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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디 스포츠웨어 안전, , , 

전도성 실 자수,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lightweight, stretchable, tight-fit 

smart sportswear using the conductive yarns into the garment and 

demonstrating its usefulness. Sportswears with the ability to control LEDs with 

respect to lighting of the surrounding were developed by applying embroidery 

with conductive yarns to 2 types of men's T-shirts and 2 types of women's 

leggings pants for outdoor activities and exercise purposes. LEDs were applied 

to the front and back of men’s T-shirts and to the rear of the waist of 

women’s leggings.  Men's T-shirts were printed where the LEDs were to be 

applied, and inside, they were embroidered with conductive threads on the 

hot-melt fabric to be attached, and then connected with LED. Women's pants 

were embroidered on the elastic band, in the form of a sine wave that gives it 

ability to stretch, and finally the elastic band was hidden inside the waistband. 

The operation of the light sensor in the dark provided the ability to protect 

joggers from night drivers or cyclists. LEDs were activated when the wearer 

turns on the fashionable device on his/her shoulder by pressing it. It was able 

to reduce the risk of accidents by giving recognizability to vehicles, bicycles, 

and athletes approaching or passing by at night, and securing safe distance 

from vehicles, etc. Internal embroidery technology had the same flexible and 

lightweight functions as ordinary clothing products, making it possible to apply 

to tight-fit smart T-shirts or leggings pants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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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가볍고 유연한 에 대한 요구가 증wearable electronics

가하면서 전도성 섬유소재를 이용한 에 대한 연구e-textiles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도성 섬유 소재의 , DIY(Do It 

와 개별성에 대한 가치가 대두되면서 연구 집단 뿐 Yourself)

아니라 일반 개개인들도 손쉽게 다양한 종류의 e-textiles 

또는 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interactive textiles (Roh & 

텍스트로닉스 전자섬유 란 전기 Yotam, 2011). (Textronics, )

또는 광신호를 생산 저장 전달할 수 있는 섬유 형태의 전, , 

지 전자소재 및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Jung et al., 2017), 

섬유 소재 자체의 감성과 착용감에 전자소자 구현을 위한 

전기 신호의 생산 저장 전달 등의 기능성을 갖춘 섬유제품, , 

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로닉스 비즈니스의 주요 . 

상품 개발 분야로는 첫째 헬스케어 피트니스 스포츠레저, , , , 

취미생활과 관련된 소비재 둘째 의료 안전보호 자동차, , , , , 

항공기 등의 산업자재 분야 셋째 패션 디자인 엔터테인먼, , , , 

트 등 맞춤제품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Kim, Yang & 

이와같이 패션 분야에서의 전자섬유의 적용과 Jang, 2016). 

활용 가치는 높을 뿐만아니라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섬유는 부도체이기 . , 

때문에 섬유 및 직물 등 유연전자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섬유자체의 고유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헬스 피트니스(Baeg & Lee, 2018). , , 

스포츠레저 분야에서 전도성을 통한 전기전달 기능을 갖춘 

유연한 의류제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패션상품에 전기적인 전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도사를 활용한 자수기법

을 이용하여 유연하고 착용감이 우수한 안전보(embroidery) , 

호용 스마트 스포츠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직물기반�회로 의�자수 기법1.� (Textile� Circuit) (Embroidering)

직물 회로를 구현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기법으로 자수 기

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된 회로대로 수를 놓듯이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바느질이나 재봉기계로 직물에 실을 박아 ,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정밀한 회로를 구성하

거나 동일한 회로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데에는 자수기법

이 더 적합하다 (Kim, Jeong & Cho, 2009). Castano and 

에 따르면 스마트 텍스타일 시스템을 제작하는 Flatau(2014)

방법으로는 전도성사를 꿰매거나 전선을 부착하는 방법1) , 

전도성이 있는 물질로 제작하는 것 전도성사를 자수2) , 3) 

하는 방법 전도성 잉크나 폴리머를 사용하여 프린팅하는 , 4)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도성사를 자수하는 방. 

법은 부드러운 텍스타일 기판 위에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

태의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텍스타일 기판의 종류와 특성, 

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텍스타일 바로 위에 자

수되기 때문에 레이어 구조로 얇고 가볍고 유연한 장점이 1 

있다 전도성 (Selm, Bischoff, & Seidl, 2001; Kim, 2015). 

실의 자수 기법은 회로제작의 자유성 정확성 그리고 개별성 ,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에 사용되는 텍스타일 전e-textiles 

자 회로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Roh & 

이라 할 수 있다Yotam, 2011) . 

현재 범용되고 있는 전도성 섬유는 이하 두께의   100um 

금속선을 인발공정을 통해 제조한 후 일반 섬유에 피복하거

나 함께 꼬아 만든 금속 섬유와 일반 섬유의 표면에 도전성 

금속 피막을 형성시킨 금속 코팅 섬유로 나뉜다(Baeg & 

금속전도사 는 대Lee, 2018). (metalllized conductive fibers)

개 좋은 기계적 성능과 함께 유용한 수준의 전도성을 나타

내는데 은 은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도, (silver)

성을 나타내어 서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은코팅사가 상업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류는 은도금 폴리아미드 실. WarmX 

을 니팅하여 직접적으로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내의로 니

팅기법과 발열 제어를 함으로써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제품

이다 이때 은도금사는 탁월한 전도사로 전선이 필요 없이 . 

의류를 통해 열을 전달시켜준다 또한 의류에 적용되는 전도. 

사는 움직임의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인파 정현파 모양으로 니트되거나 자수할 수 있다( ) 

(Koncar, 2016).

전도사를 적용한 자수 기법을 활용한 제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라이팅을 결합한 직물로 유명한 스위스 자수 기. LED 

업인 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새로운 심미적Forster Rohner

인 표현으로 빛을 이용하여 커튼 카펫 레, , wall hangings, 

이스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내어놓았다 그 예는 에. Figure 1

서 보여진다 의 는 공기 중의 오염. Figure 2 Climate Dress

을 센싱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덴. 

마크의 디자인 회사 가 년에 텍Diffus 2009 Forster Rohner 

스타일 회사와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으로 전도사로 이루어, 

져 농도에 반응하여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Co2 LED 

자수 제품이다 의 는 텍스타일 디. Figure 3 Wall E(motion)

스크 모듈러 시스템 으로 (a modular system of textile di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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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xtile� innovations(E-broidery),� Forster� Rohner�
(www.forsterrohner.com)

Figure� 2.� LED-Powered� Climate� Dress� Monitors� Pollution
(www.inhabitat.com)

Figure� 3.� SpacEmotion� 2014
(www.diffus.dk)

장식적이며 기능적인 커튼이나 룸 칸막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를 결합하여 빛을 발산하거나 스피커를 . LED flat 

통하여 소리를 발산할 수 도 있다 디스크를 연결한 메탈 . 

클립과 전도사 자수를 통해 전력 및 신호 조절이 가능하다. 

스포츠웨어�분야에서의�인체�밀착형�스마트웨어�개발�사례2.�

최근 기능성 개인 보호복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레저 의류산

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연전자 섬유 를 (flexible e-textiles)

적용한 인체 밀착형 스마트 웨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연전자 섬유나 웨어러블 센서 등(Jung et al., 2017). 

이 적용된 의류들은 추구하는 성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

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심박수나 혈압과 같은 생체 신호를 모

니터링 하는 의류 인체를 보온하는 발열의류 외부 유해 환, , 

경을 모니터링하는 의류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의류, , 

착용자의 자세나 동작을 감지하는 의류 에너지를 수확하는 , 

의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발광 의류 등으로 나눌 수 있, 

다(Lee, 2014). 

심박수나 혈압과 같은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의류에  

는 생체 인식 셔츠로 전문화된 캐나다 회사의 제품으로 

의 을 들 수 있는데 심박수 거리 호흡Figure 4 Hexoskin , , ,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와 피로도 등 운동과 심폐기능에 집중

한 제품이다. 방수 및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저장  

장치의 도움 없이 시간까지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제품157

이다 또한 . 운동 모니터링에 집중한 제품으로는 의 Figure 5

가 있는데 스포츠분야의 제품 개발기업으로 근전도Athos , 

(EMG) 기록센서가 삽입된 압축 셔츠와 바지에 부착된 센 

서는 실시간으로 근육운동 심장 박동수 칼로리 소모 운동 , , , 

시간 휴식시간 등 신체 기능을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이고 안, 

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센서는 운. 

동자의 신체 상태를 앱으로 전송해 지속적으로 운동 및 체

력상태 체크가 가능하게 한다 핀란드의 마이온텍사의 엠바. 

디 제품 은 근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반(Mbody) (Figure 6)

바지 스포츠웨어로 바지 내부에 전도성 원단을 부착하여 근

육 측정 전극을 마련하여 근육 운동과 심장에 관한 여러 가

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 운. 

동복은 운동효과의 최대화 착용감 편리성 및 부상을 줄이, , 

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의 웨어러블 스포츠웨어 . Figure 7

기업 폴라 는 심장박동수 모니터링 및 트래킹 기(Polar) GPS 

능을 제공하는 폴라팀프로셔츠 를 출(Polar Team Pro Shirt)

시했다 이 제품은 운동선수의 기량을 최대화하도록 디자인. 

됐는데 가슴부위에 스트랩을 부착하는 대신 섬유 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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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exoskin

(www.hexoskin.com)

Figure� 5.� Athos� Smart� Clothes� for�
Peak� Performance� Fitness

(www.urbanwearables.technology)

Figure� 6.�Mbody

(www.myontec.com)

Figure� 7.� Polar� Team� Pro� Shirt

(www.polar.com)

Figure� 8.� Nadi-x� Smart� Yoga� Pants
(www.wearablex.com)

Figure� 9.� Warm� X� Neck� Shirt
(www.reiten.warmx.de)

Figure� 10.� Nova� Ultralight� LED� Athletic� Jacket
(www.gearpatrol.com)

개의 얇은 심장박동 캡쳐 센서를 부착해 심장박동수 및 

측정이 가능하고 뒤쪽 작은 주머니에 센서를 부착해 GPS 

속도 거리 가속도 측정도 가능하다 의 패션 테크 , , . Figure 8

회사 웨어러블 에서 요가 자세교정을 위한 진X(Wearable X)

동레깅스인 스마트 요가팬츠 나디 는 요가복 내에 X(Nadi X)

부착된 센서가 자세 교정이 필요한 부위에 진동을 주어 운

동의 효율성뿐 아니라 부상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

웃도어용 발열 제품인, 의 Figure 9 는 은 코팅 나일warm X

론 전도사 편물이 발열체로 사용되며 제품 라인은 용도에 

따라 이 있으며Wellness, Riding, Hunting, Motorcycling , 

제품 구성은 로 나Undershirt, Tights, Neckshirt, Warmers

뉘어져 있고 온도 조절은 단계로 가능하며 기계 세탁도 가3

능하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발광의류로는 의 Figure 10

이 있는데 이는 NOVA running jacket 발광 기능이 있는 야

간 운동용 재킷으로 발광 띠 가 의, LED (LED Light Strip)

류에 내장되어 최대 시간의 지속이 가능하며 발광 휘도는 8 . 

매우 강해서 피트 떨어진 거리에서도 가시성을 유지하450 

는 제품이다. 

현재까지 인체 밀착형 스포츠웨어 개발은   생체 신호를 모

니터링 하는 의류와 운동 모니터링 및 착용자의 자세나 동

작을 감지하는 의류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반면 가시성을 , 

높이기 위한 발광 의류는 재킷류에 주로 개발되어 온 실정

이다 또한 밀착형 스포츠웨어는 제품에서와 같이 . MBODY 

전도성 테잎이나 원단을 전선 대신 사용하고 그 위에 필름

으로 코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뻣뻣하고 하드한 제품

으로 스트레치성이 없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방식이라 착용

상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에 운동 . 

피트니스 용도의 밀착형 스포츠 의류를 많이 착용하는 현 

시점에 일반스포츠웨어와 유사한 착용감의 가볍고 야간활동, 

에도 안전한 스마트 스포츠웨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전선이나 전도성 원단을 이용한   

뻣뻣한 방식의 스마트웨어 제품과는 달리 일반실과 유사한 , 

느낌의 전도사로 의복에 자수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가볍고 

유연한 밀착형 발광 스포츠웨어를 개발하고 그 실용성을 제

안하고자 한다. 

연구�계획과�과정III.�

안전보호용� 티셔츠�및�팬츠�디자인�개발1.� LED�

야외 활동 및 운동 시 착용가능한 스포츠 티셔츠 및 레깅스

를 제작하였다 를 적용한 스마트웨어는 남성용으로는 . LED

티셔츠에 여성용으로는 티셔츠보다는 레깅스에 적용하는 것, 

이 미적으로도 훨씬 눈에 띄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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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어 남녀 별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개발하였다 남성용으. 

로는 티셔츠 종 일반용과 사이클용 과 여성용은 레깅스 팬2 ( )

츠 부 및 부로 그 디자인은 과 같다 사용한 티7 9 Figure 11 . 

셔츠 소재는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저지를 사용80%/ 20% 

하였고 레깅스는 나일론 폴리우레탄 혼방 원단을 85%/ 15% 

사용하였다 제작한 티셔츠와 레깅스의 사이즈는 . Table 1 

과 같다 남성용 는 일반적인 스포츠웨어의 밀착되. T-shirts

는 타이트핏 스타일로 제작하였고 에는 사이클용T-shirts B

으로 과 삼각 디자인 부분에 재귀 반사 테이프를 V shape

적용하여 반사기능을 추가하였고 부 레깅스의 앞면 허벅지7

에도 동일한 반사 기능을 추가하였다 여성용 레깅스에는 운. 

동 시 땀 발산을 위한 메쉬 소재를 무릎 측면 후면 (mesh) , 

Table� 1.� T-shirts� and� Leggings� Size

Item� sizes�

T-shirts� (cm) Leggings (cm)

chest circumference 95 waist circumference 66

shoulder width 90 hip circumference 79

sleeve length 37 crotch length 24

shirt length 70 hem circumference(7/9) 24/22

leggings length(7/9) 72/87

T-shirts A                                   T-shirts B

Leggings A                                       Leggings B

Figure� 11.� � Design� of� T-shirts� and� Leggings

및 하단부 등에 적용하였다. 

디바이스�작동�과정과�하드웨어�플랜�2.�

제품의 컨셉은 빛의 유무에 따라 를 조절할 수 있는 스LED

포츠웨어로 야간 스포츠 활동 시에 주변이 어두워지거나 사

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 켜짐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LED

는 기능을 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작동할 디바이스와 부품은 빛을 감지하는 와 light sensor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로 구성된다 작동 과LED . 

정은 Figure 와 12 같다 각 모듈의 사양과 역할은  . Table 2

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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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Operating� Process� for� T-shirts� and� Leggings� pants�

Table� 2.� Sensor,� Battery,� LEDs� and� CPU� Specifications

� Hardwear

Sensor 

module Light sernsor  

 A photocell changes resistance depending on the amount of light it is 

exposed to. These little sensors make great ambient light triggers 

Max voltage : 150V, Max power: 100mW* 2 x 4 x 5mm• •

Battery CR 1220:  Specialised Lithium Battery Coin Cell, 3 V,  12.5mm  

LED
SMD LED 0805:  

Use to show signal

CPU
Attiny85 :  

High-performance, operates between 2.7-5.5 volts.

Figure� 13.� Device� Design� and� Structure Figure� 14.� Sewing�Machine� and� Conductive� Thread

센서�디바이스�구조�및�시스템�3.�

를 컨트롤하는 디바이스는 빛에 따라 반응하는 조도 LED

와 가운데에 가 있고 뒷면의 코인배터리 홀더에 sensor CPU

배터리를 장착하고 스위치로 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 LED

로 하였다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케이스는 에 나타. Figure 13

내었다. 

자수기를�이용한�전도사�스티치�4.�

자수기에서 제공하는 자수 패턴 중 몇 가지의 패턴을 테스

트하여 가장 전도성이 높은 자수 패턴으로 자수 스티치를 

선정하였다 사용한 전도성 실은 합사 은도금. 140D(70D 2 ) 

실로 강도를 위하여 꼬임수 을 사용하였다500TM . Figure 

는 사용한 자수기와 전도사를 나타내고 있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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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포츠웨어�착용성�평가�5.�

본 연구에서 개발한 를 적용한 티셔츠와 레깅스 중 각 LED

한 스타일을 선택하여 착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스마트 웨

어러블 아이템의 불편한 점을 확인하였다 평가항목은 탈착. 

편이성 무게감 스트레치성 동작성 스마트디바이스의 거북, , , , 

함 부착성 일반의류와 다른 이질감 해로움 긴장성 등에 , , , , 

대한 총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평가는 티셔츠와 10 . 

레깅스에 대하여 적합한 사이즈의 대 남녀 각 명에게 20 10

착용시킨 후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각 , . 

평가 문항의 점수는 점 척도로 불만족 점수에 대한 평균 5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및�고찰IV.�

발광�부위의�디자인�1.�

Figure� 15.� Lighting� Part� Pattern� Design

Table� 3.� Stitch� Samples� Resistance�

5cm� stitch� sewing

stitch�
resistance
( /cm)Ω

stitch�
resistance
( /cm)Ω

1 10.20 6 13.20

2 21.08 7 23.08

3 19.54 8 24.16

4 20.04 9 22.92

5 18.06

남성용 티셔츠에 사용할 발광 부위의 디자인은 로고이미지

의 디자인을 활용하였고 여성용 레깅스 패턴에 사용할 패턴

은 패션 타투 느낌의 태양 이미지를 디자인하였다 일(tattoo) . 

반적으로 의 부착 위치는 티셔츠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LED

면서 거추장스럽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므로 기, 

존의 모든 스포츠웨어에 존재하는 로고 이미지와 위치에 활

용하는 것이 일반 스포츠웨어와 동일한 외관을 주므로 로고 

이미지에 를 적용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스포츠웨어이LED . 

지만 좀 더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해주기 위해 로고가 아, 

닌 타투 이미지의 일종인 태양이미지를 허리 뒷중심에 적용

하여 섹시한 패션미를 부가하였다 에 각 디자인을 . Figure 15

나타내었다. 

자수기를�이용한�전도사�스티치�저항�측정후�선정2.�

의류에 적용되는 전도사는 동작에 대한 스트레치성을 부여

하기 위해 직선형태보다는 웨이브 형태나 지그재그 형태가 

적합하므로 종류의 스티치 패턴을 길이의 스티치를 , 9 5cm 

완성한 다음 멀티미터로 저항을 측정하여 가장 작은 저항을 , 

나타내는 스티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과 같다. Table 3 . 

스티치의 웨이브 간격이 좁을수록 전도사의 전체 길이가 늘어

나므로 저항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전도성을 위. 

하여 번 직선 박기 샘플을 제외한 단위 길이당 가장 작은 1 , 

저항을 나타내는 번 스티치를 선택하여 자수 작업을 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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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제작과�티셔츠�및�레깅스에� 부착3.� LED� LED�

남성용 티셔츠에는 앞쪽과 뒤쪽에 각각 를 부착하였고LED , 

여성용 레깅스에는 허리 뒤쪽에만 를 적용하였다 남성 LED . 

티셔츠에서는 를 적용할 위치에 패턴 디자인을 볼륨 전LED

사 프린트하였고 내부에는 부착할 핫멜트 원단에 전도사로 

자수 스티치를 한 다음 를 연결하고 겉감 티셔츠에 열LED

프레스하여 부착하였다 디바이스 단자부분에는 겉감과 핫멜. 

트 원단 각각 디바이스 모양으로 데코 필름을 부착하고 너

트를 조립하였다 티셔츠 겉에서 디바이스 위치에 네오디움 . 

마그네틱 단자로 디바이스를 결합하였다 여성용 팬츠에서는 . 

허리 밴드의 내부 엘라스틱 밴드 부위에 전도사로 신축성을 

부여하는 사인파 형태 번 스티치로 자수하고 남성 티셔츠6

와 동일한 작업을 시행하여 허리밴드 속으로 엘라스틱 밴드

를 감추어 단자 결합 부분만 겉에서 보이도록 작업하였다.  

에 여성 레깅스 허리 밴드 부위의 구조와 내부 구Figure 16

조를 나타내었다 에는 티셔츠의 내부구조를 나타. Figure 17

내었다.

밀착형�남성티셔츠와�여성레깅스의�야간� 보호�4.� LED�

기능�효과� � �

남성 티셔츠 와 의 전체적인 착장 이미지와 디테일 이미A B

지는 와 에 나타내었다 일반 달리기나 사이Table 4 Table 5 . 

클 및 실내외 운동 시 착용할 수 있는 타이트핏 티셔츠의 

이미지로 앞쪽 로고 이미지의 가운데에 빛이 발산될 LED 

수 있도록 레이저 커팅으로 을 내었다 스티치가 겉에서 hole . 

보이는 장식용 티셔츠가 아니라 겉감 원단에 전도사로 스티

Figure� 16.� � Leggings� Pants�Waist� and� Inner� Elastic� Band� Structure Figure� 17.� T-shirts� Inner� Structure�

치하지 않고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일반셔츠 형태로 진행하

였다 구조는 의 여성 허리 벨트와 동일한 구조로 . Figure16 

핫멜트 원단에 전도사로 자수 스티치를 한 다음 를 연, LED

결하고 겉감 티셔츠에 열프레스하여 부착하고 겉에서는 

와 디바이스 단자부분만 보이게 하였다 이 때 전도사는 LED . 

전력 공급 및 신호 조절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 티셔츠 . B

는 앞과 뒤의 과 삼각 디자인 부분에 재귀 반사 테V shape

이프를 적용하여 야간 운동 시에 반사기능을 함께 발휘하게 

하였다 티셔츠 와 동일하게 앞중심과 뒷중심 위치의 로고 . A

이미지 위치에 가 발산되게 하였다 의 로LED . Table 5 detail 

고 부위에 어두운 장소에서의 발광 모습을 나타내었다. 

부 여성 레깅스와 부 여성 레깅스 이미지는 와   9 7 Table 6

에 나타내었다 레깅스 의 밑단에는 재귀 반사 테Table 7 . A

이프를 이용하여 야간 반사되도록 디자인하였고 뒤허리 부

분에 타투느낌의 해 모양 볼륨전사 부위에 를 적용하였LED

다 의 조절 및 조도 센서의 작동은 측면의 . LED ON/OFF 

디바이스로 뒤허리 부위의 해 모양 프린트에 발산을 , LED 

작동시켰다 레깅스 의 전면허벅지 위치 한 곳에 동일하게 . B

재귀 반사 테이프를 적용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빛에 의해 

착용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의 어두운 . Table 7

곳에서의 운동 모습에서 조도 센서의 작동으로 밤 운전자나 

자전거 사용자들로부터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로고와 타투 . LED-lit 

모양은 운전자가 야간 운전시에 사이클리스트와 조거들을 

잘 비켜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기능으로 착용자가 운동, 

시의 셔츠나 바지 레깅스에 디자인된 뒤쪽 를 앞허리나 LED

어깨의 패셔너블한 배터리 디바이스를 눌러 켜줌으로써 

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배터리 디바이스의 버튼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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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를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의류 디자인을 LED ON/OFF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었다 야간에 다가오거나 . 

지나가는 차량 자전거 및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시인성을 부, 

여하고 차량 등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위험을 

Table� 4.� Structure� and� Details� of� T-shirts� A� � �

T-shirts� � A

F

R

O

N

T

.

S

I

D

E

.

B

A

C

K

D

E

T

A

I

L

S

T

R

U

C

T

U

R

E

outer inner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착용자가 자. 

신의 유니크한 취향에 따라 프린트의 타투 디자인을 커스터

마이즈한다면 착용자의 개성을 살 릴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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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D� Lighting� Images� and� Details� of� T-shirts� B� �

T-shirts� B

F

R

O

N

T

B

A

C

K

D

E

T

A

I

L

LED lighting in the dark environment 

D

E

T

A

I

L

Table� 6.� Leggings� A� Images� and� LED� Device� Details

Leggings� A

F

R

O

N

T

.

B

A

C

K   

D

E

T

A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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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LED� Lighting� Images� in� Dark� Environments(Leggings� B)�

Leggings� B

F

R

O

N

T

.

B

A

C

K

E

X

E

R

C

I

Z

I

N

G 

in

D

A

R

K

A

R

E

A

착용성�평가�결과5.�

 

개발된 남성 티셔츠와 부 레깅스에 관하여 착용테스트를 7

실시한 결과는 과 에 나타내었다 착용성 Table 8 Figure 18 . 

평가의 불만족에 대하여 각 항목별 전혀 그렇지않다 그(1), 

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의 점척(2), (3), (4), (5) 5

도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는 한 가. 

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이에 해당하여 각 항목별 1.1 2.3∼

불편함에 대한 착용감은 그렇지 않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 

는 디바이스의 무게가 정도에 해당하고 와 디바이스 10g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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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fort� Assessment� Results�

Comfort� assessment� results�

List� of� evaluation
T-shirs

Mean(SD)� (n=10)
Leggings�Mean(SD)�

(n=10)

1 It's uncomfortable to wear and take off. 1.2(0.4216) 1.3(0.4830)

2 It's heavier than a regular shirt(leggings). 1.1(0.3162) 1.2(0.4216)

3 It's less stretchy than regular shirts(leggings). 1.4(0.6992) 1.7(0.8232)

4 I'm uncomfortable with movement and difficult to move. 1.2(0.4216) 1.5(0.5270)

5
The overall feel of wear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regular 

shirts(leggings).
1.4(0.5163) 1.7(1.0593)

6 The device is heavy and cumbersome. 1.0(0.0000) 1.6(0.6992)

7 LED attachment and device parts are uncomfortable. 1.5(0.7071) 1.4(0.6992)

8
It's bad to look at because it gives me a different look from 

the regular shirt(leggings).
1.6(0.6992) 2.0(0.9428)

9
I'm worried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wearing smart 

clothing.
2.1(1.2866) 2.3(1.1595)

10
I'm afraid I'll be nervous or visible when I wear this 

shirt(leggings).
1.4(0.6992) 3.0(0.9428)

Figure� 18.� Wearing� Satisfaction� Assessment�

가 작은 사이즈 미만 임을 감안할 때 불편하지 않음을 (3cm )

알 수 있다 또한 전도사를 재봉하는 부분이 티셔츠의 경우 . 

어깨부위에서 정도 레깅스의 경우 뒷중심에서 앞허리10cm , 

까지 정도이며 엘라스틱 밴드에 봉재되어 신축성이 20cm , 

유지되므로 움직임에 전혀 불편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착용감도 일반적인 티셔츠 및 레깅스와 다. 

르지 않은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나 디바이스를 장착한 스마, 

트웨어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해로움에 대한 걱정 정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높음을 나타내지만 평균 점수는 낮, 

은 편이다 그리고 여성 레깅스의 경우 남성에 비해 를 . ,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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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한 시인성 있는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눈에 

띄는 것에 대한 긴장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으

로 나뉘어지는 현상으로 보통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 

체적으로 착용감에 대한 기능적인 불편함이나 일반 스포츠

웨어와의 차이점은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도사

를 활용한 자수 방법과 를 결합하는 구성 방법이 이질LED

감을 주지 않아 밀착형 스포츠웨어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내부의 전도사 자수 기술은 일반 의류제품과 동  

일하게 하고 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착용flexible lightweight

상 일반 의류와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 활동성 및 외관. 

상으로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아 밀착형 티셔츠나 레깅

스 디자인에 적용 가능하였다 좀 더 강한 시인성을 위하여 . 

티셔츠와 레깅스에 수를 추가한다면 야간 운동시에 LED , 

더 강화된 알람 및 엔터테이닝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최근의 공기 오염의 피해에 적용 가능한 공기질을 센싱. 

하는 센서와 가 함께 결합된다면 야외활동에 좀 더 적LED

합한 디자인이 될 것으로 여겨져 이는 후속 연구의 연구과, 

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야간운동 및 스포츠 활동의 안전 보호라는 기  

능적인 측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드 타입의 전선을 대체하, 

여 소프트한 전도사를 이용하여 기존의 텍스타일 자수 기능

을 밀착형 스포츠웨어에 적용하고 실용화하는데 의의가 있

다. 

 결론V.�

최근 스마트 의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 의류 중 스포츠 피트니스 및 의료 분야로의 기술 접

목과 개발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년간 . 10

스마트 의류 출원 동향을 세부 기술별로 보면 인포테인먼트 

분야 의료분야 보호와 스포츠 분야가 로 스24%, 19%, 17%

마트웨어 제작에 있어 가벼우면서도 신체에 밀착되는 유연

한 직물 회로를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 

본 연구는 기존의 전선이나 솔더링 과 같이 인체(soldering)

에 불편하거나 유해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유연섬유 방식

의 전도성 실을 의복에 자수함으로써 가볍고 스트레치성이 , 

있는 스마트 스포츠웨어를 개발하여 그 실용성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야외 활동 및 운동 용도의 밀착형 남녀 스포츠 티셔츠   2

종 및 여성용 레깅스 팬츠 부 및 부에 전도사를 이용한 7 9

자수 스티치를 적용하여 빛의 유무에 따라 를 조절할 , LED

수 있는 스포츠웨어를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야간 스포츠 . , 

활동 시에 주변이 어두워지거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LED

가 켜짐으로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스

마트 웨어러블 기능을 확인하였다. 

남성용 티셔츠에는 앞쪽과 뒤쪽에 각각 를 부착하였  LED

고 여성용 레깅스에는 미적이며 시선이 집중되는 허리 뒤쪽, 

에만 를 적용하였다 남성 티셔츠는 를 적용할 위LED . LED

치에 패턴 디자인을 볼륨 전사 프린트하였고 내부에는 부착

할 핫멜트 원단에 전도사로 자수 스티치를 한 다음 를 LED

연결하고 겉감 티셔츠에 부착하였다 디바이스 단자부분은 . 

겉감과 핫멜트 원단 각각 디바이스 모양으로 데코 필름을 

부착하고 너트를 조립하여 티셔츠 겉에서 네오디움 마그네, 

틱 단자로 디바이스를 결합하였다 여성용 팬츠는 내부 엘라. 

스틱 밴드 부위에 전도사로 신축성을 부여하는 사인파 형태

로 자수 처리하고 허리밴드 속으로 엘라스틱 밴드를 감추었

다 티셔츠와 레깅스 모두 겉에서 외관상 일반 스포츠웨어와 . 

동일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어두운 곳에서의 조도 센서 작동으로 밤 운전자나 자전거   

사용자들로부터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고와 타투 모양은 운전자가 . LED-lit 

야간 운전시에 사이클리스트와 조거들을 잘 비켜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기능으로 착용자가 운동시의 셔츠나 바지 레, 

깅스에 디자인된 뒤쪽 를 앞허리나 어깨의 패셔너블한 LED

배터리 디바이스를 눌러 켜줌으로써 를 작동 가능하게 LED

하였다 이는 야간에 다가오거나 지나가는 차량 자전거 및 . ,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시인성을 부여해주고 차량 등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의 전도사 자수 기술은 일반 의. 

류제품과 동일하게 하고 한 기능을 가지flexible lightweight

고 있어 착용성 평가에서도 전체적인 평균점수가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각 항목별 불편함에 대하여 그렇지 않음

을 나타내었고 착용상 일반 의류와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와 같이 활동성 및 외관상으로도 불편하거나 어색하. , 

지 않아 밀착형 티셔츠나 레깅스 의류에 적용 가능하였다. 

향후 밀착형 스포츠웨어뿐 아니라 전도성 자수를 활용하여 , 

일상생활에 사용가능한 의료 아이템에서도 기능적인 센서와 

접목하여 개발해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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