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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행되었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ectrical conductivity of fabrics 

from polyester (PET) and Nylon (N) containing polyurethane (PU), with silver 

paste patterns screen-stenciled in three directions. The PET/PU and N/PU 

fabrics knitted or woven were uniaxially strain-recovered up to 22.5% in three 

times when each change in electrical resistance was simultaneously measured. 

This study established four variables that complexly affected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se specimens; fabric structures, components, cover factors, 

and the percolation of silver particles. The woven or knitted fabric structures 

did not distinctively cause the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 however, the 

woven fabrics with the diagonal patterns showed their relatively high electrical 

resistance. The PET/PU fabrics with increasing the PET proportion generally 

presented the opposite propensity to its electrical conductivity. The changes in 

electric resistance of the PET/PU 85/15 2/1 twill and double plain fabrics 

instantaneously responded to the rate of elongation. The PET/PU group 

exhibited a reverse correlation between its cover factor and electrical resistivity. 

The highest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PET/PU 95/5 interlock fabric, with 

very few fluctuations, was attributed to the deep percolation of the silver 

particles that bridged the gaps between one loop and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occurrence of the silver cracks along with the elongated direction led 

to the immeasurably high change in electrical resistance as the strai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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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노년층 인구의 증대와 맞물려 헬스모니터링 기능을 탑

재한 의복의 연구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 

년층을 위하여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소비자 수

요 역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장치의 소재인 전. 

자 섬유 에 요구되는 물성은 전기 전도성(electronic textile)

과 신축성이다 전도성 물질의 전기 전도도는 그 물질이 적. 

용된 전도성 섬유의 그 용도를 결정하며 전도성 섬유는 수, 

차례 신장 변형에도 도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 

신장 변형에도 전자 섬유의 전자 산화환원 반응을 지속하기 -

위해서는 편직물의 구성성분 제직 제편 구조 편직물 혹은 , / , 

섬유를 구성하는 실의 밀도나 피복도 섬유와 전도성 물질과, 

의 접촉 저항 전도성 물질의 크기 등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신축성 소재의 편직물 위에 전도성 재  

료인 은 페이스트를 적용하여 전기 전도도를 측정함으로써, 

전자 섬유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 

폴리우레탄을 각각 공통적으로 함유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두 가지 성분의 편성물과 직물 총 종 시료를 선정하여 , 10 

가로 세로 대각선 세 방향으로 은 페이스트 문양을 적용한 , , 

후 총 시료 장을 인장 시험기에서 회씩 신장 변형하여 , 30 3 -

그 전기 저항성 측정을 진행하였다 각 시료들을 원 상태와 . 

최대로 신장 변형한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편성물- , 

의 편환 길이와 너비 및 편환 간 편환 내의 간극을 측정하/

였다 이를 통해 우선 구성 성분과 편제직 구조에 따른 전. , 

기 전도도를 비교한 다음 편직물의 피복도 를 , (cover factor)

산출하여 각 시료의 피복도와 전기 저항성의 관계를 구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료들의 측면 현미경 사진을 통해 은 . , 

페이스트의 입자가 편직물에 접촉된 형태를 분석하여 편직, 

물의 표면 거칠기 요철과의 관련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론적�배경II.�

전자섬유에 적용 가능한 도전성 물질로는 은 나 잉크flake , 

금속 산화물 금속 분말 그리고 카본블랙 카본나노튜브 등, , , 

의 탄소 재료가 있다 그 외 또 다른 도전성 물질로는 전도. 

성 공액 고분자를 들 수 있으며 신축적이고 투명하며 인체 , 

친화적으로 편직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도성 공액 고분자로는 (Stoppa & Chiolerio, 2014).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polystyrene 

폴리피롤 등이 사용되고 있다 sulfonate (PSS), (Honarvar 

& Latifi, 2017; Seyedin, Moradi, Singh & Razal, 2018). 

의 연구 에서는 소수성의 Takamastsu et al. (2015)

과 폴리이미드 필름을 프린트 polydimethylsiloxane (PDMS)

문양의 음각 틀로 활용하여 편성물 기모노에 수용성인 , 

용액을 붓으로 덧칠하여 스텐실 프린팅 기법PEDOT: PSS 

으로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의 점탄성 성질로 . PEDOT: PSS

인해 상당히 균일한 코팅과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두꺼운 , , 

섬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도성 물질을 섬유에 적용시키는 방법 중 프린팅은 비교  

적 널리 상용되는 방법이다 와 사에서는 전도. MIT DuPont 

성의 은 잉크 물질을 티셔츠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투명 유, , 

연 기판 등에 프린팅하여 터치 센서나 전자 회로로 제작하, 

였다 의 연구 에서는 은 입자. Matsuhisa et al. (2015) flake 

를 잉크 와 물 플루오린 계면활성(4-methyl-2-pentanone) , 

제를 섞어 탄성 도체로 만들고 이를 고무 매트릭스 표면 , 

위에 스텐실 프린팅함으로써 신축성 있는 유기트랜지스터 

활성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신, 110% 

장에도 아무런 손상 없이 전자 근전도 센서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린팅 기법을 사용할 때 전. , 

도성 필러의 양이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나 신축성

은 감소하여 더욱 뻣뻣해지고 반대로 계면 활성제인 플루오, 

린의 양이 많아지면 신축성은 증가하나 전기 전도도는 낮아

진다 따라서 신축성(Matsuhisa et al, 2015; Roh, 2016). 

과 전도성을 동시에 지니면서도 프린팅이 가능한 단일 과정

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자 섬유의 도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변수는 전도성 물질의 입자 크기와 유전성 통로 공간이다. 

의 연구 에 따르면 전도성 물질 Lee, Chou and Shih (2005) , 

은 입자의 크기는 전도성 통로 형성과 관련하여 전‘ flake’ 

기저항에 영향을 미친다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은 에 . flake

나노 크기의 은 콜로이드를 첨가하면 전기 저항성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마이크로 크기의 은 입자 , flake 

간극에 나노 크기의 은 콜로이드 입자가 끼어들어가면서 필, 

름 섬유와의 접촉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이나 . 

금으로 된 또는 등과 같은 전도성 물질을 코팅flake paste 

하거나 프린팅할 경우 그 입자가 얼마나 촘촘하게 섬유와 , 

접촉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전도성 물질 입자의 크. 

기가 섬유와의 접촉 표면의 크기와 간격 요철과 거칠기 등, 

의 변수와 맞물려 연쇄적으로 전기저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또한 폴리피롤을 폴리에스터에 코팅한 직물의 표면 . 

저항은 전도성 재료인 피롤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했다 (Tong, Lijing, Xungai, & Akif, 2005; Stop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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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lerio, 2014).

두 번째 변수인 접촉 저항은 도전성 물질이 적용된 면적  , 

프린팅 문양 가로 세로 바이어스 방향 신장 변형을 시키( , , ), 

는 방향 경사 위사 방향 편직물의 짜임 구조 등과 결부( , ), 

된다 첫째 접촉면을 수축 신장시킴에 따라 접촉 저항도 . , , 

변할 수 있다 이는 전도성 물질로 프린팅된 섬유나 전도성 . 

합사로 제직한 직물을 신장시켜 변형을 주었을 때 접촉 면, 

적의 변화에 따라 접촉 저항 값이 변하기 때문이다 접촉 . 

저항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접촉 포인트의 위치 그리고 , 

접촉 포인트의 수 전도성 실로 제직 제편하는 경우는 교차( , 

점의 수 도 포함되어야 한다 접촉 포인트의 수가 많을수록 ) . 

접촉면이 커지면서 접촉 저항이 낮아지게 된다 (Xie & 

취리히 공대의 연구에서는 전도성 섬유 간 Long, 2014). , 

접촉 포인트의 위치가 불규칙적 형태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

결하고자 폴리우레탄이 코팅된 구리 합금 와이어와 폴리에, 

스터 모노필라멘트로 제직하여 경사 방향으로 고강도의 인

장 성능을 지닌 라는 도전성 직물을 개발하였다 PETEX

(Stoppa & Chiolerio, 2014). Shyr, Shie & Jhuang (2011)

는 라이크라와 카본 코팅된 를 인장 시켰을 때polyamide , 

인장 이력 저항 민감성과의 접촉 저항 간 상당히 밀접한 ,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접촉 저항은 전도성 경위사 혹은 . 

편환의 간극이 아주 근접할 때 감소한다 (Hu et al., 2017; 

또한 전도성 물질과 섬유와의 접촉 저Shyr et al., 2011). , ‘

항 변수는 신장 변형의 방향과도 결부된다’ . Hu et al. 

의 연구에서는 면 스판덱스 실과 폴리에스터 스판덱(2017) / /

스 실로 제직된 두 종류의 평직물에 중합된 폴리피in situ 

롤을 코팅하여 단일 방향으로 인장 변형을 측정하였다 이 , - . 

연구에서는 실의 내재적 저항성은 실의 형태 즉 필라멘트인, 

지 방적사인지에 따라 다르고 실의 형태는 제직 제편 구조, , 

와 결부되어 궁극적으로 편직물의 전기 전도도에 관여했음, 

을 밝혔다 (Hu et al, 2017; Zhang, 2015).

전기 저항성에 대한 세 번째 변수는 직물의 표면과 밀도  

이다 의 연구에서 . Mattmann, Clemens and Tr ster (2008)ö
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탄성체와 카본블랙 입자로 50 wt.%

섬유 형태의 신축적 센서를 개발하였는데 이 센서는 , 20 ∼ 

신장률에 대한 선형 저항성은 작고 감도는 80% , 1.25 k /Ω

로 높고 이력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 . 10% ㎜

신장 이내에서는 위의 선형 저항성을 따르지 않는데 직물 , 

표면의 일시적인 변형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 

의 연구에서는 kerfeldt, Lund and Walkenstr m (2015)Å ö
와 섬유에 전polyvinylidene fluoride (PVDF) PEDOT: PSS 

극을 프린팅하였을 때 전기 저항성은 너비가 줄어들수록 선, 

형적으로 증가하였다. Zhang, Fairbanks and Andrew 

의 연구에 따르면 을 도포한 면 모 견 등 (2017) , PEDOT , , 7

종 직물의 비저항은 직물의 밀도 혹은 기공률에 영향을 받

는다고 한다 코팅된 종의 직물 중 조밀한 조직의 . PEDOT 7

대나무 레이온 직물은 높은 저항 을 보였고 기공- (9.46 k ) , Ω

률이 높은 모 거즈와 파인애플섬유 바나나 직물은 낮은 저/

항 을 보였다(2.62 k , 0.3 k ) . Ω Ω

전기 전도도 는 비저항 과의 역수   (conductivity, ) ( )σ ρ

관계로 아래 와 같이 표현된다eq. (1) .

·(S·σ   ) = 


             eq. (1)

위의 전기 전도성 혹은 비저항과의 관계식으로 전류 밀  , 

도 와 전기장 과의 관계를 아래 와 같이 도출할 (J) (E) eq. (2)

수 있다 (Schrieffer, 2018).

    = ·E = (σ 


)·E        eq. (2)

도전성 물질이 적용된 편직물의 전기 저항은 신도와 탄  

성 탄성회복률과 레질리언스에 의해 관여된다 전자 섬유는 , . 

의복압이 이상이 되면 착의 시 불쾌감을 30 40 gf/ , ∼ ㎠ 

느끼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Kang, 

신축성이 매우 높은 섬유로는 탄성 중Kim & Son, 2010). 

합체인 스판덱스가 대표적으로 나일론의 신도는 , 16 75%, ∼

폴리에스터는 인 반면 스판덱스의 신도는 12 55% , 400 ∼ 

이다 스판덱스 가연사로 제직700% (Song et al., 2005). ∼ 

된 직물의 신축성은 그 밀도가 줄어들면 증가하는데 이는 , 

경위사의 간극과 직물의 자유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Kang 

나일론은 지그재그의 선상 고분자 구조와 짧et al., 2010). 

은 분자 간극 거리로 인하여 강한 탄성을 지니며 특히 탄, 

성회복력과 레질리언스가 매우 우수하다 폴리에스터의 탄성. 

과 레질리언스는 매우 우수한 편이나 탄성회복력 은 (94%)

대체로 나일론과 스판덱스 보다는 낮다 그러(100%, 100%) . 

나 신장 변형률이 크지 않을 경우 폴리에스터의 즉시 탄성, 

회복성은 오히려 나일론보다 높다 (Son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변수와 폴리  

에스터와 나일론의 탄성회복률 중심으로 폴리우레탄을 함유, 

한 편직물 시료들에 적용된 은 페이스트 문양의 전기 저항

성 혹은 전기 전도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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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III.�

시료1.�

본 연구의 시료로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나일론 폴리우레/ , /

탄을 각각 비율의 편성물과 직물을 선95/5 74/26 (wt.%) ∼

정하였다 에서 각 시료의 구조 구성성분 중량 두. Table 1 , , , 

께 은 포함 두께 직물밀도 실 지름을 나타내었다 직물 시, , , . 

료의 밀도는 는 는 PWp15 206 x 134, PWt15 159 x 125, 

은 이다NW16 254 x 197 (End x pick/inch) .

본 연구에서는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스텐실 기법을 이  

용하여 은 페이스트를 의 편직물 시료에 적용하였Table 1

다 은 페이스트 는 은 형태의 분. (CANS ELCOAT®) flake 

말 아크릴계 수지 유기용제 (40 50%), (5 15%), (toluene ∼ ∼

가 혼합되었고 비저항이 20 30%, ethyl lactate 15 25%) , ∼ ∼

10-4 인 액상의 도전성 수지로 구성되었다 붓에 은의  ( · ) . Ω ㎝

양이 일정하도록 은 페이스트를 발라 시료 위에 고정된 문, 

양틀 위로 회 가량 칠하였다 각 시료에 은 페이스트를 3 . 

입힌 후 상온에서 일 이상 건조하였다, 5 .

편직물 시료에 도전성 물질인 은 페이스트를 각기 다른   

세 방향으로 문양을 적용하였다 가로 세로 방향의 문양은 . , 

폭 길이 의 직사각형 개를 각각 한 세트로 대3 , 20 3 , ㎜ ㎜

각선 방향의 줄 문양은 폭 높이 의 평행사변2.6 , 23 ㎜ ㎜

형 개를 한 세트로 구성되었다 가로 세로 문양의 면적3 . , (60 

㎜2 과 유사하도록 대각선 문양의 높이 폭을 설계하였다) , ,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cimens�

Sample� Code Structure
Composition�

(wt.%)
Weight
(g/ )㎡

Thickness� ( )㎜
Yarn� Diameter

( )㎜Fabric
Fabric� +�
Silver

PKrb5 Knit 1x1 rib PET/PU 95/5 215.7 0.457 0.630 0.0188

PKint5 Knit interlock PET/PU 95/5 228.4 0.820 0.943 0.0166

PK8 Knit slub rib PET/PU 92/8 266.7 0.637 0.683 0.0154

PK15 Knit 1x1 rib PET/PU 85/15 227.7 0.623 0.703 0.0146

PWp15 Woven plain PET/PU 85/15 209.5 0.481 0.550 0.0204 X 0.0208  

PWt15 Woven twill PET/PU 85/15 180.7 0.345 0.377 0.0134 X 0.0170

NK7 Knit jersey N/PU 93/7 270.3 0.587 0.640 0.0114

NK15 Knit jacquard N/PU 85/15 244.3 0.597 0.777 0.0199

NW16 Woven plain N/PU 84/16 269.9 0.600 0.630 0.0154 X 0.0230 

NK26 Knit tricot N/PU 74/26 176.5 0.390 0.407 0.0180

인장�실험2.�

은 페이스트가 적용된 총 종 편직물 시료에 인장을 가하10 

면서 전기 저항성을 측정하였다 인장 변형 시험은 일축 방. -

향으로 로 늘렸다가 다시 원래의 길이로 회복하기를 22.5%

회 반복한 후 다시 로 변형하여 분간 유지 후 초2 , 22.5 , 1 

기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인장 시험을 종료하였다 신장률을 , .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이유는 예비 인장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전체 시료 중 최소 항복점 에서보다 낮으며 탄(yield point) , 

성회복률이 경사 위사 방향 모두 약 이상에 이르는 , 90% 

신장률이 이기 때문이었다 에서 초기 인장 22.5% . Figure 1

저항력이 가장 큰 직물 시료 를 경사 방향으로 신장PWp15

하였을 때 신장률 에서는 절단이 일어나며 그 이전, 37.5% , 

인 신장률 가 항복점으로 부분 파괴가 일어났다 따라30% . 

서 인장 변형 시험의 신장률은 미만으로 설정해야 시- 30% 

료의 필라멘트가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

다 또한 편성물보다 탄성회복률이 낮은 직물 시료 중 . 

를 경사 방향으로 신장할 때 그 즉시회복률 PWp15 30% , (1 

분 내외 은 약 로 은 페이스트 문양의 손상이 우려되) 42.4% , 

었다 신장률 의 경우 전체 시료를 경사와 (Table 2). 22.5% , 

위사 방향으로 모두 신장할 때 그 즉시회복률은 이상, 90% 

이었고 지체회복률 시간 후 도 이상이었기 때문, (15 ) 95% 

에 최종적으로 본 실험의 신장률을 로 설정하였다,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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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astic� Recovery� of� the� Three�Woven� Specimens�

Instantaneous� (1�min.)� &� Retarded� (15� hrs.)
Elastic� Recovery� (%)

22.5�%�
elongation

30�%�
elongation

50�%�
elongation

NW16

Warp
Instantaneous Elastic Recovery (%) 97.6 88.4 77.2 

Retarded Elastic Recovery (%) 106.2  102.2 98.9 

Weft
Instantaneous Elastic Recovery (%) 97.3  96.1 89.1 

Retarded Elastic Recovery (%) 100.0  99.5 98.3 

PWt15

Warp
Instantaneous Elastic Recovery (%) 98.9  42.4 9.7 

Retarded Elastic Recovery (%) 100.0  99.8 51.0 

Weft
Instantaneous Elastic Recovery (%) 99.0  94.8 67.8 

Retarded Elastic Recovery (%) 99.5  96.2 85.0 

PWp15

Warp
Instantaneous Elastic Recovery (%) 88.9  66.8 * 

Retarded Elastic Recovery (%) 88.6  83.2 *

Weft
Instantaneous Elastic Recovery (%) 95.8  77.8 38.2 

Retarded Elastic Recovery (%) 97.5  97.2 70.0 

Figure� 1.� Load-Elongation� Graphs� of� the� Three�Woven� Specimens

신장에 따른 탄성회복률은 에 준하되 초기하  KS K 0352 , 

중은 에서 시작하여 각 회 반복시험을 하였다 다만0 N 5 . , 

신장률 에서 초 방치 후 원 상태로 회복하였다22.5% 1 2 . ∼

에서처럼 를 경사 방향으로 신장할 때Table 2 PWp15 50% , 

그 탄성회복률은 에서의 파열점인 를 넘어가Figure 1 37.5%

므로 측정할 수 없었다.

인장 시험기는   Universal Test Machine WL2100A

사 분석프로그램 와 (WithLab , : UML pro) Testometric

을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유효 시험 편 길이는 MICRO 350 , 

속도는 로 설정하였다40 , 10.00 /min . ㎜ ㎜

인장 방향은 은 페이스트 문양의 방향에 맞추어 진행하였  

다 즉 세로 방향의 은 문양이 적용된 각 종 시료는 경. , 10 

사 혹은 방향으로 가로 방향의 은 문양 시료는 위사 wale , 

혹은 방향으로 신장되었다 다만 대각선 방향의 은 course . 

문양은 세로 방향의 은 문양과 마찬가지로 경사 방향으로 

인장기의 클램프에 고정하였고 가로 방향의 은 문양 시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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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에 방향으로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90° . , 

각 종의 시료에 대한 은 문양을 각 세 방향 별로 신장10 -

변형시킴으로써 총 개의 전기저항 변화율 , 30 (electrical 

과 인장 전후 전기 저항값 resistance change) (electrical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방지하고자resistivity) . , 

은 페이스트 문양이 위사 방향으로 길게 적용(weft/course) 

된 시료를 가로 방향 문양 경사 방향으로 길‘ ’ , (warp/wale) 

게 적용된 시료를 세로 방향 문양 바이어스 방향으‘ ’ , (bias) 

로 길게 적용된 시료를 대각선 방향 문양으로 통칭하였다‘ ’ . 

전기저항�측정3.�

전기 저항 측정은 점퍼 와이어 로 은 (alligator clip cable)

페이스트 문양의 양 끝을 간격으로 고정한 후 멀티미1 cm , 

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멀티미터와 시(OWON®B35T) . 

료를 직접 연결하여 멀티미터의 블루투스 연동 어플리케이, 

션 으로 초 간격으로 저항 데이터를 전(MultimeterBLE) 0.5 

송하였다 초 간격의 저항 데이터는 초 당 평균값으. 0.5 1 

로 환산하여 데이터 정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 시, . 

험 전에는 은 페이스트 문양이 간격으로 점퍼 와이어 1 ㎝ 

로 고정하여 측정하였고 고정된 길이의 (alligator clip cable) ,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기저항 단위를 로 , resistivity ( · )Ω ㎝

채택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인장 시험 중 시료의 길이 변. 

화로 인하여 측정 문양 간격이 가 아니므로 신장 변형 1 , -㎝

전의 전기저항 단위를 상대적 저항 변화율 (electrical 

resistance change) ( R/RΔ 0 로 측정하였다 신장 변형 중 ) . -

최대 신장률 에 근사한 시각 초 초(22.5%) (40 , 121 , 262 

초 을 선정하였고 원 상태로 회복 신장률 한 시각 ) , ( 0%) 94 

초 초 초를 추출하여 각 시각의 전기 저항값과 , 175 , 299 

상대적 저항 변화율로 비교하였다 멀티미터로 전기 저항값. 

을 측정할 때 은 의 약어로 측정이 불가능할 , O.L Overload , 

정도로 전기저항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신장 변형 당 전기저항 변화율을 산출하여 변형에   -

대한 민감도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즉 전기 저항 변화값. , 

(R-R0 을 초기 전기 저항값 ) (R0 로 나누면 상대적 전기저항 )

변화율 ( R/R△ 0 이 도출되었고 에서 측정된 각 시) , Table 2

료 별 전기 저항 변화값으로 신장 변형 길이로 나눈 값 - (Ω

은 변형에 대한 민감도 혹은 게이지 / ) (strain sensitivity), ㎜

요인 로 계산되었다 K (gauge factor) (Xue, Tao, Tsang, 

인장 시험 중 최대 신장률의 초와 초를 두 2007). , 40 262 

시각만을 기준으로 민감도 를 산출하였다( / ) . Ω ㎜

현미경�관찰과�이미지�측정4.�

각 시료들 표면에서 은 페이스트가 적용된 부분과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 

인장 시험과 같이 신장 변형된 상태에서도 현미경 , 22.5% -

촬영을 하였다 현미경은 만 화소. ProgRes C 10 plus (33 , 

를 사용하여 배율로 12 bit) © Jenoptik L.O.S. GmbH 16 

확대하여 2080 x 652 (pixel2 크기로 촬영하였다 확보한 ) . 

현미경 사진은 Image J 1.52a (National Institutes of 

를 이용하여 현미경에서 계측한 로 크기Health, USA) 1 mm

를 설정 조율 한 후 시료의 섬도 편환의 장폭- (calibrate) , , , 

편환 간 장폭의 간극 등을 회씩 측정하여 각 평균값을 산5 

출하였다 각 시료의 표면 거칠기를 계측하고자 현미경 사. , 

진으로 표면 요철의 길이도 분석하였으며 에 그 , Figure 2(a)

예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면 거칠기의 변수를 보다 정밀하게 . 

파악하고자 의 플러그인을 적용하였Image J Surf CharJ 1q 

다.

결과�및�고찰.�Ⅳ

은 인장 시험 전 인장 시험 중 인장 시험 후 각 Table 3 , , , 

시료의 은 문양 방향 별로 전기 저항값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인장 전후의 전기 저항값을 비교할 때 대체로 인. , 

장 후의 전기 저항값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전기 저. 

항이 감소한 시료도 있었는데 주로 시료들 중 세로 N/PU 

방향의 은 문양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 Table 

에서처럼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경사와 위사 방향 별로 2

각 탄성회복력에 대한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세 직물 시료. 

의 탄성회복률은 경사 방향이 위사 방향보다 대체로 작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사 방향으로 신장에 따른 회복이 더욱 

잘 되어야 했다 그런데 의 경우 분 내 즉시회복력. NW16 , 1 

은 이지만 시간 후 지체 탄성회복률은 를 97.6% , 15 100%

초과하여 오히려 신장 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 

나일론 시료 위에 적용된 세로 문양의 전기 저항은 106.2%

의 탄성회복률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에서 인장 전 전기 저항값이 가장 작은 것은 시료   Table 3

로 그 전기 전도도는 대략 정도였으며 인PKint5 , 0.90 S/ , ㎝ 

장 시험 후 약 로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고 전기 0.45 S/ , , ㎝

저항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 인장 전후 세 방향의 은 문양 

모두를 비교했을 때 전체 시료 중 전기 저항이 가장 높은 , 

시료는 였다 인장 전후로 전기 변화값이 가장 크게 증NK7 . 

가한 것은 에서 로 증가한 가로 문양4.07 · 109.19 ·Ω ㎝ 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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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sses� of� Image� Analyses� for� Surface� Roughness� Parameters

의 시료 였다 반대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세로 문양PK8 . 

의 시료로 에서 로 감소하였다NK15 20.14 · 3.48 · . Ω ㎝ Ω ㎝

앞에서 언급하였듯 나일론 직물시료의 탄성회복률이 인장 , 

후 오히려 개선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의 전기 저항NK15

값이 감소한 원인도 추론할 수 있었다. 

시료들은 가로 방향을 제외하고 대체로   PET/PU , , N/PU 

시료보다 낮은 전기저항에 대한 변형에 대한 민감도를 보였

다 신장 변형 초에서는 대각선 문양의 . - 40 PKrb5 (0.14 /Ω

와 세로 문양의 이 변형에 따른 전) , PKint5 (0.15 / )㎜ Ω ㎜

기 저항에 가장 낮게 반응하였다 신장 변형 초에서 가. - 262 

장 낮은 민감도를 보인 시료는 대각선 문양의 와 세PKint5

로 문양의 였다PK15 (0.11 / ) . Ω ㎜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시료군은 인장 시험   PET/PU , N/PU 

중 초 초 모두에서 변형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40 , 262 

았다 시료 의 대각선 문양 그리고 직물 시료 . NK15 , NW16

의 세로 대각선 문양은 전기저항 변화율에 대해 아주 높은 , 

민감도를 보였다 위사 밀도가 경사 밀도보다 작은 . NW16

의 위사 방향에 대한 전기 저항값과 저항률은 매우 크며 

위사 방향에 대한 탄성회복률은 경사 방향보다 (Overload), 

우수하여 그 변형길이의 변화폭이 미세하게 더 컸다.

은�페이스트가�적용된�형태와�균열�현상 이�1.� (crack)

전기저항에�미친�영향� � �

은 의 편직물을 신장 변형 시 전기 Figure 3 PET/PU 85/15 - , 

저항변화율을 나타내었다 가로 문양의 시료 를 . PK15 course 

방향으로 신장했을 때 인장 초에서의 상대적 전기저항 , 10 

변화율 ( R/R△ 0 은 였고 초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 4.9 , 10 

가 되었다 세로 문양의 시료 를 방향Overload . PWt15 warp 

으로 초 신장했을 때는 전기저항 변화율은 이 된 후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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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ical� Resistivity� and� Resistance� of� Each�Directional� Pattern� of� Silver� Paste� Before,�During,� and�After� the� Tensile� Tests�

Silver�
Pattern
Direction

NO.

Electrical� Resistivity� and� Resistance Conductivity

Before� During� Tensile� Tests� ( )Ω After� Before After

Mean
( )Ω㎝

SD
40�
sec

121
sec�

262�
sec�

299
sec�

Mean
( )Ω㎝

SD
Mean
(S/ )㎝

Mean
(S/ )㎝

Vertical

PKrb5 1.81 0.28 3.45 3.60 3.85 3.70 3.41 0.60 0.55 0.29 

PKint5 1.02 0.04 1.90 1.95 1.95 1.90 2.03 0.11 0.98 0.49 

PK8 3.91 1.34 8.15 10.55 10.80 7.10 1.44 1.04 0.26 0.69 

PK15 1.77 0.37 14.65 17.00 13.20 14.45 2.60 0.68 0.56 0.38 

PWp15 3.77 0.91 33.90 52.50 24.90 9.55 2.68 3.75 0.27 0.37 

PWt15 2.89 0.30 O.L O.L O.L O.L 3.74 1.68 0.35 0.27 

NK7 4.50 1.94 O.L O.L O.L O.L 2.96 1.52 0.22 0.34 

NK15 20.14 10.94 O.L O.L O.L O.L 3.48 0.77 0.05 0.29 

NW16 6.69 0.82 22.05 28.05 38.45 15.45 4.56 1.21 0.15 0.22 

NK26 3.51 0.74 9.65 11.70 12.70 11.30 3.77 0.91 0.28 0.26 

Horizontal

PKrb5 1.86 0.52 2.90 3.00 2.90 2.40 3.08 0.69 0.54 0.32 

PKint5 1.13 0.25 2.20 2.40 2.50 2.00 2.21 0.26 0.88 0.45 

PK8 4.07 0.65 10.45 13.00 10.20 8.05 109.19 43.77 0.25 0.01 

PK15 4.15 1.78 O.L O.L O.L 19.45 5.20 1.08 0.24 0.19 

PWp15 3.23 0.46 7.50 8.40 7.85 5.50 5.04 1.79 0.31 0.20 

PWt15 3.55 0.58 19.50 22.30 25.95 18.15 3.31 1.41 0.28 0.30 

NK7 2.97 0.92 O.L O.L O.L O.L 9.89 6.99 0.34 0.10 

NK15 1.87 0.28 3.90 4.00 3.95 3.90 3.14 0.76 0.54 0.32 

NW16 3.96 1.48 O.L O.L O.L 9.45 5.37 1.65 0.25 0.19 

NK26 3.36 0.71 23.55 O.L O.L 4.50 4.40 1.00 0.30 0.23 

Diagonal

PKrb5 4.76 2.97 3.20 3.55 3.90 2.80 3.40 0.66 0.21 0.29 

PKint5 1.17 0.21 1.90 2.00 1.90 1.90 2.12 0.20 0.85 0.47 

PK8 5.48 0.89 3.20 3.55 3.90 2.80 7.75 2.99 0.18 0.13 

PK15 3.16 0.83 13.30 11.80 O.L 5.70 5.05 2.46 0.32 0.20 

PWp15 3.60 0.64 53.75 72.30 O.L 4.45 5.77 2.87 0.28 0.17 

PWt15 5.58 1.56 23.15 O.L 12.00 9.80 3.40 0.92 0.18 0.29 

NK7 7.46 2.99 O.L O.L O.L 13.15 10.36 6.72 0.13 0.10 

NK15 2.36 0.69 12.20 13.00 26.80 O.L 5.05 3.11 0.42 0.20 

NW16 3.22 0.61 85.85 49.05 46.40 16.85 3.77 1.39 0.31 0.26 

NK26 3.32 0.41 3.60 4.35 5.30 5.10 4.74 1.21 0.30 0.21 

가 되었다 따라서 를 신장하면 그 저항값이 overload . PK15 , 

보다 초가량 먼저 극대화되었다가 신장률의 감소PWt15 20 , 

하면 그 저항값은 더 늦게 지연 회복되었다 와 , . Figure 4(b)

는 편성물의 에 따라 일정하게 은 페이스트가 갈라지(d) rib

는 균열 발생 양상을 보였다 즉 전기저항이 최대(crack) . , 

로 급증하는 이유는 신장 변형 전에는 서로 접촉되어 있던 -

편성물에서는 편환 간의 간극이 넓어지면서 은 페이스트의 

접촉이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균열이 생기는 , , 

방향에 따라 전자 이동이 어려워 측정 불가할 정도로 전기 

접촉 저항이 컸다 이는 박막 형태의 전도성 섬유에서 균열. 

의 개폐로 저항이 바뀌는 피에조저항 의 원(piezo-resistive)

리와 유사하다 반면(Lee et al., 2014; Xue et al., 2007). 

에 인장 시험 후에 촬영한 에서는 표면의 전도성 Figure 5(a)

물질이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면서 균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신장률 증가로 인한 균열 발생이 언제나 피에조저

항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균열을 보인 . Interlock 

편성물인 시료 는 가장 전기 저항값이 낮으면서 안정PKint5

적이다 에서 의 전기저항의 변화율은 대부. Figure 6 PKint5

분 초기 저항과 동일 이며 이내의 범위에 있다 시1.0 ( ) , 1.5 . 

료 의 전기저항 자체의 평균은 최PKint5 (resistance) 1.9 , Ω

댓값이 으로 모든 시료에서 가장 낮은 저항을 보였다2.7 . Ω

의 에서 와 와는 달리 시료   Figure 7 (a) PK15 PWt15 , 

뒷면의 편환에까지 은 입자가 많이 침투된 것을 확PKint5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 앞면 편환의 은 입자와. int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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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Electrical� Resistivity� of� the� Horizontal� PK15� and� the� Vertical� PWt15� Pattern� during� the� Tensile� Test

(a) (b) (c) 

(

(d)

Figure� 4.� Microscopic� Images� (x16)� of� (a)� the� Original� PK15,� (b)� the� Elongated� PK15� in� the� Course� Direction,� (c)�
the� Original� PWt15,� and� (d)� the� Elongated� PWt15� in� the�Warp� Direction

(a)                       (b)                                  (c)

Figure� 5.� Lateral� Microscopic� Images� of� (a)� the� PKint5,� (b)� the� PK15,� and� (c)� the� PW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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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s� of� the� Surface� Roughness� Lengths� and� Parameters�

　 Ra� Rsk� Rku� Rv� Rp� Rt� MRV� SL� SA

PKrb5 1.346 9.138 124.598 -1.063 92.748 93.811 0.087 0.017 422.796

PKint5 2.192 8.031 90.033 -2.031 116.947 118.977 0.064 0.018 813.265

PK8 1.992 7.289 86.731 -2.169 127.477 129.646 0.095 0.017 716.003

PK15 2.458 0.137 -0.458 -4.407 5.215 9.621 0.144 0.016 2.815

PWp15 1.201 5.529 46.38 -1.221 57.253 58.474 0.186 0.018 449.65

PWt15 1.066 7.703 94.476 -1.214 48.845 50.059 0.106 0.018 467.885

NK7 1.868 11.885 382.236 -1.637 146.788 148.424 0.105 0.018 691.852

NK15 1.655 8.619 105.051 -1.42 118.071 119.491 0.158 0.016 542.487

NW16 3.634 3.923 21.971 -3.109 91.386 94.496 0.122 0.017 1260.714

NK26 1.474 7.553 75.898 -4.553 89.509 94.062 0.11 0.016 546.952

* Ra (Arithmetical mean deviation), Rsk (Skewness), Rku (Kurtosis), Rv (Lowest valley), Rp (Highest peak), Rt (Total 

height), MRV (Mean resultant vector), SL (Surface length) (unit: 2080*652 pixel2/ ), SA (Surface area).㎜

Figure� 6.�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PKint5

뒷면의 편환의 은 입자가 서로 더 큰 면적에서 접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은 입자가 편환 간극 사이로 침투되거나 여. 

과되며 표면이 상당히 편평하게 되어 표면 접촉저항을 낮출 , 

뿐 아니라 이면에까지 은 입자가 상당히 근접하여 터널링 , 

효과로 전하 이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신장 변형에도 전기, -

저항이 매우 낮고 안정적이었다 (Montazer & N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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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도 에�따른�은�페이스트의�접촉� � � � � �2.� (cover� factor)

저항� �

는 각 시료의 표면 요철에 대하여 에서 여Table 4 Image J

러 거칠기 변수와 에서의 방식으로 표면 요철을 Figure 2 (a)

평균 길이를 면적으로 산출한 값이다 표면 요철을 측정하기 . 

전에 표면 요철길이가 짧을수록 각 시료의 표면은 편평하‘ , 

고 은 페이스트와의 접촉은 개선되어 접촉저항과 그에 다, , 

른 전기 저항값은 감소한다 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면 요.’ . 

철길이 는 시료 이 가장 길었고 와 (SL) PWt15 , NK7, PKint5

순이나 전기 저항의 순서는 이와 같지 않으므로PWp15 , , 

두 변수에 대한 뚜렷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평균 표. , 

면 요철길이값 외의 다른 거칠기의 변수가 복합되었다 표면 . 

거칠기 변수인 표면 요철 에 대한 평균편차 는 ‘ plot (Ra)’

이 가장 길었고 가 가장 짧은 반면에 표면의 NW16 , PWt15 , 

사행도 와 첨도 는 이 가장 크고 가 (Rsk) (Rku) NK7 , PK15

가장 작았다 즉 직물 시료군의 표면 요철길이 편차는 편성. , 

물 시료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분포되었지만 표면의 완만하, 

거나 뾰족함의 정도는 편성물 시료군이 더욱 큰 폭의 범위

에서 분포되었다 이러한 편직물의 여러 표면 변수값들의 혼. 

재로 인하여 편성물과 직물의 전기 저항값과 변화율의 경향, 

이 다소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료의 피복도가 대체로 클 때 은 페이스트와의 접촉 단  , 

면적이 많아지므로 전기 접촉저항은 감소한다 시료의 피복, . 

도는 현미경 사진에서 를 이용하여 각 길이를 측정Image J

하였다 측정된 편환 길이 편환장 와 실의 지름 . ( ) (Table 1)

을 곱한 관계에서 편환 면적 을 산출하고 피복도 실 ( ) , (㎟

지름 편환장 를 구하여 에서 정리하였다 이때 시료 / ) Table 5 . , 

(a) (b) (c)

 

Figure� 7.� Gaps� of� the� PKint5� between� Its� Each� Loop� and� Silver� Paste� (a)� before� the� Tensile� Test,�
(b)� after� Elongated� in�Wale� Direction,� and� (c)� after� Elongated� in� Course� Direction�

은 직물형태 구조이기 때문에 편환 PWp15, PWt15, NW16

면적 피복도 편환의 폭과 장이 없으며 을 가로 방, , , NW16

향으로 인장했을 때 경위사의 간극이 너무 좁아 측정할 수 , 

없었다.

피복도와 전기저항 관계를 좀더 확실히 규명하도록 시료   , 

와 를 비교하였다 시료 은 피복도가 PK15 NK7 . NK7 0.3007

로 직물 시료를 제외한 편성물 시료 종에서 가장 큰 7 

피복도를 지녔다 그 다음은 시료 로 피복도는 . PK15 0.2992

다 그러나 전체 세로 문양의 시료 중 시료 의 전기저. , NK7

항은 가장 크고 시료 는 평균 전기저항이 로 , PK15 14.164Ω

비교적 낮은 편이다 시료 와 는 과 . PK15 NK7 1x1 rib jersey

로 편성물 구조가 유사하고 지름과 중량이 비슷한 실로 구, , 

성되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폴리우레탄을 제외한 나머지 , 

구성성분이었다 (PK15: PET 85%, NK7: N 93%). 

이러한 구성성분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동  , 

일 성분의 시료군인 의 피복도PET/PU PK8, PKrb5, PKint5

를 비교하였다 이 시료들의 성분비율은 . PET/PU 95/5, 

로 함유량의 차이가 가량 나지만 대체로 비슷92/8 , PU 3% , 

한 성분 비율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피복도가 가장 높은 . , 

의 전기저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신장 변형 PKint5 . -

시 시료들의 피복도를 비교한 결과 편환의 길이와 폭 그리, , 

고 편환 간 간극의 장폭의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 시료들의, 

전기저항에 접촉 저항 간의 보강 상쇄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 

밝혀졌다 (Xie & Long, 2014; Cho, Jeong, Paik, Kwun & 

이는 현미경 관찰 결과에서도 은 문양의 위아Sung, 2011). 

래 편환의 길이와 폭 편환끼리의 간극이 신장 변형 시 변, -

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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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페이스트�문양�방향에�따른�신장 변형�시�3.� -

편성물과�직물의�전기저항�비교� � �

에서는 편성물과 직물의 신장 변형에 대한 전기Figure 8, 9 -

저항값과 상대적 저항변화율 모두를 비교하였다 인장 시험 . 

초기에서는 집단의 전기 저항값 자체는 약 PET/PU 85/15 

정도의 초기저항 범위로 집단보다 5~15 , N/PU 85/15 Ω 

조금 더 낮았다 다만 가로 문양의 편성물 시료는 . , NK15 

인장 초기에 전기저항이 다소 높다가 신장 변형 (27 ), - 9 Ω

초 후 다소 감소함으로써 일반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

초기 상태에서 까지의 신장 시험 중에서는 대체로  3 mm

Figure� 8.� Comparisons� of� Electrical� Resistance� between� PET/PU� 85/15�Groups� (Left)� and� N/PU� 84/16�Woven� and� 85/15�
Knitted� Fabrics� (Right)� during� the� Tensile� Test� up� to� 3� mm� Extension

Figure� 9.� Comparisons� of� Relative�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 between� PET/PU� 85/15� Groups� (Left)� and� N/PU�
84/16�Woven� and� 85/15� Knitted� Fabrics� (Right)� during� the� Tensile� Test� up� to� 3�mm� Extension

대각선 문양의 직물 시료들의 전기 저항률이 PET/PU, 

두 집단에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직물의 구조 N/PU . 

상 대각선 문양은 경위사의 교차점이 벌어지면서 은 입자의 , 

접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주목할 만한 다른 추세. 

로는 집단에서는 의 가로 문양을 방, PET/PU PK15 Course 

향으로 신장할 때 다른 시료보다 급격히 증가하다 초에, 9 

서 로 비측정 영역에 도달하였다 이는 편성물 편환 overload . 

간극의 연결 부위에 접촉압이 발생하여 실이 미끄러짐으로

써 편환 움직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Xie & Long, 2014). 

즉 접촉 포인트의 수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편환이 이, , 

동함으로써 인근 실끼리 서로 근접하게 맞닿기 때문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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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ngths� and�Widths� of� the� Knit� Loops� and� Gaps

No.
Loop�
Area

Cover�
Factor

Loop� (mm)
Yarn� Gaps� before�
Tensile� Test� (mm)

Yarn� Gaps� � after�
Vertically� Elongated�

(mm)

Yarn� Gaps� after�
Horizontally�

Elongated� (mm)�

Width Length Width Length Width Length Width Length

PKrb5 0.0040 0.2150 0.0518 0.0772 0.0140 0.0206 0.0108 0.0172 0.0182 0.0138

PKint5 0.0030 0.2873 0.0558 0.0536 0.0098 0.0196 0.0168 0.0124 0.0256 0.0116

PK8 0.0043 0.2392 0.0542 0.0786 0.0156 0.0198 0.0174 0.0132 0.0124 0.0364

PK15 0.0018 0.2992 0.0360 0.0488 0.0046 0.0196 0.0040 0.0076 0.0088 0.0084

PWp15 * * * * 0.0046 0.0068 0.0026 0.0066 0.0090 0.0070

PWt15 * * * * 0.0034 0.0024 0.0026 0.0066 0.0011 0.0036

NK7 0.0034 0.3007 0.0510 0.0660 0.0078 0.0717 0.0090 0.0104 0.0096 0.0310

NK15 0.0011 0.2883 0.0288 0.0395 0.0032 0.0137 0.0046 0.0136 * *

NW16 * * * * 0.0038 0.0068 0.0026 0.0066 0.0011 0.0036

NK26 0.0017 0.2669 0.0332 0.0502 0.0066 0.0084 0.0056 0.0186 0.0100 0.0122

환과 끼리의 접촉면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leg . 

접촉저항의 증가폭이 편환장의 감소로 인한 저항 변화보다 

크므로 총체적인 편성물 시료의 저항은 급증한 것으로 사료, 

된다 (Guo, Berglin & Mattila, 2012; Hu et al., 2017; 

집단에서는 전기 저항값 자체는 Xie & Long, 2014). N/PU 

편성물이 높은 편이었는데 상대적 전기저항 변화율은 직물, 

이 그중 특히 대각선 문양의 시료가 높은 편이었다, NW16 .

폴리에스터와�나일론�구성성분이�신장 변형�시�4.� -

전기�저항성에�미치는�영향� � �

과 에서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성분에 따른 전Figure 10 11

기저항 변화에 대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우선 전반적. , 

으로 폴리우레탄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즉 폴리에스터 성분, 

이 적어질수록 대체로 전기저항 변화율은 증가하였다 세로 , . 

문양의 폴리에스터 시료는 성분이 로 낮아95%, 92%, 85%

질 때 특히 최대 신장률에서 전기 저항 변화율이 급격히 , 

높아졌다 폴리에스터 성분이 높은 시료 . PKrb5, PKint5 

와 시료 의 전기저항 변화율이 (PET: 95%) PK8 (PET: 92%)

사이로 아주 작았다1.0 ~ 2.0 .

반면에 나일론 시료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첫째 과 에서는 나일론 성분이 . , Table 3 Figure 11

로 낮아질 때 세로 문양의 전기저항 93%, 85%, 84%, 74% , 

변화율이 낮아졌다 의 세로 문양 시료는 신장(NK7, NK15

률 약 이상에서 로 측정 둘째 에5% Overload ). , Table 3

서는 나일론 성분이 로 낮아질 때 가로 문양 시85%, 74% , 

료의 전기저항 변화율은 높아졌으나 다른 나머지 두 시료에, 

서는 일관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셋째 나일론 성분이 . , 

로 낮아질 때 약 초에서 대각85%, 84%, 74% , 190 ~ 250 

선 문양의 전기저항 변화율이 높아졌으나 대각(Figure 11), 

선 문양의 전기저항 변화율은 초의 최대 40, 121, 262, 299 

신장률에서는 직물 시료인 을 제외하고 대체로 낮아NW16

졌다 나일론 성분이 높은 시료 은(Table 3). NK7 (93%) , 

대각선 문양을 제외하고 신장률 이상에서 의 , 7% overload

극대화된 전기저항 변화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체로 나. , 

일론 성분이 낮아지면 전기저항 변화율은 낮아진다고 볼 수

는 있으나 성분 외에 편직물 조직구조 표면의 요철 특성 , , 

등에 의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섬유성분의 탄소와 질소에 의한 화학적   

분자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폴리에스터의 메틸렌. 

기와 에스터기 나일론의 카르복실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탄, 

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전자 밀도가 증가하고 전기저항은 낮, 

아지는데 반면에 나일론에서만 존재하는 질소 원자의 비율, 

이 특정 수치를 초과하여 증가할수록 이상의 신장률에, 5% 

서 전기저항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Montazer & Nia, 

따라서 폴리에스터의 시료는 폴리2015; Gavriljuk, 2007). 

에스터 성분 탄소 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저항은 낮아지는 ( ) , 

반면 나일론 시료는 나일론 성분 질소 이 증가함에 따라 , ( )

전기 저항이 높아졌고 두 시료군의 구성성분과 비율에 따른 , 

전기저항의 양극화가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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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lative�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PET/PU� Groups� during� the� Elongation-Strain

Figure� 11.� Relative� 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N/PU� Groups� during� the� Elongation-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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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the�Changes� in� Electrical� Resistance� between� the� PET/PU�Groups� and� the�N/PU�Groups�
� � � � � � � � � at� 40,� 94,� 121,� 175,� 262� Seconds

sec.

PET/PU�
(n=18)

N/PU
(n=12) df F t-value

Mean� ( )Ω SD Mean� ( )Ω SD

40 sec. 6,111,111,122 23,549,419,595 33,334,283,763 49,235,894,557 28 22.143 -2.035

94 sec. 555,706,422 2,356,985,039 33,333,333,340 49,236,596,386 28 124.981 -2.845**

121 sec. 11,666,666,679 32,221,658,768 50,000,000,009 52,223,296,777 28 17.355 -2.493*

175 sec. 555,555,610 2,357,022,590 33,333,333,341 49,236,596,385 28 124.981 -2.845**

262 sec. 5,555,555,573 23,570,226,035 50,000,000,010 52,223,296,776 28 42.165 -3.177**

*p<.05, **p<.01 

종합적으로 폴리우레탄이 아닌 각 나머지 성분인 폴리에  , 

스터 나일론 성분의 차이가 상반된 전기저항 현상에 관여한 ,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모든 시료에서 구성성분 외 편직. , 

물과 조직의 차이 은 문양의 방향 탄성회복률의 차이 등 , ,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뚜렷하고 일관적인 저항변화율 추

세가 나오지 않았다.  

에서는 좀 더 구성성분에 따른 전기저항의 차이가   Table 6

유의한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검정을 실시하였다, t- . 

전기 저항값이 로 나온 경우는 보다 더 큰 값Overload MΩ

인 으로 코딩하였다99,999,999,999.00 (9E11) . Ω

두 집단의 검정 결과 유의수준 에   PET/PU, N/PU t- , 0.05

대하여 의 등분산이 초에서 , levene 40, 94, 121, 175, 262 

가정되었다 검정 결과는 초를 제외한 . t- 40 94, 175, 262 

초에서는 유의 수준 에서 초에서는 유의수준 0.01 , 121 0.05

에서 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ET/PU N/PU . 

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지만 유의확률은 40 , 

로 거의 유의수준 에 가까웠다 따라서 최대 신장0.051 0.05 . 

률 초 초 과 최저 신장률 초 초 에서(121 , 262 ) (94 , 175 ) ,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구성 성분으로 인한 집단 차이는 유의

하다고 여길 수 있었다.

결론V.�

본 연구에서는 신장 변형 시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네 가지 -

변수의 영향을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나일론 폴리우레탄의 / , /

각기 다른 구성 비율의 시료들로 비교하였다 중요한 영향요. 

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폴리우레탄을 제외한 나머지 구

성 성분과 그 비율이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성분이 각. 

높아질수록 폴리에스터 의 전기 전도도는 아, PKrb5, PKint5

주 높았고 나일론 시료 은 이상의 신장률에서 측, NK7 5%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았다 전기 전. 

도도와 그 민감도가 아주 낮은 시료는 편성물 시료 NK15

의 세로 문양이었다 또한 집단에서는 폴리에스터 . PET/PU 

성분 비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대체로 전기 전도도 변화율은 , 

증가하였다 그러나 집단군에서는 나일론의 성분 비. N/PU 

율이 점점 낮아질수록 모든 시료가 일관적으로 증가하지는 , 

않았다. 

편성물과 직물의 차이로 생기는 신장 변형에 대한 전기   -

전도도 차이는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다 의 . PET/PU 85/15

직물 시료 와 는 편성물보다 전기 저항값 자PWp15 PWt15

체는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나 상대적 전기저항 변화율은 선, 

형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편이었다 특히 직물의 대각선 . 

문양은 신장 내에서 대체로 전기저항 변화율이 컸다3 . ㎜ 

반면에 편성물 시료 는 각 방향에 대하여 서로 다른 PK15

양상을 보였다 세로 방향으로는 전기 저항값이 높고 안정적. 

이었으나 가로 방향은 정반대로 대각선 방향은 중간 정도의 , 

전기 저항값을 보였다.

시료의 전기 전도도는 피복도와 대체로 정 의 방향으로  (+) , 

시료의 밀도와는 인장 전에는 정 의 방향으로 인장 후에(+) , 

는 역 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ET/PU 

편성물 시료군 중 피복도가 가장 높은 의 전기 전도PKint5

도는 가장 높았다 시료군 중 평직 의 밀도. PET/PU PWp15

는 능직 보다 높았고 탄성회복률은 능직 시료가 평PWt15 , 

직보다 더 높았다 세로 문양들을 제외하고 인장 전의 전기 . , 

전도도는 밀도가 높은 평직 시료가 더 높은 반면에 인장 , 

후에는 탄성회복률이 높은 능직이 반대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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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페이스트의 입자는 시료 안에 침투된 정도에 따라 전  

기 전도도에 영향을 미쳤다 가로 문양의 시료 와 세로 . PK15

문양의 시료 는 실과 편환 간의 간극 증가로 생긴 균PWt15

열에 의한 접촉 저항의 증가로 인하여 신장 변형 시 전기, -

저항 변화율이 급증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은 입자가 깊이 . 

침투된 편성물인 는 인장 전후 그리고 인장 Interlock PKint5

시험 중에도 전기 전도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높았고 변형에 ,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구성 성분과 그 비율 편직물의 조  , 

직구조 차이 피복도나 밀도 그리고 전도성 물질의 침투와 , , 

균열이 전기 전도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러나 이 네 개 혹은 이 이상의 변수들이 서로 동시 다발적

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적 연구로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 

여 하나의 변수만 관여할 수 있는 전자 섬유의 전기 전도, 

도 실험 설계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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