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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술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
술과 통합되면서 전투원과 무기·장비가
초연결된 복합시스템 체계로 발전하고 있
다. 여기서는 멤스 공정을 통한 웨어러블

Wearable 센서 소개 및 피부 부착형 센서 연구를 통해 전투간 병사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여 전장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작전 수행 및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 바이오 스마트 센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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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공정기술의

위해서 각각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최근

발전과 반도체 공정의 선폭 미세화 및 공정기술의 발

에는 기술 발전을 통해 하나의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

전으로 기계, 전자식 센서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소형

한 요소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MEMS 기술 및 저전력

화 및 박형화되어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활용되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작된 센서는 저전력 구동이 가

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이 빨리 적용되는 스마트폰의

능하며, 다양한 통신장비가 집적화되어 센서가 설치된

경우 10여 가지 센서가 탑재되어 사용자에게 더욱 편

환경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    

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분

센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자극이나 신호를 감지하고

류되는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산업이 급속

이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값으로

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방범, 의료, 전

표현하는 장비를 말하며 우수한 센서는 기본적으로

역관리 등과 같은 원격 관리가 가능하고 능동적인 제

민감도Sensitivity, 선택도Selectivity, 안정도Stability가

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특히 의료사물인터넷

높아야 한다. 기존에는 압력, 온도, 광량 등을 측정하기

IoMTInternet of Medical Things으로 대표되는 신사업은

[그림 1] 해외 상용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품

＊출처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헬스케어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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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심전도 센서, 온도 센서,

보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혈당 센서, pH 센서, 나트륨센서 등이 집적화 되며, 통

중요한 요소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 기

신장비를 이용하여 의사 또는 가족 등과 공유하여 효

술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국제적 시장조사 기업인 TECHNAVIO RESEARCH

응용 프로그램, 건강관리 시스템과 서비스가 상호 연

그룹에서는 의료용 헬스케어 제품을 이용한 군사적

결되어 의료 데이터를 생성·수집·전송·분석할 수 있

웨어러블 센서 시장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웨어러블

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군인 인체 정보 모니터링을

IoMT는 MEMS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질

이용하여 부상 정도, 피로 정보, 수분량 등의 인체 정

병 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실용화를 목표로

보를 획득하고 현장에 배치된 의료 요원에게 전송하

하며 최근에는 안구, 혈관, 뇌 등의 내부 압력을 측정

여 효과적인 군사 작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기 위해 센서의 소형화, 소자 패키징 기법, 신호처리
방법 등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센서를 군인 인
체정보모니터링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딜로이트는 IoMT를 “디지털·물리적 세계를 통합해

통한 군사의 현대화를 위한 웨어러블 센서 개발 및 이

질병 진단·치료의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하고 환자 행

를 이용한 군사작전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기

동과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

술적 시장규모는 2016년 270백만 달러에서 2021년

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의료서비스

45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산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 현대화 노력을 강화하
기 위해 웨어러블 센서 기술을 광범위하게 개발 및 적

이러한 의료시장은 2021년까지 약 109.6억 달러로

용중이며, 이는 효과적인 군사작전 및 개인별 군인 건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4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강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개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률의 중심에는 인체 정

된 웨어러블 센서와 이를 이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
여 기술하고, 미래 요구되는 웨어러블 스마트

[그림 2] 군사용 웨어러블센서 2016~2021년 세계시장 규모 및 요소기술

센서에 대해 알아본다.

•웨어러블 센서 정의
MIT 미디어랩MIT Media Lab에서는 웨어러블
센서를 ‘신체에 부탁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 기기로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
함’이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인 웨어러블 센서는 인체 정보를 감지할 수 있
는 센서를 집적화하고 이를 인체에 부착할 수
＊출처 : Technavio research report

있는 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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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적화된 웨어러블 센서 분해도

가속도센서·자이로센서

배터리

AP·
메모리

었으며, 1980년대부터 원형의 등장으로 입출력 장치
고도·
기압센서

와 컴퓨팅 기능이 도입되어 주로 군사용이나 학술연
NFC

GPS

구용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반도체
공정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센서류와 반도체 소자 등
의 소형화가 가능해졌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폰 기
반의 광대역 통신 기술의 접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
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이 진행되었다.

마이크
심박센서

내장 SIM카드

＊출처 : Motherboard for Samsung Gear S3 Frontier SM-R760/R76

이로써 웨어러블 센서는 GPS, 마이크로폰,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등과 같은 센서 데이터를 스마트폰
에 전송함으로써 다량의 전력 소모를 요구하는 고성

대표적인 웨어러블 센서는 미국 애플사에서 개발한

능 프로세서(AP) 및 메모리반도체 탑재를 최소화할 수

애플워치Apple Watch, 중국 샤오미사에서 개발한 미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처리 등의 한계를 극복할

드Mi Band, 국내에서 개발한 갤럭시 기어Galaxy Gear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심전도 측정, 혈중 산소포화

가 대표적이며 이들 장비에는 인체 움직임을 감지하

도 분석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정밀 센서 탑재

는 가속도센서, GPS센서, 고도. 기압센서가 집적화되

가 완료되었으며, 움직임에 따른 광학식 심전도 센서

어 있으며, 인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심박센서 등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기판이 적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센서는 보편적으로 건강관리를

용되어 더욱 정밀한 인체 정보 분석이 가능한 웨이러

위해 개발되었다. 사용자의 위치 및 운동량을 집적화

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된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분석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또한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체적인 네트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

워크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 광역 네트워크 접속이 가

도한다.

능해졌으며, 확장성이 점차 증가하여 다양한 목적을

이러한 웨어러블 센서는 사용자가 이동 또는 활동

가지는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키보드 중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나 의류, 액세

심의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간단한 명령어 및 출력 데

서리에 착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되어 개발되고 있으

이터 확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디스플레이 기술의

며 웨어러블 센서는 구동을 위한 배터리 기술, 발열 제

발전을 통해 스크린 터치 방식의 입출력 방식이 도입

어, 통신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발전되었으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현재는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웨

최근에는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음성 인식 기능이

어러블 센서가 개발되어 더 많은 정보제공 및 가치를

터치를 통한 직접 정보입력방식을 대체하고 있으며,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4] 웨어러블 센서의 개발 단계도

•웨어러블 센서 발전과정
웨어러블 센서는 1960년대 시계와 신발에 계산기

Portable

또는 카메라를 단순 부착하는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

Attachable

Eatable

＊출처 : 산업연구원 609호 2015-06호 내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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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기능을 추가해 스마트한 웨어

사용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외부

러블 센서의 신호 입·출력 기능이 가능해졌다.      

로의 노출이 최소화되므로 센서 손상의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인체에 센서를 삽입함으로써 분실
위험이 없고, 지속적인 인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질

•기술적 형태 및 발전 단계

병진단, 약물 투여량 조절 등의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정밀의료 및 인체 식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웨어러블 센서는 액세서리 형태Portable의 센서에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을 부과하여 손목시계나 목걸이 형태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센서에

센서에서 현재는 의류일체형Attachable 센서의 개발

효과적으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무선 전력전송기

및 더 나아가 신체부착 또는 생체이식형Eatable 센서

술 및 저전력화 등의 요소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의 중심에는 착

생체 이식형 웨어러블 센서는 유연성이 기초가 되어

용자의 편의성이 핵심이 되고 있으며, 다기능 센서의

야 하며, 이는 센서 구동의 안정성 및 기판의 신뢰성에

집적화 기술 및 소재의 다양화에 따른 공정기술의 발

큰 영향을 미친다.

전에 맞추어 급격한 발전속도를 보인다.

또한 기판 재료는 인체에 직접 부착이 되기 때문

액세서리형 센서의 경우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여 소

에 생체 적합성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

형 디스플레이 장치 및 센서를 집적화하여 사용자의

는 소재로는 PDMS, Parlylene 등의 재료를 이용한 센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전달을 수행한

서들이 연구단계에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

다. 이러한 액세서리형 센서는 크기, 무게, 배터리 지속

한 폴리머 소재의 기판은 고전적인 포토리소그래피

시간의 이슈가 존재하며, 작동에 따른 발열 및 착용자

Photolithography1 반도체 공정이 가능하고 표면에 금

의 편의성 및 접근성에 집중되어 제품이 개발되었다.

속화 공정 및 미세 패턴 제작이 가능해 웨어러블 소자

의류일체형 센서는 전도성을 가지는 섬유를 기반으

의 기판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로 하여 기존의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센서가 측정할

최근에는 생체 적합한 폴리머 소재에 그래핀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각종 센

Graphene2 및 탄소나노튜브CNTCarbonNanoTube3 등

서가 의류에 집적화되고, 의류 자체를 회로 기판으로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사용되기 때문에 착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액세서

할 수 있는 고감도 소재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리형 웨어러블 센서의 크기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

있다.       

다. 하지만, 의류형 센서는 굽힘 및 접힘, 오염과 같은
환경에서의 센서 내구성 및 양산기술 문제의 이슈가
남아 있지만, 넓은 확장성에 따른 장점으로 인해 선진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센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체
적합성을 가지는 폴리머 기반의 회로보드와 패키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또는 체내 삽입형 웨어러
블 센서 개발이다. 이러한 센서는 피부 표면에서 신축
성 및 유연성을 가지며, 인체 적합성을 가지는 재료를

1 포
 토리소그래피Photo-Lithgraphy :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성질
이 있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얇게 바른 후, 원하는 마스크 패
턴을 올려 놓고 빛을 가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회로를
형성하는 것.
2 그
 래핀Graphene : 탄소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
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 동소체
3 탄
 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되어 관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신소재

114 • 국방기술 Defense Technology
경북대학교 | IP:155.***.240.177 | Accessed 2021/01/07 14:54(KST)

[그림 5] ST Engineering에서 제시한 ARIELE 시스템

＊출처 : www.stengg.com

•웨어러블 센서 응용 사례

전투원의 헬멧에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뇌파 계측 및
뇌 산소포화도 측정시스템을 응용하여 전투원의 신체

웨어러블 센서의 무한한 응용 가능성 및 효과적인

상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인체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인하여 선진국 중심의

일찍이 미 공군에서는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여

연구기관들은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시하고 단계적 실

주변 사물 인식 및 착용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효과적

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인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전투기 내

정밀의료 분야 및 군사적 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계기판 및 컨트롤 요소들이 고도화됨에 따라,

ST Engineering에서 제시한 ARIELE 시스템은 다

조종사가 많은 정보를 실시간에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양한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작전 제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최근엔 디스플레이

및 군인 개개인의 편의성, 상호간의 연결성을 제공할

기술 발전 및 시스템 반도체의 고집적화를 통해 헬멧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의류형 착용 센서 등을

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집적화하고, 전투기 내부 상황

이용한 인체 정보 모니터링과 헬멧과 고글에 집적화

및 광각 카메라 등을 융합하여 모든 상황을 헬멧에 장

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측정된 다양한 정보를 제

착된 디스플레이 화면에 출력한다.

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미 공군 장군 Mark A. Welsh 3세는 Air & Space

특히, 머리 부위는 동적인 움직임이 많지 않고 부착

기고문에서 F-35 헬멧은 전장 상황 이해하고 상황을

성이 뛰어나므로 신체에 최소한의 피로도를 전제로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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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35B 조종사용 헬멧

어러블 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군인의 인체 정보수집
에 적용하였다. 스마트 셔츠는 통신 기능이 부여되어
착용자의 인체 정보를 송신할 수 있으며, 내부에 집적
화된 센서가 격자Mesh형태로 구성되어 착용자의 총탄
상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총탄 위치에 따
른 응급처치 및 구조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생체 징후를 보다 신속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셔츠 자체에 개인정보, 헬스케어 정보, 통신 기
능, 위치 정보가 내재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출처 : Marine Corps Times

의료 물자가 제한되는 전장 상황에서 전투원에게 착
용시 실시간 생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치료 및 후송의

가장 진보된 장비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종사의 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     

투복에는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조종사의 건강상태

피부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센서의 큰 장점은 저전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제소와의 교신을 통

력 구동 및 착용자에게 더욱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장

해 조종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직접적인 혈압

가장 발달된 웨어러블 센서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

측정 및 땀과 같은 분비물을 이용하여 생체 분석이 직

되며 전력 공급이 자유로워 다양한 센서 및 기능을 탑

접적으로 가능하며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미국 NASA에서

미국의 조지아 공대와 센사텍스Sensatex가 공동 개

는 피부 표면에 부착하고 땀의 염분도를 분석하여 착

발한 스마트 셔츠는 셔츠 내부에 광섬유 및 전기 전도

용자의 탈수 정도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성을 부여하여 심장박동 및 온도 측정 등이 가능한 웨

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병사들의 훈련

[그림 7] The Smart Shirt
Microphone

Inserconnection
Data bus
point

Base fibers

Sensor

T-connectors
Multi-function
proccessor

＊출처 : Pop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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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부 부착형 센서

＊출처 : Val Gempis, U.S. Air Force

기간 또는 장기간의 작전중인 병사 개개인의 전해질

이러한 패치형 센서는 웨어러블 센서의 문제점으로

을 분석하고 결과를 이용한 효과적인 작전 수행 또는

두드러지는 전원공급 문제를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과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웨어러

같은 인덕티브 커플링 Inductive Coupling 기술을 통하

블 센서는 기존의 센서들과 다르게 저동력으로 구현

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진형 코일을 내장하고

되므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 단가도 낮추어 제작할

있어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사용 가능하며, 1mm 이하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의 두께를 가져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심전도 센서 및

[그림 9] NFC 모듈을 이용한 웨어러블 센서

＊출처 : 전남대 MEMS Nano Techolog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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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감도 크랙(Crack)센서가 집적화된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센서 및 맥박 측정 분석

＊출처 : 전남대 MEMS Nano Techology Lab

다양한 센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착용자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에 있는 전해

전남대에서 개발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질 농도 분석을 통해 착용자의 운동량을 정량화 할 수

기반의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센서로 상대적으로 보

있다. 또한 개선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군집 데이터

안성이 우수한 NFC 통신 칩을 이용하였고, 착용자의

등을 최적화 할 수 있어 전투원의 움직임 분석 및 이

맥박 측정 및 전해질 측정을 통해 착용자의 건강상태

상 유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다. NFC의 낮은 전력효율 및

다. 이는 각종 야전 훈련 및 장기간 작전에 걸친 병사

빠른 응답성을 활용한 NFC기반 웨어러블 센서는 전

신체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급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력 송수신 및 신호전달을 위한 인덕터 코일형 안테나,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고감도 크랙Crack 센서, 신호처
리 및 전력관리 등을 위한 NFC칩으로 구성되며, 발생
한 신호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신호 전송을 위한 소프

•맺 는 말

트웨어로 구성된다.
특히 고밀도 직접회로 공정을 통해 제작된 NFC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Big Data 등으

경우 전력 전송을 위한 인덕터 코일을 이용하여 데이

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의

터 전송 및 수신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테나가 요

료용 사물인터넷IoMT 기술의 도약적 발전에 따라 원

구되지 않아, 센서 내부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회로

격 의료를 위한 기술개발이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있

집적화가 가능하다.

다. 이러한 IoMT 기술은 인체 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전남대에서 제작된 센서는 가로 30mm, 세로 30mm
의 크기를 가지며 내부에 집적화된 인덕터 코일을 이

센서가 핵심을 이루며, 체내 pH, 인체 압력, 운동량 등
을 측정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용하여 센서를 구동한다. 이 L-C 공진형 센서는 스

특히 생체 적합성을 가지는 SU-8, PDMS, Parylene

마트폰과 같은 외부리더기를 통하여 센서에서 발

같은 폴리머 재료를 사용하여 신체와의 부작용을 줄

생한 결과를 리더 단말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이고, 유연성을 늘려 굽힘 및 접힘이 많은 인체에 부착

13.56MHz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가능하게 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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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MNTL에서 개발한 통신보안이 우수한 NFC칩

를 어떠한 원리로 제품을 만드는지 알아보고 이의 군

을 이용한 무선 압력 바이오 센서는 인덕티브 커플링

사 분야 활용 가능성 및 실제 활용사례 등을 살펴보았

기술을 응용하여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체내 압력 측

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강

정 및 신호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전투원의 실시간 생

한 인프라와 국내·외에 정상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체 신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

있어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다

신호는 실시간으로 무선통신 기술을 응용하여 데이터

면 미국, 일본 등 센서 분야의 선진국들과 그 어깨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제공되고 이상이 있을 때 알람을

나란히 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하여 전투원의 생존율을 높임은 물론이거니와 효과
적인 질병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웨어러블 센서가 무엇인지 또한 멤스
(MEMS)기술을 바탕으로 초소형의 바이오 스마트 센서

이에 따라 우리 군 또한 미래전장 환경이 어떻게 변
화하고 웨어러블 스마트센서 기술혁명이 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지 예측하고 이를 군사 분야에 접목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D&T

[참고자료]
김완수, “그래핀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동향”, ITFIND, 2020.
스마트센서 기술동향, http://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 ?idx=7276
이혜민, 심박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자 가치제공을 위한 디자인 요소 도출-건강 정보, 기초조형학연구 18(2), 2017, pp.515~526.
일체형 개인전투체계 시스템 및 부체계 성능분석 기술 습득, ADD 보고서(ADDR-623-200051), 2020.
A. Dehennis and K.Wise, “A double-sided single-chip wireless pressure sensor”, in Digest MEMS 15th Conference, 2002, pp.252~255.
C. Liao, M.Zhang, M.Y.Yao,T.Hua, Li.Li, and F.Yan, “Flexible organic electronics in biology : material and devices”, Advacned Materials,
vol. 27, 2015, pp.7493~7527.
D.Ha, “Polymer-based miniature flexible capacitive pressure sensor for intraocular pressure(IOP) monitoring inside a mouse eye”,
Biomedical microdevices, vol.14, 2012, pp.207~215.
G.W. Hunter, P.G. Neudeck.R.S. Okojie, G.M.Beheim J.A.Power, and L/Chen, “An overview of high temperature electronics and sensor
development at NASA glen research center”, Transactions of the ASME,vol.125, 2003, pp.658~664.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 20051101276000141
https://www.technavio.com/
https://www.media.mit.edu/articles/a-wearable-sensor-to-help-als-patients-communicate/
https://www.stengg.com/
https://aviationtoday.com/
http://gtwm.gatch.edu/
J.M.Moon, “Werable polyimide-PDMS electrodes for intrabody communication”, Joun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vol.
20, 2010, pp.25~32.
Jongsung Park and Dong-Weong Lee etl., “A Wireless pressure sensor integrated with a biodegradable polymer stent for biomedical
applications”, Sensors, vol. 16(6), 2016, P.809.
Jongsung Park, Ji-Kwan Ki. and Dong-Weon Lee etl., “Wireless pressure sensor integrated with a 3D printed polymer stent for smart
health monitoring : Sensors and Actuators B : Chemical”, vol.280, 2019, pp201~209.
MICROSYSTEM DESIGN, Stephen D. Senturia, Springer
Monitoring Dehydration in Elderly Care Homes, http://global.mit.edu/map/program
S.Patel, H.Park, P. Bonato, L. Chan, and M. Rodgers, “A review of wearable sensors and systems with application in reahabilitation”,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 vol. 9, 2012, pp.1~14.
U. Schnakenberg, C.Kr, “uger, J.G.Pfeffer, W.Mokwa,G.vom B″ ogel,R.G” untehr, and T.Scmitz-Rode, “Intravascular pressure monitoing
system”, Sensors and Actuators A, vol, 110, 2004, pp.61~67.

119
경북대학교 | IP:155.***.240.177 | Accessed 2021/01/07 14:54(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