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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ree functions for smartphones and 

PCs using a textile touch sensor in an everyday sports jacket and to present 

their usefulness; to this end, we have developed a mutual capacitive textile 

touch sensor and corresponding structure, and we have implemented three 

functions into a textile touch sensor jacket, of which we also conducted a 

usability evaluation. The jacket has a sensor on the wrist of the left sleeve and 

a device on the left arm. The sensor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a sensor acting as a switch, a circuit connecting the sensor and the 

device, and the device that acts as power control and system on/off. The 

functions are implemented in the texture touch sensor jacket in three modes: 

cell phone mode, music mode, and PPT presentation mode. We conducted an 

evaluation of each function in each mode, which indicated that all functions 

performed well without errors and that the switch had excellent operation for 

the number and intensity of touch. In terms of usability in a humid 

environment, the performance of touch functions was found to be equally 

implemented. In the temperature environment, neither high nor low 

temperatures caused issues with the functions. A wearing satisfaction 

assessment evaluated psychological satisfaction, clothing convenience, device 

convenience, device usability, and device effectiveness. This research jacket is 

thought to be desirable for the relatively bendable, flexible, and intimate sensor 

used on the clothing, and the circuit made of conductive fabric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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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재는 포스트 모바일 시대의 개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넘어 스마트폰 웨어러블 정보가전 자동차 사물 인, , , , 

터넷 기기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제어 가능한 형태가 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 가, 

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Jeon, Lee, Lee, 

이처럼 최근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Cha, & Lee, 2016). 

들은 다른 스마트 기기들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센

싱과 인터페이스 방식 사용자 인터렉션 처리들을 가능하도, 

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점차 휴대성, 

과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기기들 

간의 연결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한(Jeon et al., 2016). 

편 웨어러블 기술은 최근에 기술의 결합으로 제품의 , IOT 

기능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착용성도 함

께 고려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러(Lee, Suh, & Roh, 2017). 

한 사용자의 모바일 라이프에 가장 친밀한 것이 second 

인 의류의 영역이며 신체에 근접해서 사용자와 인터렉skin

션 가능한 제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신체에 착용성과 거부. 

감을 주지 않으면서 최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기능할 수 

있는 의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의복형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텍스타일 형태의 센서 배터리 회로 , ,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연한 텍스타일 센서(Choi, 2019), 

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의류에 적용된다면 사용자

의 네트워킹 모바일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란 일반적인 기능성과 함께   , 

유저의 신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거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패션과 공학의 융합시도가 지속되어 온 것이

다 이는 기능에 따라 착용성 휴대성 사(Lee & Lee, 2019). , , 

용편의성 환경적응성 안정성 등을 필요로 하며 기존 스마, , , 

트 제품과 차별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착용자의 실생활을 방해하지 않(Kim, 2018), 

고 신체에 착용 혹는 부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같은 기술

을 사용하여 외부와 통신연결을 가능하게 한다(Jeon et al., 

스마트 의류는 웨어러블 분야 중 가장 큰 잠재력을 2016). 

보이며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건ICT 

강 의료 군사 실생활 등의 다양한 기능 용도로 개발이 진, , , 

행되고 있다(Heo,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착용성이 좋은   , 

터치 센서를 활용한 재킷 개발로 모바일과 와의 네트워, pc

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스마트 재킷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터치센서의�기술1.�

센서란 측정하는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송

수신 장치를 사용하여 외부로 전달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총

칭한다 오늘날 애플의 터치센서 기술은 인간의 (Lee, 2018).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입력 기구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충

분히 자극하였기 때문에 폭발적 성장을 야기해왔으며 빠른 , 

속도 및 멀티터치를 가능하게 한 정전용량방식(capacitive- 

터치센서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터치 시장이 type)

크게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Cheong, Hong, & Shin, 2014). 

터치센서는 사용자의 반응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기술로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저항막 정전용량 적외선 초음파 등, , ,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멀티터치가 가능하며 구, 

현이 어렵지 않은 정전용량방식이 조금 더 높은 시장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전용량 (Cheong et al., 2014). 

방식의 터치센서 작동 원리는 자기 정전용량방식과 상호 정

전용량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기 정전용량방식. (self 

은 에서 보듯이 손가락을 터치패드와 capacitance) Figure 1

그라운드 사이에 접촉 시켰을 때 증가하는 정전용량값에 반

응하는 방식으로 동작과 구성이 심플하여 저가로 구현이 가

능한 장점이 있고 상호정전용량방식은 손가락을 접촉할 때 

센싱극과 구동극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용량이 줄어드는 것

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 정전용량방식으로는 구현. 

할 수 없는 멀티터치와 정확한 직선성이 가능해 현재 대부

분의 스마트 기기에서 상호 정전용량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텍스타일�터치�센서�개발2.�

텍스타일 센서란 실 부직포 편 직물 등 다양한 형태의 , , & 

섬유로 구성된 모든 센서를 총칭하는 것으로 신축성 드레이, 

프성 경량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텍스타일을 이용, , 

하는 다양한 제품에 응용될 수 있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Choi, 2019). 

자기정전용량식 터치센서(1) 

텍스타일 재료로 개발된 최초의 터치센서는 Post, Orth, 

가 키패드 쟈켓용으로 개발한 Russo, and Gershenfeld(2000)

자기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센서 로 이는 나일론 (Figure 2, 3)

실에 은박을 커버링하여 전도사를 제조하고 자수하여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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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pacitive-Type� Touch� Sensor� Operating� Principle
(Cheong et al., 2014, p.34)

Figure� 2.� Self-Capacitive� Textile� Touch� Sensor� of� Post

(Choi, 2019, p.17)

Figure� 3.�Musical� Jacket� Embroidered�
with� Conductive�Wires�
(www.diva-portal.org)

전극 원단을 개발한 것인데 터치 전극이 개만 있으면 되, 1

어서 텍스타일형 터치센서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동작 원리이다(Choi, 2019).

상호정전용량식 터치센서(2) 

년 사의 2016 Google U.S. Patent No. US 2016/0284436A1 

은 전도성 실이 위사로 포함된 쟈가드 원단을 비전도(2016)

성 원단을 사이에 두고 포개어 상호정전용량식 터치센서를 

개발하였다 이는 멀치터치 인식을 통한 동작 인(Figure 4,). 

식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식은 전극을 구성하기 어렵고 , 

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메트릭스 멀티 터치센layer , 

서를 구현하기에는 용이하다(Choi, 2019). 

리바이스 와 구글 이 제작한 리바이스 쟈가  (Levi’s) (Google)

드 재킷 은 쟈가드에 기반한 의류를 터치해서 여러 (Figure 5)

다른 디바이스 장치를 컨트롤하는 의류이다 손목에 여러 줄. 

의 전도사 센서 스티치가 있어 터칭함으로써 음악과 핸드폰

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 아래에 . 

디바이스가 두껍고 하드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 불편하며 전

도사의 내구성 등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전도사의 문제. 

를 해결하면서 착용감이 우수한 터치센서 재킷을 개발하여 

다른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실용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도성 원단 테잎을 이용한 간단한 정  , 

전용량방식의 터치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모바일과 와의 pc 3

가지 연결 모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재킷을 개발

하고 그 실용성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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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utual� Capacitive� Textile� Touch� Sensor� of� Google
(U.S. Patent No. US 2016/0284436A1, 2016)

Figure� 5.� Levi’s� &� Google� Jacquard� Jacket
(www.techg.kr)

Touch Sensor

Device

Wappen

                              Jacket Front                 Jacket Back                  

Figure� 6.� Jacket� Design�
(made by authors)

연구�계획과�방법II.�

터치센서�재킷�디자인�개발1.�

야외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조깅 및 운동 시 사용가능한 

여성용 스포츠 저지 재킷을 제작하였다 그 디자인은 . Figure 

과 같다 사용한 소재는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6 . (Polyester 

로 한 여름을 제외한 계절 운동95% & Polyurethane 5%) 4

시 착용 가능한 스트레치성이 있는 두께의 원단을 사2mm 

용하였다. 스마트센서는 착용성이 고려되어 센싱이 손쉽고  

인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부위에 부착되어야하므로(Lee 

디자인은 착용시 왼쪽 소매의 손목 부위에 센et al., 2017) 

서부를 두었고 팔부위에 디바이스를 장착하여 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소매부위의�텍스타일�터치센서�및�회로�디자인�개발�2.�

터치 센서는 케페시턴스 센서라고도 하며 전도성을 띄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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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혹은 공기 중의 유전체를 감지하여 반응하는 원리를 이

용하여 전도성을 가진 천이나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제작이 ,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를 가지는 테이프를 선택하

여 제작하였다 총 센서부는 크게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 3

있는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 센서 센서 스위치와 디바이스를 , 

연결해주는 연결 회로 파워 및 시스템 온 오프 역할을 하는 , /

디바이스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터치센서부분 은   Figure 7 (a)

도전성 패브릭 테이프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EMI] 

로 제작되었다 겉에서 센서의 회로부위가 노출되지 않기 위. 

해 원단 에 구멍을 내고 위아래로 감싸는 샌드위치 구조(b)

로 구성하였다 작동은 손가락을 접촉하면 원단의 구멍으로 . 

인해 위의 테이프 와 아래의 테이프 가 맞닿게 된다 이 (a) (A) . 

때 저항체인 터치 스위치 부를 캐패시터인 손가락의 접촉으

로 센서가 반응하는 원리이다 센서 회로부분 은 동일한 . (A)

도전성 패브릭 테이프로 제작되었으며 원단아래에 오EMI 

도록 설계하였다 아래로 들어간 회로부분은 센서부에서 디. 

바이스부분까지 연결된 형태로 센서와 디바이스 부분을 연

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디바이스 부분은 블루투스 기능이 탑. 

재되어 있어 폰과 연동이 가능하며 연결 단자가 개의 핀으2

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핀을 담당하여 센서가 작동할 +, -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준다 디바이스의 연결부분과 의류. 

의 연결부분을 자석을 사용하여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동시

에 디바이스의 탈부착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활동시 자. 

석 단자로 연결된 디바이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와펜을 

스냅으로 겉에서 고정하였다 재킷 소매에 센서와 디바이스. 

와 와펜의 구조를 과 에 나타내었다 최종Figure 8 Figure 9 . 

적으로 안쪽에서 두 줄의 회로부 디자인과 디바이스 단자까

A

Figure� 7.� Sensor� (Switch)� &� Circuit� Layer� Construction� of� Sleeve�
(made by authors)

지 보호하기 위해 보호 테잎으로 커버하였다. 

센서 회로의 길이는 소매에 부착시에 손목에서 팔까지 동  

작 범위를 고려하여   소매의 손목에서 디바이스를 탈부착 

가능한 길이로 센서 길이에 따른 저항값을 테스트해본 결, 

과 정, 10cm(5 ), 20cm(5.5 ), 30cm(5.5 ), 40cm(4.9 ) Ω Ω Ω Ω

도로 길이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손동작이 편리한 

를 센서 길이로 적용하였다 터치 센서는 손가락 개41cm . 1

로 터치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전도성 패브릭 테이프를 사용

하여 가로 세로 약 로 제작하였다 터치 센서와 회로17mm . 

가 접촉되기 위해 센서 모양으로 원단에 총 개의 펀칭을 7

내고 겉에서 장식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도성 원단의 사양. 

은 에 나타내었다Table 1 . 

디바이스�작동�과정과�하드웨어�플랜�3.�

제품의 컨셉은 가벼운 운동시 착용하는 스포츠웨어로 디바

이스에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 기능을 통재할 수 있으며 블/

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아이템이다 디바이스는 자석 단자. 

로 의류와 연결하며 디바이스에 충전 단자가 있어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하여 사용한다 작동할 디바이스와 부품은 블. 

루투스 및 와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CPU

다 작동 과정은.  Figure 과 10 같다 각 모듈의 사양과 역할 . 

은 에 나타내었다 디바이스는 두께의 얇은 Table 2 . 1~2mm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여 앞쪽에는 와 블루투스가 있CPU

고 뒷면에는 충전용 리튬 배터리 장착하고 스위치 버튼을 , 

눌러서 온오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디바이스는 . 

에 나타내었다Figure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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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85mm

150mm

6mm

7.2mm

전체사이즈�-�가로�:�27mm�/�세로�:�23.7mm

열전사필름�커팅

지름�1mm

34mm

40mm

지름�10mm

간격�2mm

87mm

76mm
지름�35mm

device sensor

wappen

Figure� 8.� Jacket� Sleeve� Face� Design� Detail� (Sensor,� Device,� and�Wappen)
(made by authors)

312mm

50mm

 circuit

      cover   
      fabric

Figure� 9.� Jacket� Sleeve� Inside� Design� Detail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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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uctive� Tape

Image Description Size

1

EMI Conductive Fabric Tape

Thickness : 0.11mm/Resistance : less 

0.05Ù
50 x 600mm

Figure� 10.� Operating� Process� for� Touch� Sensor� Jacket
(made by authors)

Table� 2.� Battery,� LED,� CPU� and� Bluetooth� Specifications

Hardwear

CPU
ADC+Bluetooth+Microcontroller

(MDBT50Q)

ADC converter, Active command, Send the signal to 

Phone

Battery Lipo battery
Lipo 3.7V, 55mV, Rechargable

Supply power

LED SMD8050 Alert

Other

components
Resistors, conductors, capacitors Support to MDBT modules

Figure� 11.� Device� Front� and� Back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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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센서�재킷의�기능�구현�시나리오�평가4.�

터치 센서 재킷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핸드폰 모드

와 음악 모드 프리젠테이션 기능의 총 가지 영역으로 , PPT 3

구분하였다 기능 수행을 위한 스위치 역할은 터치 센서가 . 

담당하였다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 

사용하여 디바이스 작동성과 터치 스위치의 작동성을 함께 

확인 하였다 기능 평가는 음악모드와 폰 모드의 기능을 나. 

눠서 평가 진행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착장한 후 각 모드별 회씩 기능 평가를 진행하20

였다 에 각 모드 기능 실행 방법을 나타내었다. Table 3 , , . 

텍스타일�터치센서�재킷의�사용성�평가5.�

사용자의  동작 및 환경에 따른 사용성 평가(1) 

텍스타일형 터치 센서 재킷이 사용되는 환경이나 보관 상태

에서의 환경 변화에 의한 동작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의 종류는 습도 온도 온도습도복합 조건. , , , 

사용자의 동작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의류형 웨어러블은 . 

일종의 전자제품이므로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방수 등급IP07

에 해당하는 깊이의 수조에 침수시간 분 동안 소매 30cm 30

부분을 물에 완전히 담근 후 테스트하였다 또한 의류형 웨. , 

어러블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에서의 최소 기능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온도와 시간에서 제품 방치 후 제품, 

의 외관상 변형이나 디바이스 작동 확인을 위해 고온과 저

온으로 구분하여 테스트하였다 고온은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 

상황을 재현하여 건조기를 이용하여 에 분간 노출 110 30℃

Table� 3.� Touch� Sensor� Jacket� Function� Scenario

Mode Function Touch�Method

1 Phone Mode
1. Receiving

/ ending the call

1 touch

2 Music Mode

1. Play /Pause of music

2. Next song

3. Previous song

4. Volume up

5. Volume down

1 touch

2 touch

3 touch

1 touch +Long Touch 

Long touch 

3 Presentation Mode
1. Next slide

2. Previous slide

1 touch

Long touch

시킨 후 저온은 추운 겨울의 상황에서 재킷만 단독으로 착, 

용하지 않으므로 정도의 냉동실에 분간 노출시킨 -11 30℃ 

후 실험하였다 온도습도복합 조건의 환경 실험은 삶은 세탁. 

을 할 경우를 재현하여 인 끓는 물에 재킷을 분간 100 10℃

담근 후 실험하였다. 

사용자 동작에 따른 실험은 사용시 인장 및 굽힘에 따른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장은 착장상태와 비착장 상태. 

에서 센서부의 소매 부분을 손으로 당겨서 회 실험하였10

고 굽힘에서 비착장일 경우 소매를 구겨보거나 착장을 한 , 

후에 팔굽힘 상태에서 각 회 실험하였다10 . 

착용 만족도 평가 (2) 

착용 만족도 평가는 과 의 Cho and Lee(2008) Park(2004)

연구에서 지시한 스마트 의류의 사용성 평가 항목과 

와 Knight, Baber, Schwirtz, and Bristow(2002) Siegel and 

이 제안한 산업디자인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대Bauer(1997)

조하여 공통 질문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 

심리적 만족성 의복편의성 기기편의성 기기사용성 기기효, , , , 

용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스마트 웨어러블 의류에 . 

관심이 많은 대 남녀 명으로 구성하였고 평가 항목20~30 20

에 점은 매우 그렇다 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였5 . 1

다. 

결과�및�고찰� IV.�

재킷의�텍스타일형�터치센서와�회로�및�디바이스�1.�

부�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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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형 터치 센서 자켓은 전도성 테이프로 센서의 스위

치부와 회로 및 디바이스 부착 부분까지 연결하는 공정이다. 

우선 센서부의 원단에 펀칭을 하여 센서를 터치할 때 전도

성 테이프끼리 전류가 흐르게 하고 전도성테이프를 센서 모

양으로 레이저 커팅하여 원단의 펀칭 된 위치에 잘 맞춰서 

원단 위와 아래에 붙였다. 의 얇은 두께의 테이프이0.11mm

므로 일반 원단과 동일한 가볍고 유연한 센서로 완성되었다. 

디바이스가 위치하는 부위에 볼트와 너트로 단자를 만들어

준 후 열프레스기로 커버와 패치를 함께 붙여주었다 겉에 . 

보이는 센서 부분에 데코 필름을 사용하여 센서를 장식해주

었고 디바이스 부위에 디바이스 고정을 위한 와펜을 스냅 

장치로 고정하였다. Table 4에 그 제작 과정을 나타내었다. 

안감이 없는 부드러운 저지 원단의 스포츠재킷으로 왼쪽   

손목 위치에 센서가 있어 스마트폰의 연결을 시도할 때 센, 

서를 터치하기 용이하였고 내부에 핫멜팅하여 스트레치원단

을 부착함으로써 센서를 잘 커버해주고 착용이나 세탁 등에

도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디바이스부에는 디바이스와 자석 . 

단자로 결합한 후 실리콘 재질의 유연한 와펜으로 커버하여 , 

운동이나 동작시에 팔을 흔들어도 디바이스의 이탈을 방지

� Table� 4.� Jacket� Touch� Sensor� and� Circuit�Making� Process

Attach the sensor on 

the face of sleeve

Attach circuit part 

inside of sleeve
Attach the device 

connector to the 

device part

(inside,outside)

           

Put a cover sheet 

inside of sleeve

           

Wappen patch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하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었고 디바이스 작동시에 온오프 스

위치를 오른손으로 간편하게 디바이스부의 조작이 가능하였

다 에 재킷의 완성 이미지와 소매의 센서부 디바이. Table 5 , 

스 부 와펜 및 회로부의 디테일을 나타내었다, . 

터치센서� 재킷의� 가지모드 폰 뮤직 프리젠테이션2.� 3 ( ,� ,� )� �

터치�기능�구현�� � �

에 터치 자켓을 착용한 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Table 6

을 때의 기능 구현을 나타내었다 폰 모드 터치의 기능은 . 

한 번의 터치로 음악 재생 중이나 다른 기능 수행 중에 전

화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와 같이 음악 재생 중에 . Fig 4

전화가 걸려왔을 때 한 번의 터치로 바로 오류 없이 전화 

받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화를 받는 . 

중에 번 터치를 하면 통화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1

었다. 

음악 모드일 때는 총 가지 기능 수행이 가능하였다 한   5 . 

번의 터치로는 음악 재생이나 일시정지가 가능하고 간단한 

터치로 기능을 잘 수행하여 블루투스 기능의 연결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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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acket� Detail� Specifications

� Jacket� � Images� � &� Detail� � Specifications

Jacket Images

front  back

Jacket Wearing 

Side/

Jacket 

Sleeve

Face & Inner

side

face

inner circuit

        

inner cover

Sensor, Circuit 

Part/

 Device Wappen 

Part

 

sensor

laser cut circuit,

sensor 

  

↓

device wappen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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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관찰되지 않았다 두 번의 터치로는 음악재생 중이나 . 

일시정지 중에 다음 곡으로 넘기는 것이 가능하였다 디바이. 

스에서 두 번의 터치를 오류 없이 인식하였고 핸드폰에서 

바로 다음 곡으로 넘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 

의 연속적인 터치로는 음악 재생 중이나 일시정지 중의 곡

을 전 곡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네 번째 기능은 . 1 

터치 터치로 한 번의 터치에 연달아 길게 터치 스+ Long 

위치를 누르면 음악의 볼륨을 키울 수 있었고 터치의 횟수

와 누르는 강도를 오류 없이 인식하였다 연속적인 터치에도 . 

항상 일정하게 음악의 소리를 키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섯번째 기능은 터치로 터치 스위치부분을 길. Long 

게 누르면 음악의 볼륨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긴 터치 . 

및 반복 터치에도 오류 없이 터치 인식을 하여 기능을 잘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 모드의 가지 기. 5

능은 모두 오류 없이 잘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 

디바이스와의 연결 상태와 블루투스의 연결 상태도 양호하

여 기능 수행 중에 끊어지거나 작동이 멈추는 경우를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 모드일 때의 터치 자켓의 기능 수. 

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는 총 가지로 를 할 경  2 one touch

우 다음 슬라이드로 넘길 수 있었고 를 할 경우 , long touch

이전의 슬라이드로 넘길 수 있어 미팅이나 회의시의 프리젠

테이션 상황에서 가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거나 리모컨을 pc

쥐고 작동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어 손의 자유도를 부여하

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수행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음악 모드와 폰 모드 프리젠테이션 모드의 각   , , 

기능 평가에서 모든 기능 이 오류 없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터치의 횟수와 강도에 대한 스위치의 작

동성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루투스 연결도 끊. 

김 없이 잘 이루어져 디바이스와 의류간의 연결 상태가 양

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타일�터치센서�재킷의�사용성�평가3.�

사용자 동작 및 환경에 따른 사용성 평가(1) 

환경의 습도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서는 에서 제Choi(2016)

안한 방수등급 의 침수 환경에서 기능 구현을 확인하였IP07

을 때 터치 기능 수행이 문제없이 동일하게 구현되었다 온, . 

도 환경에서는 고온과 저온인 환경 모두 기능 작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근처의 고온에서 적셔진 100℃ 

상태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며 소매가 물에 젖어 피부

에 접촉하게 될 때 센서가 민감하여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온과 다습한 환경에서는 터치 센서에 . 

오류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어 터치 기능 구현의 제한

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의 연구에서 샘플 시료의 반복적인 . Kim(2020)

굽힘에도 센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터치센서 

밴딩 테스트를 을 토대로 총 회 실시한 결과ISO 2313 20 , 

반복적인 굽힘과 회복에 대한 저항변화율이 이상 일치90% 

함으로 나타나 센서의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하여, 

실제 착용테스트에서는 착장상태와 비착장 상태 각각 회 10

이상의 실제 동작으로 테스트 진행함으로 성능 구현에 문제

가 없는지 체크하였다 센서부의 소매 부분을 회 이상의 . 10

손으로 당김과 연속적인 팔굽힘 동작 후에 체크하여 소매부

위의 신축성으로 터치 기능 구현이 문제없이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 사용성 평가 테스트를 나타내. Table 7

었다. 

착용 만족도 평가 (2) 

의복의 편의성은 외관 착용감 관리의 용이성 즉 의복 고유, , 

의 편의성을 평가하는 요인을 중점으로 평가하였고 기기편

의성은 기계로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위험한 점이 없는

지에 대한 점들을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기기사용성은 기능. 

적인 부분이나 사용성에 관한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

며 기기효용성은 레저활동시 유용한지에 관한 내용과 심리

적 만족감은 의류착용 시 느껴지는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항목들로 평가하였다. 과  에 그 항목들과 Table 8 Figure 12

착용 만족도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는 대체로 점 4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 

은 의류편의성이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기기효용

성에서 으로 나왔다3.6 . 

터치 센서 재킷을 착용했을 때의 심리적 만족도에 대해서   

재킷을 입을 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를 E5( )

제외하면 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대체적으4 . 

로 스마트 자켓을 착용했을 때에 외관적으로나 기계가 붙어

있는 옷임에도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이물감은 없고 다른 사

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기기 효용성 부분에서는 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3.6

를 받았는데 터치 재킷이 레저 활동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는지에 대한 항목이었는데 이 항목은 잠깐의 경험이 아닌 

지속적으로 착장할 때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자켓을 기

기로서 사용할 때의 기기사용성 항목도 점 이상4 으로 터치 

자켓이 기기로서 안전하며 사용할 때 위험요소가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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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ages� of� Textile� Touch� Sensor� Function� Performance�

Images� of� textile� touch� sensor� function� test

Function� Mode Performance� of� Function�

Phone 

Mode

1. 

Receiving

/

ending 

the call

1 

touch

Music 

Mode

1. Play 

/Pause 

of music

1 

touch

2. Next 

song

2 

touch

3. 

Previous 

song

3 

touch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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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Images� of� textile� touch� sensor� function� test

Function� Mode Performance� of� Function�

Music 

Mode

4. 

Volume 

up

1 

touch 

+Long 

Touch 

   

5. 

Volume 

down

Long 

touch 

   

Presen

tation 

mode

1. Next 

  Slide

1 

touch

   

2. 

Previous 

Slide

Long 

touch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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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기기 작동성이 편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기기 

편의성은 기기가 옷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에 대

해서는 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4 . , 

본 연구 재킷은 기존의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전선을 사용하여 하드 타입으로 설계된 것과 다르

게 텍스타일형으로 이루어진 센서와 회로를 사용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굽힘성이나 유연성 부분 의류와의 일체감에서 , 

주는 친밀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의복 편의. 

Table� 7.� Usability� Evaluation� Test� Images

Test Usability� evaluation� Test� Images

   Humidity 

    test

after soaking test

Temperature 

test

   

high temperature                   low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test

Tensile test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성에 관한 평가는 가지 평가항목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5

았다 이 항목은 대체적으로 의류로서의 편의성과 기능성 모. 

두 만족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매우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 웨어러블 재킷의 기능 구현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고 의류의 고유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

도 높은 텍스타일 터치 센서 재킷 개발을 제안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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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fort� Assessment� Results

Comfort� Assessment� Results

Category List of Evaluation
Mean(SD)

 n=20

Convenience of 

Clothing

A

A1
When you wear a design draft, you are satisfied with the wearability as it 

is not inconvenient to be active.

4.1

(0.8995)

A2
The location of each computing device is properly designed to avoid 

disrupting activity

4.3

(0.4583)

A3 There is no discomfort in moving your arms freely
4.4

(0.6633)

A4 The process of wearing and taking off a smart jacket is difficult
4.9

(0.3)

A5 Wearing a smart jacket is too heavy
4.4

(1.2)

A6
Even though I have a device attached to my jacket, it's not uncomfortable 

to walk

4.6

(0.6633)

A7 Due to the attachment of the device, leisure activities are obstructed
4.5

(0.5)

Convenience of 

Device

B

B1
The circuit has been selected to ensure that there is no discomfort with 

human motion

4.1

(0.9434)

B2 "I feel like I have a computing device on my body.
4.5

(0.6708)

B3 I feel uncomfortable when I wear this device.
4.3

(0.9)

B4 This device prevents or restricts the movements I want
5

(0.0)

Usability of 

Device 

C

C1 It is designed to facilitate washing and management
3.5

(0.8062)

C2 The design draft is designed to be easily operational
4.4

(0.4899)

C3

I think it is worrisome and dangerous in terms of comfort, human-loving 

heroin (e.g..

electromagnetic waves, etc.) and economic

4.1

(0.9434)

C4 Is the device safe for external damage?
3.9

(0.8307)

C5 You can easily find out how to use various devices inside the jacket
3.7

(0.7810)

C6 It is easy to tell when a device is operating when you are wearing a jacket
4.1

(0.7)

C7 Walking in a jacket makes it easy to see how the device is operating
4

(1.0)

Utility of Device

D
D Jacket function is thought to be useful for leisure activities

3.6

(0.6633)

Psychological 

Satisfaction

E

E1 Be wearable for everyday wear
4.3

(0.7810)

E2
Since clothing and computers are combined, they feel physically strange and 

produce cognitive changes

4.6

(0.8)

E3 I'm worried about what I would look like if I w re this deviceö 4.5

(0.8062)

E4 When I wear this device. I feel different from normal clothes.
4.5

(0.5)

E5
If I wear a jacket, I think I'll be able to get some help in an important 

moment

3.2

(0.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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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Wearing� Satisfaction� Assessment
(made by authors)

결론V.�

터치 센서 기술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널리 확장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며 신체의 가장 가까운 곳인 의류에 적용되어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면 편리성과 만족도 초연결성 모두 충, 

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텍스타일형 터치센서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 , 

스포츠웨어에서 스마트폰과 에서의 가지 기능 구현이 PC 3

가능하도록 개발하였고 그 유용성을 제시하고 만족도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야외 및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시 착용가능한 여성용 스포  

츠 저지 재킷을 제작하였다 디자인은 착용시 왼쪽 소매의 . 

손목 부위에 센서부를 두었고 팔부위에 디바이스를 장착하

여 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총 센서부는 크게 가지. 3

로 구분되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센서 센서와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회로 파워 및 시스템 온 오프 역할을 하는 디바, /

이스로 이루어졌다 센서 회로의 길이는 소매에 부착시에 손. 

목에서 팔까지 동작 범위를 고려하여 소매의 손목에서 디바

이스를 탈부착 가능한 사이즈로 로 설계하였고 터치 410mm , 

센서는 손가락 개로 터치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전도성 패1

브릭 테이프를 사용하여 가로 세로 약 로 제작하였다  17mm

텍스타일 터치 센서 재킷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핸드폰 모드와 음악 모드 프리젠테이션 모드의 총 가, PPT 3

지 모드로 개발하였다 음악 모드와 폰 모드 프리젠테이션 . , 

모드의 각 기능 평가에서 모든 기능이 오류 없이 잘 수행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터치의 횟수와 강도에 대한 스위

치의 작동성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루투스 연. 

결도 끊김 없이 잘 이루어져 디바이스와 의류간의 연결 상

태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의 습도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서는 내부 습기 외부   , 

습기 침수 등의 세 가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터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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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동일하게 구현되었다 온도 환경에서는 고온과 저온. 

인 환경 모두 기능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도 근처의 고온에서 물에 적셔진 상태에서는 약간의 오100

류가 발생하여 센서가 민감해져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

다 그러나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의 터치 기능 구현은 오. 

류없이 원래대로 진행되는 점으로 보아 여겨진다. 

착용 만족도 평가항목으로는 심리적 만족성 의복편의성  , , 

기기편의성 기기사용성 기기효용성에 관한 항목으로 평가, , 

하였다. 대체로 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높4 . 

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의류편의성이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기기효용성에서 으로 나왔다 본 연구 재킷3.6 . 

은 기존의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들이 대부분 전선을 사용하

여 하드 타입으로 설계된 것과 다르게 텍스타일형으로 이루

어진 전도성 직물테잎으로 된 센서와 회로를 사용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굽힘성이나 유연성 부분 의류와의 일체감에서 , 

주는 친밀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이로써 본 . 

연구는 스마트 웨어러블 재킷의 폰모드 음악모드 프리젠테, , 

이션 모드의 가지 기능 구현의 실용성을 확인하였고 의류3

의 고유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텍스타일 터치 

센서 재킷 개발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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