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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장기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장기들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나타내어

보다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Clothing Wearable

1-1. 주제

Clothing Wearable 동향 사례
1. 헬스케어 – 피트니스, 스포츠의 정보 제공
2. 일상 / 패션 – 다양한 편리한 기능을 의복 자체 기능으로 제공
3. 특수분야 – 소방관, 군용의 특별한 정보 제공
그러나 체험을 목적으로 한 제품은 없다.

1-2. 개발동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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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발동기

기존의 공부 방법은, 글씨나 이미지로 배웠다면, 옷을 직접 입고
체험을 통해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국제 교육기술 단체(NM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체험을 통한 교육이 더 학습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1. 개발

3단계의 개발 과정

1. Wearable

2. Image Processing

3.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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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발

Wearable

- 터치 이미지를 터치하면 해당 부분의 장기의 세부적인
정보가 화면에 출력된다.

- 센서를 통해, 심장박동, 체온을 측정한다.

- 통신으로 위 2가지 정보를 Gui에 전송한다.

2-2. 개발

Image Processing

- OpenCV를 사용해서 옷에 부착된 터치패드를 인식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어깨 넓이를 재서 증강현실 출력할
크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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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Display

- .NET Fream Work를 사용해서 구현한다.

- 증강현실로 사용자의 상체에 신체구조를 보여준다.

- Wearable에서 받은 실시간 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2-4. 개발

개발 진행

- 3월 ~ 4월 Wearalbe 개발

- 4월 ~ 5월 Gui 개발

- 5월 문제점 발견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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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대효과

Wearable 中 화물양과 시장 점유율의 증가량이 Wristwear 다음
으로 Clothing 가장 크다. 그러나 증가량에 비해 아이들이 체험
을 주제로 한 제품은 시장에 나와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장성 가치가 있다.

3-2. 활용방안

기존의 신체의 구조를 배울 때, 부위별 설명 및 전체적인 그림을 보
는 방식이 였다면, 이제는 화면에 가상현실로 자신의 상체에 신체
의 구조가 보여 현실감이 있게 수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옷의 해
당 장기의 이미지를 터치하면 화면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
화된 상세 정보가 출력되어 기억이 오래 남는 수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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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활용방안

기존의 흡연 예방 교육을 보면, 흡연 유/무의 폐 사진을 비교하
고 왜 피면 안 되는지를 일반적인 패턴의 교육을 했다. 

그러나 이 Clothing Wearable을 사용한다면 흡연을 하면 신체
가 어떻게 되는지 보다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
어서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