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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smart textile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nd the demand is increasing 

integration of an electronic fiber circuit. The garments are an attractive platform for 

wearable device. This is one of the integration techniques, which consists of is the 

selective introduction of conductive yarns into the fabric through knitting, weaving or 

embroidering. The aim of this work is to develop a golf bend driven prototype design for 

an attachable Arduino that can be used to assess elbow motion. The process begins with 

the development of a wearable device technique that uses conductive yarn and flex sensor 

for measurement of elbow bending movements. Also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resistance value of zigzag embroidery of the conductive yarns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the fabrics. Furthermore, by forming a circuit using an Arduino and flex sensor the 

prototype was created with an assistance band for golf posture training.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o those interested in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smart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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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그재그 자수             wearable device( ), zigzag embroidery( )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8 4

2

서론I. 

산업 및 학문 사이의 융합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섬유패션 분야에서도 다양한 다른 ․
분야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조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 

따라 스마트 섬유에 대한 개발이 널리 요구되고 

있다(Choi, Kim, & Song, 2012; M. Kim & Kim, 

2013; Ko & Kim, 2013; S. Lee, Lee, Kim, & Kim, 

2008; Y. Lee & Kim, 2011; Park & Kim, 2013).

일반적으로 스마트 섬유에 포함된 섬유들은   

비전도성을 보유한 섬유에 전도체를 충전함으로써 

전도성을 발현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 

유연한 속성을 지니는 섬유 및 의류의 표면에 

기존에 사용되던 구리 도전사를 이용한 

케이블 형상의 와이어 를 부착하게 (cable) (wire)

되면 인체는 뻣뻣함으로 인한 이질감과 와이어의 , 

중량감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또  인체의 . 

동작에 따라서 직물의 표면이 변형될 때 기기간의 

연결에서 오는 접촉 불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Silva, Gonçalves, & Carvalho, 따라서 2013). 

스마트 섬유는 와이어대신 도전성 원사를 직접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 이 (Wireless system)

연구되고 있다. 

도전성 섬유는 재료의 특성과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은으로 코팅된 원사는 우수한 전도성과 낮은 

접촉저항 그리고 인체무해성의 장점으로 직조(H. 

Song et al., 2010; Zysset, Cherenack, Kinkeldei, 

& Troster, 편성 2010), (Paradiso, Loriga, & 

Taccini, 2005; Zhang, Tao, Yu, & Wang, 2006), 

또는 봉제(Gioberto, Coughlin, Bibeau, & Dunne, 

2013; Post, Orth, Russo, & Gershenfeld, 2000; 

Zheyu, Lanlin, Bayram, & Volakis, 와 같은 2012)

방법으로 응용되어 연구된다 그 중에서 봉제는 .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전도성 섬유를 써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은으로 코팅된 도전성 

원사는 봉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하여 신장률 변화와 반복신장에 의한 

전기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Ryu, 2012), 

같이 합쳐져서 봉제될 원단의 물리적 역학적 , 

특성을 객관적으로 계측해야하며 봉제하여 부착될 , 

스마트 의류용 기기(Arduino, 등 와의 sensor )

봉제성능을 고려하여 최종제품인 의류의 품질을 

예측해야만 한다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 

도전사로 봉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출력이 고르지 않거나 합선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Ha & Kim,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전사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한 재봉틀 봉제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직선 , 

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의 형태로 각각 (zigzag) 

봉제될 때 전기적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 

착용 시 인체의 동작에 따라 변형되는 소재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 저항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재 위에 직선 스티치와 , 

지그재그 스티치를 봉제한 후에 이들을 인장변형 

시키고 도전사의 저항 변화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소재가 지닌 다양한 속성에 따라 지그재그 

스티치의 변화되는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소재들을 인장하여 

변형시키고 도전사의 저항 변화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계측한 도전사의 봉제 

특성이 실제 스마트웨어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팔꿈치에 착용하는 기반의 e-textile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한 보조밴드 이하 (

골프 훈련용 밴드로 지칭함 를 고안하여 실용적인 )

기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인체 관절 동작  

모니터링이 반복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 골프 

초보자가 골프자세를 훈련할 때 유의해야하는 기본 

동작 중 하나인 백스윙의 톱 동작의 자세를 행할 때 

오른쪽 팔꿈치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훈련과정에서 . 

팔꿈치 각도인 45∼ 도 사이의 90° 저항의 값을 

안정적으로 계측하고 골프 훈련자가 각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굽힘센서 의 변형에 따라 변화하는 (flex sensor)

저항의 값을 아두이노 마이크로 (Arduino) 

컨트롤러(micro-controller)로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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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구성하였다 이 때 아두이노의 출력단에 . 

배치된 버저( 를 사용하여buzzer) 음향신호로  

변환시킴으로써 훈련자가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설계 하였다 그리고 이와 . 

같이 제작된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실제 골프훈련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의 방향은 

학제 간 협력 또는 전문 분야 교육에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II. 

골프운동과 스마트 의류  1. 

  스마트 의류는 컴퓨터와 의복이라는 별개의 두 분

야 간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단지 컴, 

퓨터를 물리적으로 의복 속에 병합하는 것이 아니

라 착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의복에 의해 최대, 

한 발휘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스포츠에 (Cho, 2006). 

과학이 접목된 동작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신체 

운동량의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르

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세교정을 . 

받기를 원하는 운동인 골프에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 

Kim, Lee, & Ahn, 2011; C. Song, 2008; Lim, 

스마트 의류는 센서 프로세서 액추에이터2013). , , , 

전원의 디지털 시스템의 요소로 구성되어 진다 이 . 

중 센서는 외부 자극을 받아 이것을 전기 신호로 변

환하는 소자이며 액추에이터는 감지된 신호를 필요, 

한 신호로 전환하여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행

하는 도구이다(Feng et al., 선행 연구된 골2012). 

프용 스마트 의류는 관성센서 가속도센서 각속도 , , 

센서 지자기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하여 , 

착용자가 골프 동작을 취할 때에 움직임을 전기 신

호로 변환하여 자세를 측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

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센서들은 노. 

이즈에 민감하여 연구자들은 함수 값을 계산하여 별

도의 필터처리를 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다 최근. 

에 개발된 아두이노 와 같은 단순 버전의 (Arduino)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기판에 다양한 센서나 부품 등

의 장치를 도전성 원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연결하

여 사용하는 장점으로 컴퓨터나 기계공학 전공자가 , 

아닌 아티스트나 패션계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도전성 원사  2. 

직물기반 전기회로는 저항 센서 변환기와 같은   , , 

개별적 회로성분을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도전성 

원사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Roh, Chi, Lee, 

Nam, & Kang, 2010). 도전성 섬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금속 반도체 카본블랙 및 금속 산화물 , 

등의 도체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저항이 비교적 낮게 

만든 섬유를 일컫고 있다. 도전사는 금속사(metal 

일반사와 전도성 금속원사를 합사한 wire), 

사 금속섬유사(twisted metal wire), (metallic fiber), 

전도물질을 섬유에 코팅한 원사 가 (metal coating)

있다(Akita, Shinmura, Murakami, Yao, & Toda, 

섬유 고유의 성질 강신도 가소성 유연성 2006). ( , , 

등 을 가지면서 전도 성분인 금 은 구리 니켈 ) , , , 

등의 금속성 피막을 형성시키는 코팅사는 박 을 (foil)

고열로 고착시키는 진공증착법이나 스퍼터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은으로 코팅된 원사는 . 늘어났을 때 

표피의 금속도금이 손상되어 표피 깊이가 불균일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Shaw, Long, Werner, & 

Gavrin, 2007), 신장률 변화와 반복신장에 영향을 

받아 저항이 변화 되는 단점이 있다. 도전사의  

저항의 값이 커질수록 전류가 흐르기 어려우며,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 또한  

섬도가 굵고 필라멘트수가 많을수록 신장률에 대한 

저항 변화의 폭이 적으며 같은 섬도에서는 , 

필라멘트수가 적을수록 반복신장에 대한 저항 

변화가 적다(Ryu, 도전사 저항의 단위는 2012). 

Ω/ , ㎝ Ω/m, Ω 로 사용되며 도전사의 일반적인 /inch

직경은 8 50∼ ㎜, 전기저항의 범위는  10∼500 Ω/m 

정도이다(Gimpel, Mohring, Muller, Neudeck, & 

Scheibner, 2004). 최근에는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하거나 그래핀이나 탄소나노튜브 를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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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로 실용화를 위한 폭넓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도전성 원사를 사용한 선행연구  3. 

도전섬유가 의복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연  

성 탄력성 굽힘성 전단성을 가져야한다 이와 같, , , . 

은 특성을 지니기 위해 도전사를 사용하여 필요한 

간격과 배열에 따라 직조 편직 봉제하는 방식이 , , 

사용되고 있다. 

직조 1) 

는 직경 의 구리선  Marculescu et al. (2003) 40 mμ

을 섬도가 다른 종류의 폴리에스테르사와 각각 합사

하여 평직으로 직조하고 밀도와 방향 등의 조건을 , 

변경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 높은 신호 무결성

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도전성 섬유의 사용 . 

가능성을 신호 전송 전원 공급 제어 및 전송용으, , 

로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전사는 절연코팅이 되어있지 않아   

섬유를 교차하여 회로를 구성할 경우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 은 자카드 H. Song et al. (2010)

직기를 사용하여 이중직으로 제직하고 도전사와 , 

일반사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경사와 위사의 

전기적 접촉면을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Zysset et 

는 경사는 도전사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al. (2010) , 

표면 코팅된 전도성 필름을 레이저 커팅 후 

삽입하여 직조함으로써 전기적 단락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니트 2) 

도전사를 니트 구조로 편성하는 경우 조직의   , 

신축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루프상태의 도전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Zhang et al. 

은 (2006) 도전사를 사용하여 편성한 편물에 대해서 

신축성과 저항 그리고 뜨개질한 코와 코 사이의 

접촉 저항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Paradiso et al. 

(2005 는 편성된 소재의 조직을 육각저항 모델과 )

역학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 

코스방향으로 실이 겹쳐질 때 접촉력과 함수법칙에 

의해서 접촉저항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Li et al. 

(2008)는 니트의 신축성으로 인하여 니트를 

잡아당겨서 늘어났을 때에는 도전사의 길이가 

변화되며 이때의 힘은 저항의 값과 관계가 있다고 , 

하였다 은 니트가 신장될 때에는 길이 . Figure 1

외에도 조직의 모양도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며, 

은 Yuehui and Chappell(2008) 실의 구조 직물 편물( / , 

실밀도 실두께 주자직 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 , )

시료를 제작하고 비교한 결과 니트의 전기적 특성이 

직물에 비해 더 양호하다고 하였다.

봉제 3) 

와 과 같이 봉제는 손바느질이나   Figure 2 Figure 3

재봉기계로 원단에 도전사를 박아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이며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기계봉제는 재봉 바늘에 끼워진 윗실. 

이 봉제하고자 하는 천을 관통하여 천의 아래에서 

밑실과 서로 얽혀 천을 봉합하는 것으로 도전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직렬구조로 기판에 연결되는 것

이다 따라서 봉제의 모양이나 기계의 (Orth, 2002). 

압력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저항의 값은 변화한

다 년 에서는 여러 종류의 도전사. 1998 MIT (100 Ω

의 범위의 저항의 값 를 사용하여 손바느질로 원/m )

단에 전자 부품을 부착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

며 년에는 전자회로를 자수 로 패턴화 시, 2000 CAD

키고 고속자수기를 사용하여 도전사를 봉제함으로

써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고 유연하며, , , 

드라이클리닝도 가능한 재킷을 개발하였다 (Post et 

봉제의 자수 종류는 직선스티치로부터 al., 2000). 

새틴스티치와 체인스티치까지 다양하게 응용되어 스

마트 모델에 사용되고 있다. Meyer, Arnrich, 

Schumm, and Troster 는 은으로 코팅된 멀티(2010)

필라멘트사 형태의 도전사 를 간격(120 /m) 5.4 Ω ㎜

으로 봉제하여 앉아있는 자세를 분류하기 위한 섬, 

유 압력 센서의 모델을 설계했으며, Kanna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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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gital Knit Fabrication
- Dion(2013), p.100

Figure 2. 
Embroidered 
Meandering 
Structure for 

Protective Clothing
- Kallmayer & Simon 

(2012), p.2 

Figure 3. 
T-Shirt of 

Embroide Red 
Conductors

- Linz, Kallmayer, 
Aschenbrenner, & Reichl

(2006), p.24

Figure 4. 
Stretchable

Thermometer 
for Fever 
Monitoring

- Axisa et al. (2007), 
p.5689 

Neelaveni and Thilagavathi 은 폴리에스테르 (2013)

소재 에 은으로 코팅된 나일론 도전(11 × 11 )㎜ ㎜       
사를 각각 와 씩 새틴스티치로 기계 봉제50% 100%

하여 전극과 세탁성을 비교하고 가 사용된 도전50%

섬유로 환자를 위한 생체신호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 

Strazdiene, Blaževic, Vegys, and 

Dapkuniene 는 엘라스틱 테이프에 스테인레스 (2007)

스틸 도전사를 체인스티치로 봉제한 섬유센서를 개

발하여 신축성에 따른 변화를 기록하였다.

신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면 라이크라   /

혼용사에 폴리프로필렌과 카본으로 코팅한 직물에 

대한 연구(Lorussi, Scilingo, Tesconi, Tognetti, & 

De Rossi, 2003; Scilingo, Lorussi, Mazzoldi, & 

와 실 자체에 신축성능의 변화를 De Rossi, 2003)

주기위해 선형구조로 된 신축성 도전사를 사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Atalay & Kennon, 2014). 

신축성 도전사는 은도금된 고분자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성이 양호하고 반복적인 동작에도 ,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신축성 . 

있는 도전사가 변형되었을 때 조직의 변형과 저항의 

변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축성 실 . 

외에도 신축성 소재와 결합한 연구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의. Figure 4  는Axisa 정도의  20~30% 

연신율을 갖는 신축기판에 물결무늬 모양의 배선을 

삽입함으로써 당김이나 구김 등의 변형을 가했을 때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설계하였다.

연구방법 III. 

본 연구의 목적은 신축성 섬유에 도전사를   

사용하여 굽힘센서의 활용가능성 여부와 인체의 

근육과 동작을 고려하여 실용 가능한 골프 훈련용 

밴드의 주요 요건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 

범위로서 골프용 소재의 기능적 특성이나 봉제 

방식의 특성 착용자의 체형 특성 등이 미치는 , 

영향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도전사의 합사 및 신장변형에 의한     1. (ply) 

저항 변화     

실험에 사용된 도전사의 섬도는 이  270d (Denier)

며 가닥이 방향으로 꼬인 멀티필라멘트사이다, 24 S . 

폴리에스테르 원사에 순도의 은 입자(PET) 99% (Ag)

가 의 농도로 코팅되었다 도전사는 실험실에10wt% . 

서 평행한 상태로 합 합사가 되도록  준비하였2 , 4

다 도전사의 신장률은 이들 합 합 합의 원사. 1 , 2 , 4

를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유효시료장 에 대하여 8㎝

최대변형을 로 설정하고 인장속도15% , 150 /min ㎜

로 회 반복 변형시켜 측정하였다 물리적 자극에 2 . 

따른 도전사의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

극과 도전사가 밀착되도록 와 Figure 5 같이 도전사

의 양끝에 저항 측정기를 붙이고 그 위에 의 2.5㎠

동판을 얹고 플라스틱 판넬을 올린 후 하중을 10kg 

가해 저항의 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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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surement of Conductive Yarn Tensile and Resistance

Figure 6. Method of Sewing a Straight Stitch and Zigzag Stitch

 

봉제 방식에 의한 저항의 변화  2. 

본 연구는 비교적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두  

이노와 도전사를 사용하여 골프 훈련용 밴드를 제작

하고 제작에 앞서서 도전사의 봉제에 적합한 특성, 

을 데이터화하는 것이므로 봉제도구는 가정용 싱거 , 

재봉틀을 사용하였다 직선 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 

치 봉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표면에 

가공처리가 안된 광목을 기본시료 경사 위사( × ; 15×8

로 하여 과 같이 의 길이로 직선 스) Figure 6 10㎝ ㎝

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로 각각 봉제하였다 봉제방. 

법은 에서 측정된 저항의 값과 저항 변화를 Table 1

참고해서 윗실 겹 밑실 겹의 총 겹으로 봉제하2 , 2 4

였다 봉제의 땀수는 로 변화를 주어 . 1 , 2 , 3㎜ ㎜ ㎜

봉제하였고 과 같이 땀수에 따라 실제 봉, Figure 6

제된 도전사의 길이를 측정하여 저항을 계산하였다. 

 

봉제 방식에 의한 신장변형 및 회복 실험    3. 

후 저항 변화     

  직선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가 신장변형 및 회

복 실험 후에 저항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Figure 6

시료를 와 같은 방법으로 인장시험기를 이Figure 5

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특성에 의한 신장변형 및 회복   4. 

실험 후 저항 변화     

도전사가 소재와 맞물려 봉제될 때 소재의 기본적   

특성인 두께 무게 조직 그리고 신축성이 저항과 , , ,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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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abric
Fiber content

(%)
Thickness  ( )㎜

Weight

(g/ )㎡

1-4

5-8

9-12

13-15

16-20

Muslin 

Denim 

Non-woven fabric

Neoprene

Knit 

Cotton 100

Cotton 100

Acrylic 100

Rubber 70/PET 30

Nylon 97/Lycra 3

0.26

0.72

0.52

1.04

0.56

117.3

406.6

204.2

589.2

195.3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

종류의 다양한 소재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는 5 . 

평직의 광목 능직의 데님 섬유로만 구성된 부직포, , ,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크라가 함유된 

니트조직 그리고 니트조직 사이에 발포된 네오프렌 , 

시트가 접합되어있는 네오프렌으로 선정하였다. 

시료의 특징은 과 같다Table 1 .

굽힘센서의 저항의 값  5.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 기반 굽힘 센서를 골프자세   

훈련용 밴드에 탑재하기에 앞서 이 센서의 성능 타

당성을 평가하고 측정 가능한 동작 각도 범위를 확

인하기 위해 과 같이 굽힘센서Figure 7 (flex sensor)

를 사용하여 수평면상에 측정장치를 놓고 그 위에 , 

굽힘센서를 삽입하여 간격으로 저항의 값을 측10° 

정하였다. 

Figure 7. Measurement Results for Resistance 

of Flex Sensor

프로토타입 제작  6. 

골프 훈련자가 팔꿈치를 굽히거나 펼 때 변형되는   

소재와 발생되는 힘에 의해 저항이 변하지 않도록 

프로토타입의 회로를 설계하였다. 아두이노 마이크

로컨트롤러는 굽혀지는 팔꿈치의 움직임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굽힘센서의 저항의 값을  

를 사용하여 ADC(Analog  Digital Converter) 전압으

로 바꾸어 판단하였다 그리고 . 골프 훈련자가 유의

해야하는 기본 동작인 백스윙의 톱 동작을 할 때에 

의 각도에서의 센서값 를 검출하면 버저가 70° 2.9 V

번 특정한 음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2 . 

부속물은 네오프렌 소재 위에 도전사를 사용하여 지

그재그 스티치로 부착하며 도전사는 이와 같은 회, 

로가 잘 구성되도록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결과 및 제언IV. 

도전사의 합사 및 신장변형에 의한     1. (ply) 

저항 변화     

도전사의 합사에 의한 저항과 신장률 측정 전후의   

저항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와 같이 , Table 2

도전사가 여러 겹으로 겹쳐질수록 합사 후 저항이 

적어지며 신장률 측정 전후의 저항의 변화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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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oad at max. 

elongation(15%) kgf

Before cyclic 

deformation

Ω/㎝

After cyclic 

deformation

Ω/㎝

Increase of 

resistance

%

1 ply

2 ply

4 ply

0.34

0.54

11.3

4.07

1.04

0.81

5.03

1.17

0.85

23.59

12.50

4.94

Table 2. Measured Resistance of Conductive Yarn Subjected to Tensile Cyclic Deformation

Type Interval ( )㎜ Length( )㎝ Resistance(Ω/ )㎝

straight stitch

1

2

3

10

10

10

0.83

0.63

0.69

zig-zag stitch

1

2

3

17

14.4

10.8

1.50

1.32

1.74

Table 3. According to the Interval Measured Resistance of Straight Stitch and  Zig-zag Stitch

Type
Load at max. 

elongation(15%), kgf

Before cyclic 

deformation

Ω/㎝

After cyclic 

deformation

Ω/㎝

Increase of 

resistance,

%

straight stitch

zig-zag stitch

47.08

28.37

1.35

1.89

1.45

1.98

6.62

4.76

Table 4. Measured Resistance of Stitch Type Subjected to Tensile Cyclic Deformation

 

봉제 방식에 의한 저항의 변화  2. 

의 결과를 토대로 도전사를 각각 겹으로  Table 2 2

하여 윗실과 밑실에 사용하였다 광목위에 땀수의 . 

변화를 주면서 직선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

제한 결과는 과 같이 직선스티치 의 저Table 3 2㎜

항의 값(0.63 Ω/㎝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

다 이는 지그재그 스티치의 경우 방향이 틀어지면. 

서 바늘귀와 도전사 사이의 마찰에 의해 표면의 도

금층의 파손에 기인하여 저항이 불안정해지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봉제 방식에 의한 신장변형 및 회복 실험    3. 

후 저항 변화    

  의 직선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가 신장Table 4

변형 및 회복 실험 후에 저항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직선스티치는 이며 지6.62%

그재그 스티치는 인 것과 비교해보면 반복적4.76% , 

으로 힘을 가할 때에는 지그재그 스티치의 저항이 

직선스티치의 저항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에 의한 소재의 변형이 많은 의. 

복의 경우 지그재그 스티치가 사용하기에 더 적합함

을 제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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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sured Resistance of Conductive Yarn on the Fabric Subjected to Tensile Cyclic           

         Deformation

Type Direction 

Load at 

max. 

elongation

(15%), kgf

Before 

cyclic 

deformation

Ω/㎝

After cyclic 

deformation

Ω/㎝

Deformation 

of resistance 

rate

%

muslin 

no stitching 
Wp 28.37

Wt 25.7

conductive 

yarn

Wp 28.37 1.89 1.98 4.8

Wt 15.52 1.76 1.79 1.7

denim 

no stitching 
Wp 14.01

Wt 14.04

conductive 

yarn

Wp 23.01 1.83 1.8 -1.6

Wt 41.43 1.62 1.7 4.9

non

-woven 

fabric

no stitching 
MD 22.78

CMD 4.88

conductive 

yarn

MD 23.01 1.77 1.86 5.1

CMD 4.91 1.52 1.59 4.6

Neoprene

no stitching 
wale 1.18

course 1.52

conductive 

yarn

wale 1.23 1.71 1.73 1.2

course 1.06 1.72 1.73 0.6

knit 

no stitching 
wale 0.37

course 0.19

conductive 

yarn

wale 0.49 1.33 1.33 0.0

course 1.25 1.46 1.41 -3.4

Total Average across all specimen types 1.61 1.69 1.9

시료의 특성에 의한 신장변형 및 회복   4. 

실험 후 저항 변화    

에 의하면 시료의 방향이나 늘어나는 특성  Table 5

에 따라서 저항의 변화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 이러한 소재의 특성을 을 참조하여 비교, Table 1

해 보면 신장 용이성이 저항 변화와 더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굽힘센서의 저항의 값  5.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굽힘 센서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과 같이 굽혀지지 않을 때에는 Figure 8

1.15 Ω 로 측정되며 / 90㎝ °로 구부렸을 때에는 1.96 

Ω 로 측정되었다/ . ㎝ 각도가 별로 평균 10° 0.1

이상씩 저항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체의 팔꿈치의 , 

움직이는 각도에 반응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프로토타입 제작  6. 

앞의 실험을 통해 다양한 소재에서 도전사의 지그  

재그 스티치 봉제를 사용하여 인장실험과 저항 변화

의 비교값을 도출한 결과 와 같이 다른 소, Table 5

재들은 경사와 위사에 따라서 저항이 다르게 측정되

는 반면 네, 오프렌은 경사와 위사의 어느 방향에도

저항이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프로토. 

타입에는 현재 스포츠 의류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네

오프렌 소재 위에 도전사를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

하여 부품들을 부착하였다 도전사는 이와 같은 회. 

로가 잘 구성되도록 연결통로 역할을 하며 골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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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monstration of Angle Measurement Using a Prototype Device (Arduino/flex sensor)

Figure 8. Resistance Curve with the Change of Angle

련자가 팔꿈치를 굽히고 필 때 변형되는 소재와 발

생되는 힘에 의해 저항이 변하지 않도록 윗실과 밑

실을 겹으로 하여 의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2 2 ㎜

하였다 도전사는 개의 회로에서 사용되었으며 가. 5 , 

장 짧은 길이는 약 4.5 ㎝이며 가장 긴 길이는 약 8 

정도㎝ 이다(Figure 9).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10° 

간격의 각도별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팔을 일직선으,  

로 폈을 때부터 팔을 로 굽히고 심지어 완전히 굽90°

혔을 때도 팔관절의 측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윙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할 때에 굽힘밴드나 

도전사의 저항의 값에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 

  완성된 기반의 e-textile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용적인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골프

운동을 처음 하는 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평가하였40

다 프로골퍼가 지켜보는 가운데 . 훈련자는 실험을 위

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백스윙을 수행하였다 백스. 

윙의 탑동작에서 프로골퍼가 레슨한 피험자의 올바

른 자세는 오른손의 팔꿈치 각도가 90°일 때이며, 

이 자세에서 굽힘밴드는 와 같이 각도계로 Figure 9

60° 정도로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 . 

두이노를 통해 굽힘밴드의 각도가 60°에서 버저가 

울리도록 데이터를 변환하고 분간 반복적으로 백, 30

스윙을 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반복운동 . 

측면에서 디바이스의 버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훈련 후 착용감과 성능평가에서 . 

팔꿈치를 굽힘 때 팔꿈치 안쪽으로 소재가 접히고, 

네오프렌을 지지하는 벨크로의 조임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훈련자와 레슨자 모두 착용전보다 착, 

용하는 것이 훈련하는데 성과가 있으며 향후 지속, 

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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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전극으로 쓰일   

수 있는 도전사의 직선과 지그재그 스티치의 효과를 

비교하고 다양한 소재위에 도전사를 봉제한 후 변, 

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전사가 유연한 섬유에서 ,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아두이노 

굽힘센서 등의 설계를 시도하였고 그 성능을 평가, 

한 후 사용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 

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으로 코팅된 멀티필라멘트 도전사를 사용  , 

하여 광목에 재봉틀로 봉제할 때는 겹으로 하여 윗2

실과 밑실에 모두 사용하며 의 땀으로 봉제해야 , 2㎜

가장 저항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 

결과는 윗실과 밑실이 자주 접촉될 때 저항이 안정

적이지만 로 촘촘하게 봉제할 때는 재봉틀과의 , 1㎜

기계적 마모가 발생해 오히려 표면의 도금층이 벗겨

져 저항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용자는 소재의 특성에 맞는 땀수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

둘째 직선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의 저항을 비  , 

교분석해본 결과 직선스티치가 지그재그 스티치보다 

저항이 안정적이었다 이는 지그재그 스티치의 경우 . 

방향이 틀어지면서 바늘귀와 도전사 사이의 마찰에 

의해 표면의 도금층이 벗겨져 저항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직선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의 신장변형   , 

및 회복 실험의 결과 지그재그 스티치의 저항의 변

화가 적었다 의복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힘에 의. 

하여 소재의 형태는 반복적으로 변형되었다가 회복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 

용되는 봉제는 지그재그 스티치가 더 적합하며 특, 

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착용될수록 지그재그로 스

티치를 해야 효과적이다.

넷째 여러 가지 소재 위에 지그재그 스티치로 도  , 

전사를 봉제할 때에는 소재의 신축적인 특성 외에도 

잘 늘어나는 조직이나 소재의 방향과 같은 역학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저항의 값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며 인장강도를 측정한 후 저항의 변화도 잘 늘어나, 

는 소재일수록 저항 변화가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소재의 무게나 두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도전사를 사용하여 봉제를 할 때는 . 

소재의 특성과 소재의 방향에 유의하여 회로구성을 

해야 된다.

다섯째 다른 소재들에 비해 네  , 오프렌은 경사와 

위사 모두 저항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기e-textile 

반의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현재 스포츠 의류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네오프렌 소재 위에 도전사를 지그재그 스티치를 사

용하여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

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용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서 분간 훈련하는 실험을 한 결과 30  기반e-textile 

의 전극은 반복적으로 장시간 착용하여도 성능적으

로 부족하지 않으며 미착용보다 착용하는 것이 더 , 

나은 효과를 나타냈다 물론 모든 초보 골퍼가 . 훈련

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훈련자의 여러 가지 조건을 . 

고려하여 손쉽게 각도를 제어하는 기능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훈련자, 

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신장률 변화와 반복신장

에 의한 전기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도전사를 효과 

적으로 사용하여 기반의 e-textile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고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훈련자에게 착용감

이 더 좋도록 소재와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센서와 블루투스. 

를 연동하는 연구를 통해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나 

골프존과 같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마트폰과도 연

동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웨

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도전사와 섬유의 드레이프 인장 전단과 같, , 

은 역학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새롭게 개발 중인 전도성 . 

고분자 그래핀 그리고 탄소나노튜브 를 이용, , (CNT)

해서 착용상태에서의 성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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