 것을 제
안할 수 있다.
<Table 6>은 CS15-4.5 N 센서를 사용한 APD로 측
정한 50, 70, 100, 150, 200, 250, 300 g의 무게분동에 대
한 압력 측정값의 기술적 통계치와 그에 따른 99% 수
준의 신뢰구간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각 규격분동의
단위환산 압력값은 실제로 측정한 압력값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거한 99% 수준 신뢰구간 내에 안정적
으로 포함됨에 따라 SingleTact CS15-4.5 N 센서를 활
용할 때 단위환산 압력값 2.74~16.79 kPa 수준의 압력
측정은 신뢰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분동의 하중을 사용하여 압력을 측정한 실
험에서 지름 8 mm의 CS8-1 N과 지름 15 mm의 CS154.5 N 두 센서로 50, 70, 100 g 분동을 공통적으로 압력
값을 측정하였고 두 센서 모두 이들 분동의 압력에 대
하여 2.74~5.72 kPa 범위의 압력을 측정하여 신뢰성
확인함에 따라 개발 APD 프로그램에 활용된 센서별

0.24 (.03)

99% confidence limits
Lower limit Upper limit

보정 계수의 안정성 역시 검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APD 의복압 측정기와 지름 8 mm의 CS8-1 N과
지름 15 mm의 CS15-4.5 N 두 센서를 사용하여 압력 측
정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측정 가능한 의복압의 범주
를 0.54~16.79 kPa로 정리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실험
에서 사용한 5 g과 10 g 사이의 무게에 대한 압력 범위
인 0.29~0.53 kPa과 SingleTact 센서 공급자가 제공한
CS15-4.5 N 센서의 최대 측정 가능한 압력인 25.47 kPa
까지 측정 가능 압력 범주에 넣는다면 그 범주는 확대
되어 0.29~25.47 kPa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밀착 의류제품은 주로 치료, 스포
츠, 체형 보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
도를 위해 해외에서 유의하게 제안된 의복압 범주는
1.33~6.67 kPa인 것을 다시 환기해 볼 때, 이러한 밀착
의류에 요구되는 의복압의 범위는 SingleTact CS8-1
N과 CS15-4.5 N 센서를 사용한 APD 의복압 측정기 활
용 시 검증된 측정 가능 압력 범주인 0.54~16.79 kPa 내
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밀착형 의류제품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에서 사용된 제품의 의복압을 제시하는 추세이다. 이
는 의복압이 밀착 의류의 성능에 매우 주요한 요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Kim and
Lee(2019)는 의복압 정도가 다른 5종의 스포츠용 밀착
형 의류 하의의 혈류, 표면 온도, 주관적 착용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복압이 0.67~1.82 kPa 수준
일 때 혈류를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시켰고 더불어 착
용감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Partsch et
al.(as cited in Partsch, 2012)의 연구에서 허벅지 중간
부위에 0.80 kPa 수준의 밴드 착용 시 MRI 소견상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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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ssure measurement statistics according to weights when using SingleTact CS15-4.5 N sensor
Unit: kPa

Pressures measured
Mean (S.D.)

99% confidence limits

Weight
(g)

Calculated
pressure

50

2.77

2.76 (.03)

2.78 (.02)

2.79 (.02)

2.81 (.03)

2.75 (.02)

2.78 (.02)

2.74

2.82

70

3.88

3.91 (.04)

3.87 (.02)

3.95 (.03)

3.84 (.03)

3.93 (.03)

3.90 (.04)

3.83

3.97

100

5.55

5.62 (.03)

5.67 (.02)

5.57 (.02)

5.53 (.03)

5.42 (.02)

5.56 (.09)

5.40

5.72

8.51 (.04)

8.42 (.03)

8.52 (.03)

8.28 (02)

Mean (S.D.)

Lower limit Upper limit

150

8.32

8.39 (.02)

8.42 (.09)

8.26

8.58

200

11.10

10.96 (.04) 11.13 (.05) 10.94 (.04) 11.01 (.05) 10.96 (.03)

11.02 (.07)

10.87

11.13

250

13.87

13.96 (.05) 14.11 (.04) 13.91 (.03) 13.89 (.04) 13.99 (.03)

13.97 (.08)

13.83

14.11

300

16.65

16.51 (.02) 16.57 (.03) 16.72 (.02) 16.62 (.03) 16.74 (.03)

16.63 (.09)

16.47

16.79

위치에서 기존의 공기 주입식 센서와 SingleTact CS154.5 N 센서 사용 APD로 측정했을 때의 의복압 측정치
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test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공기 주입식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의복압은 발목 외측(C-mp1)에서 3.06 kPa이고 APD의
CS15-4.5 N 센서는 3.07 kPa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음, 즉 평균의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아리 후면(C-mp2)에서도 동일하게 두 센서
간에 통계적으로 99% 유의수준으로 동일하게 측정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주입식 측정기로는 3.84 kPa
로 측정되었고 개발 APD CS15-4.5 N 센서를 사용했
을 때는 3.85 kPa로 0.01 kPa 더 높게 측정되었으나
t-test 검정 결과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지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으로 가압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의복압은 생리적 반응 외에도
주관적 착용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
하여 Wang et al.(2018)은 상체 부위별로 쾌적과 불쾌
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의복압의 기준을 앞가슴 영역
에서 0.87 kPa, 어깨는 2.54 kPa 수준일 때라고 하였으
며 상체에서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이들 범위 사이
에 포함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의복압은 의료
용이나 스포츠용의 사용 목적이나 착용 쾌적감 측면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 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 의
복압은 0.54 kPa 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APD
의복압 측정기로 측정하는 의복압의 신뢰 범주 안에
포함됨에 따라 밀착 의류 개발 또는 시제품 평가 시 정
량적 의복압 측정에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제안
할 수 있다.

3) 인체대상 의복압 측정

(1) Calf sleeve 착용 시 의복압
인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실험복 Exp-B 착용 시 발목
에서의 의복압은 공기 주입식 센서로 측정한 경우 1.48
kPa이고 APD를 사용하면 1.46 kPa로 확인되었으며 이
두 센서 간의 의복압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

2) 마네킨 대상 calf sleeve 의복압 측정

Exp-A calf sleeve를 착장시킨 마네킨을 대상으로
발목 외측(C-mp1)과 종아리 후면(C-mp2)의 압력 측정

Table 7. Statistics and t- test results of experiment garment pressure measurements on mannequin
Unit: kPa

Garment pressure
Mean (S.D.)

Measuring location

t

Air-pack type

APD using CS15-4.5 N

Ankle (C-mp1)

3.06 (.02)

3.07 (.05)

‒2.068

Calf (C-mp2)

3.84 (.10)

3.85 (.05)

‒2.478

APD: Arduino-based garment Press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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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및
개발 의복압 측정기의 두 센서 간 측정치를 비교해보
면 <Table 9>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복압이 낮은 Exp-C
를 착용했을 때에도 서있는 자세와 앉은 자세 모두 측
정 장비 간 의복압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것으

로 확인되어 평균값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채
택되었다. 종아리에서의 의복압은 공기 주입식 센서
활용 시 2.13 kPa이고 APD로 측정 시 2.12 kPa로 두 센
서 간의 의복압은 99% 수준에서 검정한 결과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ng et al.(2020)은
유연센서의 경우 압력이 1.0 kPa 이하에서 출력값(voltage)이 0.0점에 가까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결과에서 발목과 종아리 부위의 의복압은
모두 1.0 kPa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고 통계적으로도
<Table 8>에서와 같이 두 센서 간의 의복압은 그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CS15-4.5 N 센서를 사용한
APD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밀착 팬츠 착용 시 의복압
밀착 팬츠를 착용하고 의복압 측정 시 APD 장비의
센서에 결합된 인터페이스는 의복 내에 완전히 삽입
되는데 이 때 압력이 계측되는 센서 부분과 인터페이
스 높이 간 격차로 인해 정량적 의복압 측정치에 영향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Exp-C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복압을 나타
낸 Exp-D도 동일하게 사용된 기존 및 개발 두 측정 장비
로 계측한 의복압은 유의한 수준에서 동일한 것이 통계
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록 APD 장비의 압력 센
서와 압력 센서에 결합된 인터페이스 간 높이 차가 있
어도 인체 곡률이 큰 부위, 뼈와 가까운 곳 및 상대적으
로 근육이 많은 부위 등 다양한 속성의 인체 부위에서
측정한 의복압은 99% 수준에서 t-test한 결과 통계적으
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APD의 측정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외관으로도 두 실험복 모두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실험복의 표면에서 들뜸 현상은

Table 8. T-test of experiment garment pressure measurements on human body wearing calf sleeve
Unit: kPa

Garment pressure
Mean (S.D.)

Measuring location

t

Air-pack type

APD using CS15-4.5 N

Ankle (C-mp1)

1.48 (.28)

1.46 (.36)

1.381

Calf (C-mp2)

2.13 (.32)

2.12 (.41)

1.323

APD: Arduino-based garment Pressure Device
Table 9. Statistics and t-test results of experiment garment pressure measurements on human body wearing two
types of compression pants
Unit: kPa

Garment pressure
Mean (S.D.)
Measuring location

Exp-C

Exp-D

Standing posture
Air-pack type

APD

t

Sitting posture
Air-pack type

APD

t

Hip (P-mp1)

.71 (.08)

.67 (.07)

1.008

.76 (.06)

.72 (.08)

.977

Thigh anterior (P-mp2)

.83 (.10)

.81 (.10)

.433

.86 (.07)

.82 (.09)

.755

Calf anterior (P-mp3)

1.32 (.08)

1.29 (.08)

.825

1.21 (.06)

1.16 (.09)

.983

Calf posterior (P-mp4)

1.16 (.09)

1.12 (.10)

.801

1.39 (.05)

1.35 (.08)

.590

Hip (P-mp1)

1.38 (.12)

1.34 (.13)

.381

1.21 (.11)

1.18 (.12)

.421

Thigh anterior (P-mp2)

1.25 (.07)

1.22 (.08)

.501

1.44 (.16)

1.41 (.15)

.359

Calf anterior (P-mp3)

2.17 (.18)

2.13 (.13)

.350

2.34 (.16)

2.31 (.15)

.357

Calf posterior (P-mp4)

1.87 (.13)

1.83 (.14)

.205

2.15 (.14)

2.13 (.15)

.827

APD: Arduino-based garment Press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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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다(Fig. 9). 이러한 결과는 인터페이스의
두께가 5 mm로 크지 않은 사실에 더하여 인터페이스
에서부터 센서의 위치까지의 길이 5 cm가 센서와 인
터페이스 간 높이 차이를 점진적으로 상쇄시킴에 따라
의복압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센서를 사용하기 전 센서 보정을 수행한 대부분
의 관련 연구에서 단위환산 압력값과 실제 측정을 통
한 압력값과의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센서
보정 후 실제로 측정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을 시
행한 사례는 부족하다. Barhoumi et al.(2022)은 유럽
표준화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압박스타킹의 의복압으
로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한 컴프레션 레깅스를 개발
하기 위해 유연센서 FlexiForce◯R 를 사용하고 센서 보
정을 진행하였으나 센서 보정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보고하지 않았고 다만, 실제로 개발한 레깅스
제품의 의복압이 유럽표준화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의
복압과 같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만 관찰한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사례는 Liu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나
타났는데 압력 측정 센서 보정은 수행하였으나 보정
검증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고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
와 마찬가지로 8종 컴프레션 스타킹의 의복압이 유럽
표준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드러운 압박력(mild)
과 보통 수준의 압박력(moderate)의 의복압 수준과 동
일한 지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선행연구는 유연센서의 경우 고감도로 측정할 때마다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
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 회 측정의 실험을

수행하였을 뿐인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의복압 측정을 위한 센서 보
정을 수행하였고 보정 검증 단계에서 하중 활용, 그리
고 표면이 강체(rigid)인 마네킨 및 실제 인체를 대상
으로 의복압을 측정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실험마다 5회씩 반복 측정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위에서 기술한 두 관련 연구와 비교하
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한 것을 통해 관련 연구
분야의 진보를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의복의 압력 측정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SingleTact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여 개발한 압력 측정
디바이스, APD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PD 센
서의 보정 검증 결과를 안정적으로 제시하였고, 기존
공기 주입식 의복압 측정기와 개발된 APD로 하지 밀
착형 의류를 착용한 마네킨과 인체를 대상으로 발목
과 종아리의 측정점에서 계측한 의복압을 비교하여
APD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였다. 실험복으로 선정한 남성용 하지 밀착
형 의류의 의복압 측정 결과는 향후 의복압 수준에 따
른 밀착형 의류 성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종합적 연구의 요약과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개발한 APD 센서의 보정 과정은 낮
은 의복압 측정을 위해 지름이 8 mm인 센서를 사용할

Interface

Interface

Sensing area

Sensing area
Interface

Interface

Sensing area

Sensing area

(a: Standing posture)
(b: Sitting posture)
[Left: Exp-C]

(a: Standing posture)
(b: Sitting posture)
[Right: Exp-D]

Fig. 9 Images of lifting phenomenon after APD sensor insertion by postures in experimental pants, Exp-C (left)
and Exp-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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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임에 따라 개발 APD의 측정 성능을 신뢰할 수 있
다. 인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의복압은 기존 공기 주입

때 5, 10, 20, 30, 50, 70, 100 g 규격분동을 사용하여 분
동의 단위환산 압력값이 각각 0.28, 0.55, 1.11, 1.66,
2.77, 3.88, 5.55 kPa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한 보정 계
수는 60.51이었고 이 계수는 APD의 프로그램 입력값
으로 활용되었다. 중간 수준의 의복압 측정을 위해서
는 지름이 15 mm인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50, 70,
100, 150, 200, 250, 300 g 규격의 분동을 사용하여 각
무게의 단위환산 압력값이 각각 2.77, 3.88, 5.55, 8.32,
11.10, 13.87, 16.65 kPa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한 보
정 계수는 72.74였다. 이 계수 역시 APD의 프로그램에
입력값으로 활용하였다. 센서 보정 후 보정 검증을 위
해 센서 보정 시 사용된 모든 무게분동의 단위환산 압
력값과 APD를 사용했을 때의 측정 압력값 간의 차이
를 확인한바, CS8-1 N 센서는 5 g을 제외한 나머지 무
게분동에 대한 측정 압력값이 99% 수준의 신뢰 범위
에 포함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CS15-4.5 N 센서는 사
용된 무게분동 모두 99% 수준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
었다. 따라서 CS8-1 N 센서를 사용할 때는 단위환산
압력값이 0.54~5.58 kPa 범위의 압력에 대한 측정을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다만 연구에서 사용
된 두 종류의 센서는 이미 제조사에서 입력되는 값에
대해 10 bit로 출력되도록 센서 보정이 완료된 제품이
다. 따라서 0.54 kPa 미만의 압력값은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고감도 센서 사용과 함께 ADS1115와 같
은 외부 ADC 모듈을 장착하여 좀 더 정밀한 값을 확인
할 수 있는 압력 분해능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CS15-4.5 N 센서를 활용할 때는 단위환산 압력값 2.74~
16.79 kPa 수준의 압력 측정 범주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기존 공기 주입식 의복압 측정기와 개발 APD
측정기를 사용하여 마네킨과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밀
착 의류인 Exp-A, calf sleeve를 착용한 상태의 발목 외
측(C-mp1)과 종아리 후면(C-mp2) 측정점에서 의복압
을 측정하고 두 가지 측정기로 측정한 평균 의복압 간
의 차이에 대해 99% 수준에서 t-test 검정 하였다. 의복
압은 기존 공기 주입식 측정기 사용 시 측정점 발목 외
측(C-mp1)에서 3.06(.02) kPa, 종아리 후면(C-mp2)에
서 3.84(.10) kPa이었고, APD를 사용 시 발목 외측(Cmp1)에서 3.07(.05) kPa, 종아리 후면(C-mp2)에서 3.85
(.05) kPa로 측정되었다. 두 센서의 의복압 차이를 확
인하였을 때, APD로 측정한 의복압은 공기 주입식 측
정기를 사용한 의복압 결과와 일치도(p<.01 유의수준)

식 측정기를 활용하고 Exp-B, calf sleeve 착용 시 발목
외측(C-mp1)에서 1.48(.28) kPa, 종아리 후면(C-mp2)에
서 2.13(.32) kPa이었고, 개발 APD로 측정 시 발목 외측
(C-mp1)은 1.46(.36) kPa, 종아리 후면(C-mp2)는 2.12(.41)
kPa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압 수준이 다른 두 종류의
밀착형 팬츠, Exp-C와 Exp-D를 착용하고 선 자세와 앉
은 자세에서 APD 장비의 센서와 인터페이스 간의 높
이 차이로 인해 의복압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
의 의복압 측정 비교를 통해 검증한바, Exp-C와 ExpD 두 실험복 모두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인체 곡률,
뼈 및 근육 조직의 측정 위치와 상관없이 의복압 측정
결과는 기존의 공기 주입식 센서를 사용했을 때와 99%
수준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개발한 APD 센
서의 인터페이스와 센서 사이의 높이 차이는 의복압 측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따라
서 인체를 대상으로 의복압 측정 시에도 CS15-4.5 N 센
서를 사용한 개발 APD의 의복압 측정 성능은 신뢰성
을 확보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인체에 밀착하는 의류의 활용 범
위가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성능이 요구되는 현시점
에서 밀착형 의류 착용을 통해 용도에 적합한 압력을
인체에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복압의 정도와
분포를 조정하는 데에 연구에서 개발 검증한 APD의
복압 측정기의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적용한 연구방
법론 역시 의복의 압력 측정기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밀착 의
류 개발 시 의류의 압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수적
인 의복압 측정기의 비용이 고가이므로 연구에 제약
사항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게 중요한 이슈일 것이기 때문이다. 의복압 측정기 사
용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고
재료의 구입이 용이한 아두이노 보드를 기반으로 압
력 측정기를 제작하고 검증한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규격분동을 사용한 개발 APD의 센
서 보정 수행 연구방법과 강체와 인체를 대상으로 의
복압을 측정한 후 기존의 공기 주입식 의복압 측정기
로 측정한 압력과 비교함으로써 개발 APD의 의복압
측정 성능의 신뢰성을 검증한 연구방법론 제시도 관
련 연구 분야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에
서 개발된 APD 아두이노의 10 bit 분해능으로 측정하

– 738 –

아두이노 활용 의복압 측정기 제작 및 신뢰도 검증

compression leg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34(2), 273–284. doi:10.1108/IJCST11-202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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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D. N., Thompson, K. G., Garland, S. W., Barnes,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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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5080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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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보다 더 미세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
ADC 모듈을 추가 장착하여 미세 압력 측정 데이터를
구분하게 하는 개선된 APD 장비를 개발하고 그 사용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체의 곡률 변화
가 큰 부위와 강체와 유연 부위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
의 인체 영역에서 의복압을 측정하여 인체 위치별 의
복압 정도와 분포에 대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
하여 하반신 밀착형 의류에서 상반신 밀착 의류로까
지 의복압 측정 영역을 넓히고 동작 시 의복압을 측정
하는 것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관련 연
구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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