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24 3
―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
J. fash. bus. Vol. 24, 

No. 3:17-29, July. 2020 

https://doi.org/

10.12940/jfb.2020.24.3.17

텍스타일형�스트레치�센서를�이용한�스마트�축구�

양말�개발

세�여중생을�중심으로-14~15 -

김지선⋆1) 박진희� · 2) 김주용� · †2)

숭실대학교 스마트웨어러블공학과⋆1)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 2)

Corresponding� author�
―
Jooyong Kim

Tel : +82-2-820-0631

Fax : +82-2-817-8349

E-mail : jykim@ssu.ac.kr

Development� of� Smart� Soccer� Socks� Using� a� Textile�

Stretch� Sensor

-Focused� on�Middle� School� Girls� between� the� Ages�

of� 14� and� 15-

Ji-seon� Kim⋆1)� Jinhee� Park﹡ 2)� Jooyong� Kim﹡ †2)

Dept. of Smart Wearables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Korea⋆1), 

Organic Materials and Fiber Engneering, Soongsil University, Korea2)

Keywords Abstract

resistance sensor, 

textile stretch sensor, 

sports science, soccer socks, 

smart socks, 

CNT dispersion solution

저항 센서, 

텍스타일형 스트레치 센서, 

스포츠 과학 축구 양말, , 

스마트 양말 분산액, CNT 

―
이 성과물 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 ) ‘

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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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과제번호 , : P0002397)

This study aimed to produce fiber stretch sensors for smart soccer socks to 

prevent injuries during training. A sensor was manufactured with stretchable 

fabric and tested to ensure convenience during training. In order to 

manufacture the fiber stretch sensor, a CNT dispersion solution was applied to 

an e-band and elastic polyester fabric, and the performance of the sensors was 

evaluated by a tensile test. Performance evaluation showed that both of the 

tested fabrics are excellent for this purpose. Both sensors were attached to 

socks to create prototype wearable devices, an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a resistance change accompanying relaxation and 

contraction of the gastrocnemius muscle could be detected. 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performance as a sensor, the fabric was stretched 20 times 

at low speeds of 1 Hz and 0.5 Hz. A change in resistance due to tension was 

observed, with both the E-band and the stretchable poly fabric showing high 

sensitivity and high reproducibility. Both can be used as relaxation/contraction 

sensors. Smart soccer socks were made using the two materials, and an 

evaluation was conducted. Tensile tests were done on the smart soccer socks; 

the tests were done 20 times per sock, and the sensor showed a stable 

resistance change between 30 and 40 ohms depending on the tension of the 

sensor.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smart soccer socks with stretch sensors 

made of E-bands can measure changes in the gastrocnemius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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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요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증가로 

다양한 헬스케어 및 스포츠 분야의 웨어러블 제품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볍고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도성 섬유 . , 

소재를 이용한 웨어러블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착용

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분야(Roh, 2016). 

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축구가 년 월드컵 유치와 강 진출로 2002 4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 

로 성인들의 축구사랑을 이어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축구

선수로서 참여하려는 의욕에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경우 (Hong & Park, 2006). , 

세에서 세에 성장기이기에 선수로 진출하는 데 있어 부14 15

상은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요소이다 주로 부상이 발생되는 . 

원인은 부상이력 몸의 구성요소들 근육의 유연성 인대의 , , , 

이완 등 부상 위험 요인들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Bahr 

& Holme, 2003; Gomez, Ross, Calmbach, Kimmel, 

Schmidt, & Dhanda, 1998; Krivickas & Feinberg, 1996).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 

중 하나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포츠 과학과 의학 

분야이다.

  스포츠 의학이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운동 상해 

예방 운동 처방 손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심리 영양 , , , , , 

등의 의료적 관리를 하며 스포츠 팀과 경기에 필요한 선수

의 신체 관리 약물 윤리적 문제 등을 코칭해주는 것까지도 , , 

포함 한다 (Brukner & Khan, 또한 스포츠 과학은  2007). , 

현재 거대 자본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차 산업혁명의 핵심4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 

물 인터넷과 빅 데이터의 적용은 주로 기존의 훈련 방식을 

최적화시켜 최상의 선수를 양성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포츠 과학에 있어 (Kim, 2017). 스포츠 활동의 목

적은 선수들에게 시합에 있어 유용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

는 것인데 간단하게 가지 방법들로 스포츠 과학이 실현되4

었던 예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경기 기술을 분석 및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 년 아테네 ( : 2004

올림픽 장미란 선수 둘째는 운동 역학적 제 원리를 적용, ). 

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며

예 년 동경 올림픽의 배면뛰기 동작 셋째는 경기 장( : 1964 ) 

면에 대한 영상 자료를 통해 경기 상황에서의 움직임의 역

학적 관계를 규명하여 전략 및 전술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예 히딩크 감독의 비디오 분석관 코칭 마지막으로 넷째( : ). 

는 경기에 사용되는 기구 시설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이 있다 예 호주의 펠프스 선수의 전신 수영( : 

복 이 방법들 중 첫 번째 예시인 장비를 사용)(Song, 2007). 

하여 각 스포츠의 기술을 분석하는 방법과 마지막 예시로 

경기 유니폼이나 보조 장치 개발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유소년들의 축구 훈련 시 부상방지를 위한 

스마트 양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인 중학교 학년 학년 여학생  , 1 ~2

들을 대상으로 다리의 근육 팽창 및 수축을 체크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도성 물질이 코팅되어 압 저항 방식, & 

으로 근육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축구 양말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텍스타일형�센서1.�

원단 표면에 금속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도성 섬

유소재는 경량이면서 전기전도성도 좋아 활용성이 매우 높

다 원단에 금속을 코팅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무전해 . 

도금법 으로 일반 섬유표면에 금속 핵을 (electroless plating)

부착 고정한 후 코팅시키고자 하는 금속염 용액에 담군 다

음 일반 섬유표면에 부착 고정된 금속 핵을 중심으로 금속

염의 환원이 유도되어 금속필름이 형성되는 공정이다 이렇. 

게 코팅한 센서를 압 저항 센서 방식으로 사용한다 압 & . 

저항 센서는 스트레인에 따라 전기적인 저항이 바뀌며& ,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힘에 민감한 저항체(Force 

를 사용한다 이는 실리콘고무 폴리sensitive resistor [FSR]) . , 

우레탄 및 전도성 입자들이 혼입된 혼합물로 전도특성을 갖

는 탄성중합체 이므로 압력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elastomer)

하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센서이다(Han, Jang, & Jung, 

2016).     

금속염 용액 외에도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를 원단에 코팅하는 공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는 CNT) . CNT

흑연판 을 원통형으로 말아 만든 튜브의 형(graphene sheet)

상을 가지고 있으며 나노미터 스케일 크기를 가진 카본 나

노소재 종류중 하나이다 탄소나노 튜브는 다른 탄소재료보. 

다도 밀도가 낮고 길이 직경비 가 크며 고강도 , / (aspectatio)

합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기계적 강도와 구리 이상의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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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나노복합재료 분야에서 충CNT

진 필러 소재로 활용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 Jung, 2008). 

이와 같이 전도성을 가진 센서를 제작하는 연구 개발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 개발된 제품들로는 Choi 

가 개발한 인체의 수면 중의 체압 체온 습and Ahn(2016) , , 

도를 조절하기 위한 직물형 압력센서가 있다 또한. , Lee, 

는 섬유기반의 센서를 이용한 Kim, Lim, & Yoo(2014) FSR

손목형 스마트 밴드를 개발하였으며 Cho, Park, Kang, Lee, 

가 인체의 동작 중 Kang, Han, Oh, Lee, Lee, & Lee(2015)

팔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동작 모니터링용 직물센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가 개발한 것으로 복. Song(2005)

식호흡을 통해 말더듬 치료를 도와주는 스트레치 센서 밴드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스트레치 센서를 사용한 . 

스마트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축구�양말�사례�2.�

축구 양말 소재는 예전에는 폴리에스터 면을 많이 사용하였, 

다 하지만 최근 시판되고 있는 양말들은 폴리에스터 외의 . 

다양한 소재들과 기능을 혼용하여 성능을 높인 제품들이 많

다 예를 들면 년에 컴포트라는 브랜드에서 스타디아. 2018

라는 양말이 출시되었는데 이 양말은 입자가 -X(Figure 1)

촘촘한 매쉬 소재와 스판덱스 원단을 사용하여 우수한 통기

성 통풍성 보온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하였다, , (“Functional 

년에는 올댓부츠 라는 브랜드socks,” 2019). 2019 (Figure 2)

에서 올스타 논슬립 삭스라는 제품이 개발되었다 이 양말의 . 

발바닥 부분은 아치 서포트 구조와 충격 완화 쿠션을 사용

하여 보호하며 발목은 테이핑 기술을 응용하여 부상을 방지, 

해준다 또한 바닥에는 논슬립 패드를 부착하여 신발 안에. , 

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축구 선수들(Ahn, 2019). , 

Figure� 1.� Stadia� X
(www.comport.kr)

Figure� 2.� Allthatboots
(www.smartstore.naver.com) 

Figure� 3.� Trusox
(www.futbolemotion.com)

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트루삭스 라는 브(Trusox)(Figure 3)

랜드 제품의 소재는 나일론 면 스판덱스 로 60%, 39%, 1%

이루어져 있으며 안감과 겉감에 모두 논슬립 패드가 패턴 

형식으로 갖춰져 있다 이와 같이 바닥에는 대부분 논슬립 . 

패드를 활용하여 축구 동작 시 실수를 보완해주고 있다

(“Soccer socks trusox,” 2014).

스마트�양말의�개발�사례3.�

스마트 양말에는 년에 오픈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올2013

렛사의 올렛삭스 는 아기의 수면상(Owlet Socks)(Figure 4)

태 확인 및 호흡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해 아기의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잠재적 질병도 감지할 수 있으며 상태. 

를 조명과 소리로 경고해주는 제품이다 운동 자세를 교정해 . 

줄 수 있는 센소리아 의 스마트 양말은 (Sensoria)(Figure 5)

사용자가 운동할 때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의 운동 

자세 교정을 도와준다 이 양말은 충전식으로 세탁이 가능하. 

며 발목에 연결되어 모바일 앱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바닥에 

개의 직물센서가 달려 있어 발바닥의 닿는 부분의 압력을 3

측정해 준다 양말 위쪽의 발찌를 함께 차면 속도 거리 이. , , 

동 경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소리아와 제네시스 . 

헬스케어가 함께 개발한 Sensoria Smart Socks V2.0(Figure 

라는 스마트 양말은 노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

사용자의 압력패턴을 식별해 넘어지기 전의 패턴을 감지해

준다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기술업체인 사이렌 이 개. ‘ (Siren)’

발한 당뇨병 양말 은 족부궤(Siren Diabetic Socks)(Figure 7)

양을 방지하기 위해 발 온도를 모니터링 한다 직물 안에 . 

온도 변화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으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시간으

로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Healthy smart sock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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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wlet� Socks�
(www.target.com)

Figure� 5.� Sensoria
(www.mindtecstore.com)

Figure� 6.� Sensoria� Smart� Socks� V2.0� �
(www.mindtecstore.com) 

Figure� 7.� Siren� Diabetic� Socks�
(awesomedisplay.wordpress.com)

축구�훈련�중의�부상방지를�위한�근육�측정�부위4.�

축구의 운동 동작은 달리기 급정지 패인트 동작 슬라이딩, , , , 

슈팅 걷기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리, . 

블을 제외 하면 대부분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며 걷기 동작

을 수행하는데 이때 종아리 부위의 비복 근이 수축과 이완

을 반복하여 사용된다 훈련에는 체력(Kim & Kim, 2004). 

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작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전력, 

질주와 일반 달리기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이나 트랙

달리기 볼을 이용한 드리블 등이 필수 훈련이라고 할 수 , 

있다 그 중에서 걷기 동작은 입각(“Player training,” 2016). 

기와 유각기 번갈아가며 수행되는데 이때 근육이 수축되는 

시점에서 근비대로 인해 넓이가 팽창되며 종아리 부위의 둘

레 길이가 증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 

종아리 부위의 사이즈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은 근축을 통한 

근피로도 또는 비복근 근육면적 변화에 따라 밸런스나 보행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Kim & Kim, 

비복근 과 가자미근2004). (gastrocnemius)(Figure 8)

은 하지 근육 부위 중에서도 종아리 뒤쪽 (soleus)(Figure 8)

피부 밑에 위치해 있으며 둘을 합쳐 종아리 세갈레근

이라 한다(triceps surae muscle)(Figure 8) (“Gastrocnemius,” 

비복근은 발뒤꿈치를 들거나 무릎을 굽히는 역할을 하n.d.) 

여 운동선수들의 종아리 하트 근육으로 불리는 근육으로 가

장 사용량이 많아 쉽게 발달한다 이처럼 종아(Park, 2019). 

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달리기 도중 발생하는 근

육통이나 부상은 주로 종아리에서 발생 한다 달(Lee, 2019) 

리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때 계속해서 작은 힘을 종

아리 근육이 받게 되면 종아리 근육에 무리가 되어 피로 반

응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과사용 손상 이라고 한다 종아‘ ’ . 

리 근육 통증은 반복적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근육

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통증이 생기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축구 훈련 중 트랙 달리기나 연습경기. 

로 종아리 근육에 지족적인 힘을 받게 되면 근섬유 조직이 

딱딱하게 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펼치는 과정이 안 되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섬유화 과정 이 진행되며 통증을 유‘ ’

발하게 된다 그럼 근육 염좌 형태가 나타나며 심한 운동으. 

로 근육에 피로물질인 젖산이 축적되어 통증이 생길 수 있

다 또한 축구가 부상이 많은 이유는 (“Calves hurt,” 2016). , 

경기 도중에 점프나 피봇동작 등 착지 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im, 2018). Figure 9

는 달리기 동작 중 착지 단계 에 해당되는 동(stance phase)

작들 중 크게 단계로 구분하여 는 착지 는 3 a (foot-stike), b

중간 착지 는 차고나가기 로 부상을 (mid-stance), c (toe-off)

방지할 수 있는 동작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개의 동작들은 . , 3

달릴 때 종아리 근육이 몸에 힘을 실어주어 치고 나가는 동

작으로써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 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Running injury,” 2000). 

육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아리 근육 중

에서도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비복근 부위에 (gastrocnemius)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근육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축구 훈련 중의 부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축구경기나 훈

련 시 부상은 빈번히 일어나며 훈련 코칭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및 체력에 방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예를 들면 은 대학축구선수들의 . Kim and Kwon(2013)

부상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선수들의 부상이 아주 빈

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 , Ki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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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astrocnemius
(www.blog.naver.com)

Figure� 9.� Stance� Phase
(www.marathon.pe.kr)

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축구로 인

한 상해 방지요소로 장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도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하지 부상에 관한 연구Kim(2018)

를 진행하였는데 많은 유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중 특히 축

구 종목에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며 부상의 정도도 가장 

심각하다고 하였다(Junge, Engebretsen, Mountjoy, Alonso, 

Renstrom, Aubry, & Dvorak, 2009). 

에 의하면 유소년들  Han, Lim, Kim, Kim, Cha, and Kim

이 특히 부상에 취약한 이유는 아직 뼈의 골화가 끝나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 시 뼈의 강도가 낮고 근골

계의 부상의 형태도 성인들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유소. 

년들은 건의 부착부가 취약해서 심각한 인대 염좌 보다는 

연골과 뼈가 손상 받거나 완전한 견열이 일어나기 쉽기 때

문에 성인보다 훨씬 부상을 조심해야하며 위험한 요소이다

(as cited in Lim,  2017, p. 7).

또한 하지부상이 전체 부상의 를 차지하여 가장   , 68~88%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하였다(Agel, Palmieri-smith, Dick, 

Wojtys, & Marshall, 2007).

축구 훈련에 관한 연구로는 의 축구선수 트레  Hong(2001)

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경기력에 관한 연구, Kim, Kim, 

의 심박수 모니터링Chai, Kim, Ahn, Kim, and Kim(2007)

을 이용한 체력훈련과 축구 경기 중 운동 강도의 비교 및 

의 주기화 근력 트레이닝이 중학교 축구 선수의 Choi(2015)

기술 관련 체력 및 하지 근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었다. 

이러한 축구 훈련이나 부상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축구 부상 및 상해 방지에 대한 축구 양말이나 장, 

비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의 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분산  CNT 

액을 사용하여 제작한 텍스타일형 스트레치 센서로 스마트

축구 양말을 제작하여 유소년들을 위하여 축구 훈련 시 하

지부상방지가 가능한 축구 양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및�절차.�Ⅲ

스마트 축구 양말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분산액을 이CNT 

용한 전도성 센서를 개발하고 적합한 스마트 양말 디자인을 

개발하여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구현 가능한 양말 

디자인을 제시한다 제시한 디자인으로 스마트 축구 양말 프, 

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착용 테스트를 실시하여 종아리 근육

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축구양말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축구�양말�디자인�설계1.�

유소년들의 축구 경기나 훈련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종아리

의 부상방지 및 예방을 위한 축구용 스마트 축구 양말 디자

인 제안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축구 양말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델인 사의 제품의 폴리에스터 혼방 축구양말을 P ( ) 

사용하였다 센서는 분산 . CNT(0.1wt% water sigle wall 

분산액을 코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부착 CNT[SWCNT]) . 

위치는 비복근 의 둘레로 하여 근육의 수축과 (gastrocnemius)

이완을 관찰한다 측정은 멀티 미터를 사용하며 측정을 위한 . 

단자로 링 스냅을 사용하여 센서 양 끝에 달아준다10mm . 

센서의 길이는 가로 세로 로 제작하였으며 220mm 10mm

열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양말에 부착하였다 은 디. Figure 10

자인한 스마트 축구 양말의 도식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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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xtile Sensor : Flexible Textile 

with Electroless plating

b. Snap : 

Connecting to a Sensor

Figure� 10.� Smart� Soccer� Socks� Design� Protocol
(drawn by authors)

Figure� 11.� CNT� dispersion� solution� coated� samples� (Fabric/E-band).
(photo by authors)

텍스타일형�스트레치�센서�제작2.�

센서의 종류1) 

비복근의 수축과 이완을 측정할 수 있는 텍스타일 형 스트

레치 센서로 가지 타입을 선택하였다 스트레치 성이 좋은 2 .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 면 폴리에스터 폴리(1) ( 70%, 25%, 

우레탄 과 엘라스틱 밴드 를 사용하여 5%) (2) (e-band)

분산 분산액을 코팅하여 제작CNT(0.1wt% water SWCNT)

하였다 각 샘플 시료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 50mm, 10mm

로 하였다.

실험 방법 2) 

실험 방법은 총 가지로 샘플 시료 테스트 착의 테스트2 (A), 

를 진행하였다 먼저 샘플 시료 테스트 는 (B) . , (A)(Figure 11)

과 를 사용하여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Sourcemeter

분산 분산액을 코팅한 시료들CNT(0.1wt% water SWCNT)

을 고정한 후 측정 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0.5Hz, 1Hz

의 느린 속도로 인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 KS K 

규격에 따라 검증 횟수 회 이상으로 성능이 유지되0520 5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총 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료의 사이20

즈는 으로 인장은 시료의 로 실시하였다50X10mm 10% . 

착의 테스트 는 제작한 스마트 축구 양말 프  (B)(Figure 12)

로토 타입을 착용하여 비복근의 근육의 움직임을 기본a. 

이완 수축 단계로 (normal), b. (relaxation), c. (contraction) 3

나누어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세 세의 축구에 관심이 . 14 ~15

많은 여학생 명을 선별하였으며 피험자들의 평균 사이즈10

는 키 몸무게 종아리 둘레 이다156.5cm, 49.3kg, 32.3cm . 

피험자들은 가지 동작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각 회씩 3 20

총 회의 측정을 통해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60 . 

시료테스트 는 오직 인장에 따른 변화율 관찰을 위하여   (A)

작은 사이즈로 측정하였으며 착의 테스트 에서는 비복근, (B)

을 감싸주는 형태로 센서를 제작하여 의 길이로 제220mm

작하였다 또한 스트레치 센서의 저항값은 길이에 따라 다. , 

른 값을 갖게 된다 이 때 저항이란 도체의 전류의 흐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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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xperimental� Appearance� (A)
(photo by authors)

measuring� position

Figure� 13.� Experimental� Appearance� (B)
(photo by authors)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Electrical resistance,” 

따라서 센서를 통로로 봤을 때 길이에 따라 전류가 n.d.). 

흐르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항도 달라지게 된다.

자세는 축구 훈련 중 가장 기본인 달리기 동작 중 착지자  

세 에서 착지 중간 착지 차고 나가기를 각 (stance phase) , , a, 

의 동작으로 구분하였다 기본 은 달리기 중 b, c . a. (normal)

착지할 때 다리를 뻗게 되는 동작으로 실험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동작을 잠깐 유지하기 위해 피험자가 정자세로 

곧게 서있는 상태일 때의 저항 값을 측정하였고 이완b. 

의 자세는 중간 착지자세로 무릎과 발목을 앞쪽(relaxtion)

으로 구부리며 뒤 종아리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상태에서 측

정하였다 마지막 수축 은 차고 나가는 자세. c. (contraction)

로 체중을 앞꿈치에 싣고 뒤꿈치를 완전히 바닥과 띄운 상

태로 비복근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다. 

측정은 악어핀을 사용하여 각 스냅 단자에 고정한 후 멀티

미터를 사용하여 근육 움직임에 따른 저항 변화를 관찰하였

다.

평가는 가지 동작을 한 곡선으로 나타내어 곡선의 변화  3

나 각 동작에 따른 저항 값들을 비교하여 진행하였다 비복. 

근의 변화에 따른 저항 값의 변화가 한 곡선으로 나타나며 

이를 한 주기로 구분하였다 한 주기는 번으로 총 번씩 . 1 20

번을 반복한 평균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처럼 한 3 . Figure 14

주기에서 는 비복근의 기본 상태 는 비복근이 a (normal) , b

이완 되었을 때 는 근육이 수축 되었(relaxtion) , c (contraction)

을 때를 나타낸다.

연구결과�및�고찰�.�Ⅳ 　

텍스타일형�스트레치�센서�샘플�성능�평가�결과�1.� (A)

기기를 사용하여 진행한 시료의 실험 결과는 초기의 UTM

저항과 최대 인장치의 저항 다시 회복했을 때의 저항 값으, 

로 나타낸 곡선의 변화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래프의 곡률. 

이 일정할수록 센서의 회복률 및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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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Graph�with� Muscle� Changes
(blog.naver.com)

Speed : 0.5Hz

Speed : 1Hz

Figure� 15.� Resistance� Variation� of� CNT� Coated� Fabric� (0.5Hz/� 1Hz)
(made by authors)

가하였다 인장 속도는 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센. 0.5Hz, 1Hz

서가 한번 인장한 후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는 초에 한번 인장 후 회복되는 것을 뜻하며0.5Hz 2 , 

는 초에 한번 인장 후 회복되는 것을 나타낸다1Hz 1 .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 타입의 시료를 사용하여 인장 테  2

스트를 진행한 결과 가지 시료의 결과 값이 모두 양호했2

다 인장 테스트의 결과를 횟수에 따른 저항 값의 변화를 . 

보여주는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는 원단에 . Figure 15

분산 분산액을 코팅하CNT(0.1wt% water CNT SWCNT)

여 제작된 센서로 실험한 결과이며 은 에 Figure 16 e-band

분산 분산액을 코팅하여 제작CNT(0.1wt% water SWCNT)

된 센서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지 결과 모두 인장. 2

에 따른 저항의 변화가 의 속도에서도 흔들림 0.5Hz ,1Hz

없이 높은 곡률과 회복률을 보여주었다 총 회 반복 테스. 20

트를 진행에도 좋은 유지력을 보였다 이로써 가지 타입의 . 2

텍스타일형 스트레치 센서 모두 인장에 따른 저항 변화를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시료를 모두 사용하여 스2

마트 축구 양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텍스타일형�스트레치�센서로�제작한�스마트�축구�2.�

양말�착의�성능�평가�결과�� � � (B)

결과 에서 사용한 시료와 동일한 가지 샘플을 사용하여 (A) 2

사 제품 폴리에스터혼방 의 축구양말에 센서를 부착하여 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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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 0.5Hz

Speed : 1Hz

Figure� 16.� Resistance� Variation� of� CNT� Coated� E-band� (0.5Hz/� 1Hz)
(made by authors)

Figure� 17.� Smart� Soccer� Socks� Appearance� /� Detail� Appearance
(photo by authors)

마트 축구 양말 을 제작한 후 착장을 통한 성능 (Figure 17)

평가를 진행하였다 앞서 성능 평가 방법에서 설명한대로 기. 

본 이완 수축 단계로 나(normal), (relaxation), (contraction) 3

누어 한 단계 당 번을 체크하여 총 번의 측정을 번 20 60 3

반복하여 평균을 낸 결과이며 각 기본 이완 수축의 동작에 , , 

따른 둘레의 변화는 이다315mm, 325mm, 310mm . Jang, 

의 연구에서 폴리우레탄 은나노꽃입자 복Lee, & Suk(2020) /

합 섬유에 대한 인장실험에서 일정한 주기를 보여주는 그래

프를 안정적인 결과라 평가하였으므로 인장에 따라 높은 저

항 변화 폭을 일정한 주기의 곡선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민감도가 높은 안정적인 센서라고 평가하였다.

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으로   Figure 18

제작한 스트레치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축구 양말의 저항 

변화폭은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테스트가 반복될수록 변화. 

하는 저항의 폭이 점점 줄어들며 비복근이 이완상태일 때의 

저항 값도 점점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로 제작  Figure 19 e-band

된 스트레치 센서를 사용한 스마트 축구 양말의 저항 변화

는 비복근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높은 변화 폭을 보여주며 

반복 테스트를 진행함에도 일정한 주기의 곡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착장 성능 평가에서는 스트레치 센서로   e-band 

제작한 스마트 축구 양말의 결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진행한 샘플 테스트에서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 

과 의 인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모두 높은 저항 e-band

변화 폭과 일정한 주기의 그래프를 보여주었지만 양말로 제, 

작되었을 때의 결과는 상반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또한. , 

폴리에스터 혼방원단과 를 각각 인장시켰을 때e-b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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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esistance� Variation� of� Smart� Socks� Using� CNT� Coated� Fabric�
(made by authors)

Figure� 19.� Resistance� Variation� of� Smart� Socks� Using� CNT� Coated� E-band
(made by authors)

의 탄성 회복률 회복된 길이 늘어난 길이 을 비교해 ( / )*100(%)

봤을 때 폴리에스터 혼방원단은 는 의 탄40%, e-band 60%

성 회복률을 보여주며 의 탄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e-band

나타났다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으로 제작된 스마트 축구 양. 

말은 지속적인 인장 테스트를 진행함에도 그래프 주기의 저

항 값이 감소하는 히스테리시스를 보여주었지만 로 , e-band

제작된 스마트 축구 양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함에도 일정한 주기와 높은 저항 변화폭의 그래프를 보

여주었다 이 결과로 는 재료 자체의 탄성 회복률이 . e-band

좋으며 외부의 힘으로 일어난 인장과 수축을 반복하여도 영

구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며 반대로 폴리에

스터 혼방 원단은 반복적인 실험에 의해서는 영구변형이 일

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 텍스타일형 센. e-band

서는 민감하고 작은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어 실제 훈련 시 지속적인 근육사용으로 피로도가 쌓여 근

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 근육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로써 운동 기능성 분야의 연구 및 근육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개발 시 좋은 탄성도와 재현성 및 민

감도를 갖는 로 제작한 스트레치 센서를 사용하는 e-band

것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형 스트레치 센서를 축구   e-band

양말에 적용함으로써 선수들이 훈련 중에 일어나는 종아리 , 

근육의 수축을 저항 값의 변화로 관찰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양말을 착용하고 체력 훈련이나 연습 경기를 . 

진행할 때  종아리 근육에 지속적인 과부화로 근육이 수축

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근피로가 생겨 그래프 상에

서 일정하던 곡선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일직선으로 수치가 

관찰되면 코치나 감독이 선수의 컨디션 이상 징후를 파악하

여 운동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

다 이로써 선수들이 과도한 근육의 사용으로 부상이나 파열. 

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근육의 변화를 체크하여 방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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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제언.�Ⅴ

본 논문은 유소년들의 축구 훈련 시 부상방지를 위하여 텍

스타일형 스트레치 센서로 제작한 스마트 축구 양말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CNT 분산 (1wt% water SWCNT)분산액을 원단에 코

팅하는 형식인 도금법을 사용하여 신축성 있는 원단인 폴리

에스터 혼방 원단과 를 사용하여 텍스타일형 스트레e-band

치 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텍스타일형 스트레치 센서를 열 프레스기를 이  2. 

용하여 축구 양말에 부착하고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

는 링 스냅을 달아 부상방지가 가능한 훈련용 스마트 축구 

양말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와 로 제작된 스트레치 센서를   3. e-band Polyester UTM

기기를 통해 인장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가지 테스트 결과 2

모두 그래프에서 높은 저항 변화 폭과 일정한 주기의 곡선

을 보여주어 센서로 사용하기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 

스마트 축구 양말을 착용한 후 비복근의 변화를 주는   4. 

동작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샘플 테스트와는 달리 형 e-band

스트레치 센서로 제작된 스마트 축구 양말의 저항 값의 변

화 폭이 훨씬 크며 일정한 주기의 곡선을 보여주었다.

와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의 탄성 회복률을 비  5. e-band

교해 봤을 때 각각 의 결과를 보여주며 탄성도에60%, 40%

서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얻었다e-band .

이로써 형 스트레치 센서로 제작된 스마트 축  6. e-band

구 양말로 근육의 변화에 따른 저항 값 측정이 가능하며 축

구 운동 외에도 하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스포츠

에 사용가능한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분산액을 코팅한 천과 의 실험을   CNT e-band

통해 인장에 따른 저항 변화폭을 분석하였고 반복적인 테스

틑 통해 스트레치 센서로서의 재현성 및 높은 회복률을 갖

는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직접 프로토타입으로 스트레. , 

치 센서 스마트 축구 양말을 제작하여 성능 테스트를 진행

한 결과 분산 분산액을 코팅한 CNT(1wt% water SWCNT)

를 사용하였을 때 근육의 움직임의 센싱이 가능하다e-band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텍스타일 형으로 스트레치 센서. , 

를 제작하여 양말의 질감과 다르지 않아 선수들이 훈련 시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축구 양

말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상황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착용한   

후 근육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비복근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 

위해 다리를 구부릴 때 인체의 특성상 동작이 항상 일정할 

수 없어 후속 연구에서 근육측정이 가능한 모형을 제작하여 

비교 분석해아하며 세탁 후의 센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녀의 체격차이로 인하여 여. , 

학생들로만 제한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추후에 남학생들을 대

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텍스타일형 스트레. 

치 센서를 사용한 스마트 축구 양말이 선수들의 훈련 코칭

용으로 사용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부상방지와 컨디션 조

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핸드폰이나 로 연동. , PC

되는 디바이스를 개발을 통해 훈련 시 변화하는 저항 값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앱에 데이터로 기록하고 체크하여 체

계적으로 선수들을 모니터링을 한다면 스포츠 과학을 활용

한 훈련이 좀 더 보편화되며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

을 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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