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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odular smart clothing system for heart rate monitoring that reduces the 

inconvenience caused by battery charging and the large size of measurement devices. The heart rate monitoring 

system was modularized into a temporary device and a continuous device to enable heart rate monitoring depending 

on the requirement. The temporary device with near-field communication (NFC) and heart rate sensors was 

developed as a clothing attachment type that enables heart rate monitoring via smart phone tagging when required. 

The continuous device is based on Bluetooth Low Energy (BLE) communication and batteries and was developed 

to enable continuous heart rate measurement via a direct connection to the temporary device. Furthermore, the 

temporary device was configured to connect with a textile electrode made of a silver-based knitted fabric designed 

to be located below the pectoralis major muscle for heart rate measurement. Considering the user-experience factors, 

key functions, and the ease of use, we developed an application to automatically log through smart phone tagging 

to improve usability.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heart rate measurement, we recorded the heart rate of 10 

healthy male subjects with a modular smart clothing system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e heart rate values 

measured by the Polar RS800. Consequently, the average heart rate value measured by the temporary system was 

85.37, while that measured by the reference device was 87.03, corresponding to an accuracy of 96.73%.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device (T value = -1.892, p = .091). Similarly, 

the average heart rate measured by the continuous system was 86.00, while that measured by the reference device 

was 86.97, corresponding to an accuracy of 97.16%.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erms of the heart rate 

value between the two signals (T value = 1.089, p = .304).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modular clothing system that can measure heart rat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user. The developed modular 

smart clothing system for heart rate monitoring enables dual product planning by reducing the price increase due 

to unnecessary functions.

Key words: Heart Rate Monitoring, Modular Smart Clothing System, Temporary Device, Continuous Device, 

NFC(Near Fiel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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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심박 측정용 기기  의류에 있어 배터리 충   기기의 부피감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목 에 따른 심박 측정을 가능  하는 심박 측정용 스마트 의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다. 

1조하경: ㈜비와이엔 블랙야크 기획본부 R&D  부장
2†(교신 자) 조상우: 호서 학교 골 산업학과 교수 / E-mail：chogolf@hoseo.edu / TEL：041-540-5886
3조 연: ㈜비와이엔 블랙야크 기획본부 R&D  과장

감성과학
제23권 2호, 2020
<연구논문>

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23, No.2, pp.51-60, 2020

https://doi.org/10.14695/KJSOS.2020.23.2.51



52  조하경․조상우․조 연

심박 측정 기기는 2가지 타입으로 모듈화되어 개발되었으며, 탈부착을 통해 목 형  지속  심박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목 형 심박측정 기기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심박 센서를 내장하고 필요시에 스마트 폰 

태깅을 통해 심박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의류에 부착된 타입으로 개발되었으며, 지속형 심박 측정 기기는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  배터리를 내장하여 목 형 기기와 결합을 통해 통신  원을 지원, 지속 으로 

심박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심박 측정을 한 섬유 극은 은사 기반의 편물 극으로, 심박 측정에 

용이하도록 흉근 아래에 치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목 형 심박측정 기기가 극과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다. 연동

되는 어 리 이션은 사용자 경험요소, 주요기능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용성 향상을 하여 

스마트 폰 태깅을 통해 자동 동기화가 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박측정 스마트 의류 시스템의 심박측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하여, 10명의 20  남성 피험자를 상으로 2단계의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 으며, POLAR 

RS800을 통해 측정되는 신호를 기  심박으로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목 형 스마트 의류 시스템의 평균 심박수는 

85.37, 기  기기 심박수는 87.03으로 96.73%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T 값 –1.892 (p=.091)로 두 

신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형 스마트 의류 시스템의 평균 심박수는 86.00, 기  기기 심박수

는 86.97로 97.16%의 정확도를 보 으며, T 값 –1.089(p=0.304)로 두 시스템 간의 측정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목 에 따라 심박측정이 가능한 모듈형 스마트 의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 모듈화 된 심박측정 의류 시스템 개발로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임으로써 이원화된 상품 

기획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주제어: 심박 측정, 모듈형 스마트 의류 시스템, 목 형 기기, 지속형 기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1. 서론

최근 건강과 운동에 한 심이 높아지는 라이  

스타일과 평균 수명의 증가 등 사회 상의 변화  

5G 시 의 진입과 같은 기술의 속한 발 으로 인해, 

생체신호 측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의류  

기기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Chen et al., 2017; Lu 

et al., 2018; Park & Lee, 2019).생체 신호 측정 스마트 

의류의 어 리 이션 분야는 헬스 어, 트 이닝, 의

료, 공공안  등으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세부 목 에 따라 간편하고 실용 인 형태로 발

하고 있다(Perego et al., 2012). 재 생체 신호 측정 

스마트 의류는 식·비 식 센서를 활용하여 심박, 

호흡량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의 제품(Lu et al., 2018; 

Park & Kim, 2019), 동작인식 시스템을 통해 동작  

자세를 측정, 모니터링 하는 기능의 제품(Im & Ko, 

2017; http:/www.heddoko.com; http://wearablex.com) 

 근 도를 활용하여 근육의 활동 정도를 측정, 모니

터링하는 기능의 제품(http://www.liveathos.com) 등 심

장 활동, 근육 활동  동작 측정기술을 심으로(Jung 

et al., 2017) 연구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 

생체 신호 측정 스마트 의류의 연구는 기본 인 기기 

개발을 통한 신호 측정의 정확성, 효용성 연구의 측면

에서 나아가 소비자 라이  스타일  사용 시나리오

에 기반하여 제품의 기획 요소, 디자인, 어 리 이션

의 UX 분석 등 사용자 심의 연구로 세분화되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개발·상용화되고 있는 심박 측정용 스마트 의류의 

제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배터리의 크기  충

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여 사용자 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듈형 심박 측정 의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심박 측정 스마트 의류의 기술 동향

 

심박 측정 기능의 의류 제품은 도성 섬유를 기반으

로 하는 식 심박 측정 기술과 비 식 심박 측정 

기술로 구분된다. 식 심박 측정 기술은 도성 섬유

를 기반으로 임상용 표  리드(Lead)를 축소한 2 극, 

3 극 방식으로 심장 활동 시 일어나는 기  변동을 

측정하는 항식(resistive) 측정 방식(Ch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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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ziane et al., 2013; Taji et al., 2013)에 한 연구가 

표 이다. 비 식 심박 측정 기술로는 심장의 움직

임에 의해 심장과 극 간의 변화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정 용량(capacitive) 측정 방식(Gi et al., 2015; Lee et al., 

2014; Nemati, E. et al., 2012), 자계유도성 도율을 기반

으로 심장의 움직임으로 인한 인덕턴스(inductance) 변화

로 심장 활동을 측정하는 유도성 용량 측정 방식(Gi et 

al., 2013; Koo et al., 2015; Koo et al., 2017), 센서에 

힘이 가해질 때, 직물의 기  항이 변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압 (piezoelectric) 측

정 방식(Cho et al., 2008; Kaisti et al., 2017) 등 다양한 

센서를 용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Resistive type
(Song et al., 2010)

Capacitive type
(Lee et al., 2014)

Inductance type
(Gi et al., 2015)

Piezoelectric type
(Kaisti et al., 2017)

Fig. 1. Measurement types of heart rate monitoring 

 

2.2.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의 사용성 연구

 

생체 신호 모니터링 제품 측면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의류는 패션 제품으로의 부가가치를 강조, 소비

자들은 디자인을 시하며(Kang, 2015), 생체 신호 측

정용 스마트 텍스타일의 심미성, 사용용이성, 합리  

가격이 소비자 요구조건으로 도출(Jang et al., 2017)되

었다. 한, 문 트 이 와 일반 소비자의 생체 신호 

모니터링 목 의 차이와 수용 태도를 분석하고(Jung et 

al., 2017), 스마트 의류의 상품기획을 한 감성 차원을 

제시하 으며(Cho et al., 2014), 심박센서 웨어러블 기

기의 디자인을 하여 단순성, 신뢰, 편의, 오락의 네 

가지 디자인 요소를 도출․제시(Lee & Pan, 2017)하는 

등 제품 기획을 한 요구사항 심의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생체 신호 모니터링의 어 리 이션, 피드백에 한 

연구는 지속  동기부여를 한 모바일 헬스 어 UX 

디자인 연구(Seo, 2015), 사용자의 능동  참여를 유도 

 디자인에 한 경험 모델에 한 연구(Park & Kim, 

2016), 심박센서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자 가치제공을 

한 어 리 이션 디자인 도출(Lee & Pan, 2017), 웨

어러블 기기의 운동  시각, 청각, 각 피드백 방식의 

연구를 통해 멀티 모달 피드백 방식의 니즈 확인  

운동에 한 기  패턴을 내재화 할 수 있는 기기 피드

백 제안(Yoo et al., 2016), 시니어 세 를 한 개인 맞

춤형 운동처방 목 의 U-Hospital 솔루션(Park & Lee, 

2019) 등 사용자 심의 요소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3. 연구방법  차
 

3.1. 사용자 시나리오 도출  시스템 개발
 

사용자 목 에 따라 심박 측정이 가능한 모듈형 의

류 시스템 개발을 해 페르소나(Persona) 제작  고객 

여정 맵(Customer journey map)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

항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 다. 사용자가 심박 

측정을 원하는 경우, 의류에 부착된 기기에 스마트 폰

을 태깅(Tagging)하면 기기에 내장된 센서와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통해 심박을 측정하고, 측정된 

심박을 어 리 이션으로 송하는 목 형(Temporar

y1)) 시나리오  지속  심박측정을 원하는 경우 목

형 기기(NFC 통신 모듈) 에 지속형(Continuous) 기기

(배터리가 내장된 블루투스 통신 모듈)를 부착하면 지

속 으로 심박 측정이 가능한 지속형 시나리오를 도출

하 다. 이때, 스마트 폰 태깅을 통해 어 리 이션에 

자동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직  동기화

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근성을 높이도록 구

성하 으며, 선택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 기기를 이원

화함으로써 원가 감  사용자 심의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 다.

1) 목 형 시나리오  기기는 사용자의 목 에 따라 NFC를 

통해 단발  심박 측정을 지원하므로 Temporary Sceanario 

 Device로 명명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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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ser scenario 

3.2. 피험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박 측정 의류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되는 심박 신호의 정확도 측정을 하여, 20  남

성 10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피험자의 

신체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 다.

 

Subject Age Height Weight Chest size Waistline

A 26 170 67 97 86

B 26 177 78 92 88

C 24 175 67 93 86

D 25 172 74 96 89

E 26 172 68 96 89

F 28 173 76 96 85

G 26 172 74 91 87

H 24 173 76 94 86

I 27 171 77 98 89

J 26 173 78 94 9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듈형 심박 측정 의류 시스템

의 신뢰성 검증을 하여 2단계의 단계별 실험을 설계, 

진행하 다(Fig. 3). 1단계 실험은 목 형 기기가 부착

된 의류를 착용한 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5분간 

4km/h의 속도로 트 드 에서 걸은 후 정지 상태에서 

NFC를 통해 심박을 측정하 다. 2단계 실험은 지속형 

기기를 부착한 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5분간 4km/h의 

속도로 트 드 에서 걸으면서 지속 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1분마다 심박수를 장하여 총 5번의 심박

수 평균값을 구하 다. 단계별로 3번씩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하 다.

 

Fig. 3. The experiment protocol

실험을 하여, 상용화 된 심박 측정기를 착용하고 

그 에 개발된 의류 시스템을 착용하여 동시에 심박을 

측정하도록 하 으며, 상용화된 심박 측정기와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심박수를 비교하여 

정확도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심박 측정기는 선행연구(Hernando et al., 2017; 

Hernando et al., 2018; Quintana et al., 2012)에서 신뢰

성이 입증된 POLAR RS800™을 사용하 으며, 이를 통

해 측정된 심박수를 기  값으로 하 다. 신호의 정확

도  신뢰성 분석을 하여 선행연구(Back & Cho, 

2018; El-Amrawy & Nounou, 2015)의 정확도 분석방식

을 용하여 심박수의 정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 으

며, SPSS 24.0을 사용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논의
 

4.1. 심박측정 의류 디자인  개발
 

심박 측정을 한 극은 은사 편물을 기반으로 길

이* 비 15cm*1cm의 크기로 구성하 다. 극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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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면 항 측정 결과, 평균 면

항은 약 284.5mΩ/sq, 표 편차 4.6으로 나타났다

(Table 2).

 

 
Sheet resistance (mΩ/sq)

1 2 3 4 5

Knitted 
electrode

280.1 289.2 284.3 290.4 280.0

Table 2.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Knitted electrode for heart
rate monitoring

심박 측정 극은 심박 측정에 합한 극의 치와 

기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의복 구성상의 앞 심선을 

기 으로 좌·우 2.5cm의 간격을 두고 흉근 아래 부

(Cho & Lee, 2015)에 2 극 타입으로 구성하 으며, 

기기는 극의 사이에 치하도록 설계하 다(Fig. 4).

Fig. 4. Textile electrode for heart rate monitoring

Fig. 5. Clothing for heart rate monitoring
(above : outside / below : inside)

한, 의류에 부착된 기기가 의류와의 신장율 차이

로 인해 분리되지 않도록 기기 부착 부 에 직물을 덧

어 신장 부 를 제한하 으며, 극은 심 테이

(seam tape)로 고정하여 피부 착성을 높이는 디자인

으로 고안되었다.

4.2. 심박측정 기기 개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목 에 따른 모듈형 심박 측

정 의류 시스템 개발을 하여, 필요시에 스마트 폰 태

깅을 통해 심박을 측정하도록 하는 목 형 기기와 지

속 인 심박 측정이 필요한 경우 목 형 기기 에 연

결(Fig. 6), 지속 인 심박 측정을 지원하는 지속형 기

기로 구성하 다(Fig. 7).

Fig. 6. Device Design for Heart Rate Monitoring

Fig. 7. Devices for heart rate monitoring
(Left: Temporary device, Right: Continuous device)

 
4.2.1. 목 형 심박 측정 기기 개발

목 형 기기는 Fig. 8과 같이 심박측정 센서와 NFC 

통신 모듈을 내장, 스마트폰 태깅 시 심박 측정, 신호 

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으며, 방수 설계를 용하

여 세탁성을 확보, 의복에 부착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본 기기는 리벳(rivet)타입의 연결부 A와 A’의 결합

을 통해 의류 안쪽에 치한 극과 연결되도록 설계

되었으며(Fig. 8), 연결부 B를 통하여 지속형 기기(연결

부 B’(Fig. 11))와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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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struction rendering of temporary device 
for Heart Rate monitoring 

Fig. 9. Temporary device for heart rate monitoring

 
4.2.2. 지속형 심박 측정 기기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형 기기는 NFC 기반의 목

형 기기와 연결, 원 공   통신 기능을 지원하여 

지속  심박 측정이 가능하도록 BLE(Bluetooth Low 

Energy)  배터리로 구성되었다. 본 지속형 심박 측정

기기는 연결부 B’를 통해 목 형 기기(연결부 B(Fig. 

9))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충 은 무선 

충 방식으로 설계되었다(Fig. 10).

Fig. 10. Construction rendering of Continuous Device 
for Heart Rate monitoring

Fig. 11. Continuous Device for Heart Rate monitoring

 

4.3. 심박 모니터링 어 리 이션 개발 

 

심박 모니터링 어 리 이션 개발을 하여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유사한 기

능을 갖는 어 리 이션의 경험 요소  주요 기능, 사

용 문제  등을 분석하여 사용성이 향상된 어 리 이

션을 개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은 사용의 편의성, 정보의 명확성과 재미 요

소, 심 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 리

이션은 사용자의 목 에 따라 목 형 기기, 지속형 기

기를 선택하여 각각의 목 에 따른 기능 근이 용이

하도록 하 으며,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기기 에 스

마트 폰을 가져다 면 NFC를 통해 어 리 이션에 

자동 동기화가 되도록 구성하 다. 내용의 구성은 심박

수를 직 으로 표 하고,  운동 정보 등의 필수

요소  같은 연령층에서의 심박 수 비교 등의 재미 

요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Fig. 12. Application for Heart rate monitoring

 

4.4. 심박 측정 의류 시스템 평가결과 

 
4.4.1. 목 형 심박측정 의류시스템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목 형 심박측정 의류 시스템에

서 측정된 평균 심박수는 85.37로 87.03의 심박 측정 

결과를 보인 기  값과 비교하 을 때, 96.73%의 정확

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명의 피험자의 결과

에서 정확도 94.14%에서 99.17%의 범주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Table 3), T-test 결과 T 값은 –1.892, 

유의확률 .091로 두 값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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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easurement 
value average 

reference value 
average accuracy(%)

A 80.33 83.00 96.79%

B 83.67 86.67 96.54%

C 82.33 85.00 96.86%

D 80.33 85.33 94.14%

E 91.67 94.33 97.17%

F 79.67 80.33 99.17%

G 82.67 86.00 96.12%

H 92.33 91.00 98.56%

I 89.67 85.00 94.80%

J 91.00 93.67 97.15%

평균 85.37 87.03 96.73%

Table 3. Comparison of heart rate value between  temporary
device and reference device(Polar RS800)

Average 
value

S.D.
t-value

(P)

measurement 
value 

85.367 5.175 -1.892
(p=.091)

reference value 87.033 4.550

Table 4. Reliability of heart rate value between temporary 
device and reference device(Polar RS800)

 
4.4.2. 지속형 심박측정 의류 시스템 평가 결과

지속형 심박측정 의류 시스템에서 측정된 10명의 피

험자 평균 심박수는 86.00, 기  기기에서 측정된 평균 

심박수는 86.97로 97.16%의 정확도를 보 으며(Table 

5), T-test 결과 –1.089, 유의확률 0.304로 두 신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Subject
measurement 
value average 

reference value 
average

accuracy(%)

A 81.33 84.67 96.06%

B 84.33 84.67 99.61%

C 84.67 80.33 94.88%

D 80.33 83.67 96.02%

E 92.33 94.33 97.88%

F 81.67 81.67 100.00%

G 82.67 86.00 96.12%

H 91.00 87.67 96.34%

I 90.67 92.67 97.84%

J 91.00 94.00 96.81%

평균 86.00 86.97 97.16%

Table 5. Comparison of heart rate value between continuous 
device and reference device(Polar RS800)

Average 
value S.D. t-value

(P)

measurement 
value 86.000 4.716 -1.089

(P=.304)
reference value 86.968 5.067

Table 6. Reliability of heart rate value between continuous 
device and reference device(Polar RS80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박 측정 스마트 의류 시스템의 제

한 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터리 부피  충 으로 인

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하여, 사용자의 필요

에 따라 목 형, 지속  측정이 가능한 모듈형 심박측

정 의류 시스템을 개발, 제시하 다. 본 심박측정 의류 

시스템은 사용자가 심박측정을 원할 때 스마트 폰을 

의류에 내장된 기기에 태그하면 심박을 측정, 송을 

통하여 어 리 이션에 자동으로 연동․기록되도록 

구성하는 목 형 기기  지속 인 심박측정을 원하는 

경우, 목 형 기기 에 BLE 통신과 배터리를 지원하

여 지속  심박 측정이 가능한 지속형 심박 측정기기

를 개발하 다. 연동 어 리 이션은 목 형/지속형 

기기를 분리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으며, 직

이며 심 한 심박수,  운동 정보 등의 내용으

로 구성하 다.

개발된 심박 측정 의류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하여 목 형, 지속형 모니터링을 각각 착용하고 심박 

신호를 측정하 으며, Polar RS800TM을 통해 측정된 

심박수와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목 형 심박측정 의류 시스템은 기  심박

수 비 96.62%의 정확도를 보 으며, 지속형 심박측

정 의류 시스템에서는 기  심박수 비 96.79%의 정

확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박 측정 의류 시스

템은 기존 상용제품과 유사한 심박 측정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어 리 이션 근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폰 태깅을 통해 자동 동기화가 가능한 

NFC 기술을 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 반 한 

제품으로 개발하 다. 최종 개발된 심박 측정 시스템은 

기존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모듈화 된 기기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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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을 이

고 이원화 된 상품 기획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심박 측정 시스템의 배터리  충

으로 인한 불편함을 이고 사용자의 목 에 따라 

심박 측정 기능을 단계화 한 모듈형 심박측정 스마트 

의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능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개발과 기능 검증에 을 두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많은 피험자로부터 결과를 추출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

다. 이에 성별  연령을 확장하여 개발 시스템 반에 

한 사용자 심의 실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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