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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스마트 섬유 및 의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

(ICT)과 융합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활발한 보급이 진

행 중이다. 텍스타일 베이스 센서와 함께 모듈과 부

자재 등이 다양하게 발달함에 따라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것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

였다. 또한 재봉기기에 전도성사 사용이 가능해져 스

마트 의류의 제작이 한층 수월해졌으며, 이로 인해 

단순히 취미나 공예로 활용하던 과거와 달리 대량생

산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스마트 텍스타일 시장의 보

다 의미 있는 확대를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품질로 의류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야만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마트 의류에서 센서나 

회로로 이용되는 전도성사의 우수한 봉제성능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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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m puckering and the seam strength of conductive threads used to produce smart clothing were analyzed 

according to stitching methods and fabrics. Samples were prepared in a lock stitch and zigzag stitch on plain 

woven and jersey knit fabric, using one type of polyester sewing thread and three types of commercial conduc- 

tive threads that consisted of two types of stainless-steel conductive threads (TST and MST) and one type of 

silver conductive thread (SSV). Seam pucker percentages, shapes, and seam strength were measured. On plain 

woven fabric as well as jersey knit fabric, three-ply TST and MST showed a higher SP percentage compared 

to a polyester sewing thread. Meanwhile, single-ply SSV showed the lowest SP percentage. In addition, the SP

percentage of the zigzag stitch decreased along the weft and course directions of the fabric, and decreased sig-

nificantly as the number of fabric layers increased. Moreover, there was a marked tendency for a higher SP 

percentage in jersey knit fabric compared to plain woven fabric, and the two-dimensional cross-section wave-

forms of stitches obtained using three-dimensional data that showed increased irregular waveforms and peaks 

in the zigzag stitch.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seam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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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되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전도성사의 봉제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의복의 품질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봉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봉제로부터 야기되는 의

류 외관 문제 현상으로는 심 퍼커(seam pucker), 봉탈

(skipped or missing stitch), 스티치 사절(stitch broken), 

심 그린(seam grin) 등이 있으며, 의류 내구성과 관련

된 봉합강도가 있다. 심 퍼커는 봉제작업 직후에 육안

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의복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관리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원단의 역

학적 성질과 사용된 재봉기기 조건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한다. 즉, 섬유조성, 섬유와 원단의 밀도, 직조 형

태 등 원단의 구조적인 변인들이 심 퍼커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재봉기기와 관련된 변인인 스티치 

밀도, 노루발의 압력, 실의 장력, 재봉속도, 톱니 형태, 

바늘 치수 등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Dobialite & Ju-

ciene, 2006; Hati & Das, 2011; Kim & Kim, 2011; Mou-

sazadegan et al., 2012). 지금까지 심 퍼커의 판별은 주

관적 평가인 AATCC TM88B-2018t(American Associ-

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AATCC], 2018)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전문가

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특정한 규격에 따라 주관적

으로 원단의 심 퍼커를 5개의 등급 중 하나로 판별하

는 방식이다. 정량적인 평가법으로는 봉제된 시편의 

길이나 두께를 측정해 변형율을 계산하는 방식(Hati 

& Das, 2011), 심 퍼커에 의해 원단이 구불거리는 형

상을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함수화를 통해 계

산하고 판별하는 방식(Mousazadegan et al., 2012), 조

명을 이용해 빛을 비추어 나타나는 그림자를 촬영해 

그레이 스케일로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방식(Brad et 

al., 2014) 등이 있다.

한편, 봉합강도는 재봉선의 강도와 내구성을 평가

하는 지표로 솔기를 인장해서 파단할 때의 강도를 

말한다. 의류는 인체에 착용되어 인체의 움직임으로 

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솔기에서 발생하는 봉사의 절

단, 솔기의 파괴, 솔기의 벌어짐, 솔기의 미끄럼 등은 

봉합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rown & Rice, 2013; 

Uh & Park, 2005).

이와 같이 봉제품질은 의복의 외관뿐 아니라 기능

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모두 일반 재봉사에 대한 평가

만을 다루고 있으며, 전도성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

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전도성사 관련 연구는 정확하

고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전송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주제였다. 예를 들면 전극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스티치에 관해 평가한 연구(Lee & Kim, 2014), 신장률, 

반복신장, 열 노출시간, pH의 환경변화 조건에 따른 

저항 변형을 측정한 연구(Ryu et al., 2011), 지그재그

봉과 본봉에 따른 전도성사의 인장강신도와 전기적 

특성을 평가한 연구(Jung & Lee, 2018a) 등이 있었다. 

봉제품질과 관련해서는 반복신장이나 마모강도 시험

을 통한 내구성 평가를 한 연구(Jung & Lee, 2018b)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도성사에 관한 평가 연

구는 안정적인 신호 송수신에 관련하여 전기적 특성

을 다룬 것은 다소 진행되었으나, 전도성사의 봉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의류의 외관 및 기

능성 향상을 위해 전도성사에 대하여 봉제 과학적 측

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봉기기에 

사용 가능한 전도성사를 이용하여 스티치 방법과 원

단에 따라 심 퍼커와 봉합강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또한, 심 퍼커는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방법론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상의 데이터 획득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스마트 의류 제품 제작에 전도성사의 봉제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전도성사는 시판 스테인리스 스

틸(stainless steel) 전도사 2종(TST, MST), 실버(silver) 

전도사 1종(SSV)으로 총 3종이었다. 스테인리스 스

틸 전도사 중 TST(Gikfun, USA)는 원사의 두께가 

얇고 약간의 잔털(hairy)이 있어 일반적인 재봉사와 

유사한 외관을 지니고 있고, MST(Sparkfun, USA)

는 3합의 다소 굵은 원사로 내구성이 강하며 일반

적으로 웨어러블 디자인에 흔히 사용되는 전도성사

다. 실버 전도성사인 SSV(Liberator, USA)는 MST와 

유사한 번수지만 1합으로 구성된 필라멘트 원사이

다. 각 전도성사는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구

매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재봉사로서 비교대조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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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 폴리에스터사(PST)를 이용하였고, 이는 각 

전도성사 봉제 시 밑실로도 사용하였다. 각 재봉사

의 구체적인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용 

원단은 직물(woven fabric)과 편물(knit fabric)이었

다. 직물은 면 100%의 평직물로 두께 0.43 mm, 밀도 

142.2 올/inch(경사), 31.7 올/inch(위사), 무게 1.87 g/yd

이며, 편물은 폴리에스테르 100%의 저지로 두께 0.78 

mm, 게이지 40(웨일), 55(코스), 무게 2.42 g/yd이었

다.

2. 시편 제작

각각의 원단을 경사/위사(warp/weft) 방향과 웨일/

코스(wale/course) 방향으로 15 cm(길이) × 5 cm(폭)로 

재단하였다. 시편의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재봉기기

(Confidence™ 7640 Sewing Machine, Singer Sewing 

Company, USA)를 사용해 직선으로 본봉과 지그재그

봉 2가지로 스티치하였다. 다만, 예비실험에서 재단

된 한 겹 시편의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봉제한 결과 지

그재그봉에서 심 퍼커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

어 지그재그봉의 경우 원단의 두께에 따른 심 퍼커를 

확인하고자 두 겹의 시편을 평가에 추가하였다. 따라

서 실험용 시편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

은 실의 종류, 직물의 방향, 직물 종류, 직물 겹 수, 스

티치 종류로 5가지였고, 이 조합방법에 따라 총 48개

의 시편이 제작되었다. 모든 시편의 밑실은 PST를 사

Thread type
Fiber

contents

Yarn count

(tex)

Folded yarn

(ply)

Breaking force

(N)

Elongation

at break

(%)

Twist

(TPM)

Twist

type

Resistance

(ohm/ft)

PST Polyester 021.0 3 14.5 20.6 751.5 Z -

TST
Stainless 

steel
024.7 3 30.1 14.6 024.7 Z 213.0

MST
Stainless 

steel
116.3 3 87.1 01.5 254.2 Z 002.5

SSV Silver 111.0 1 52.6 03.2 155.9 Z 001.0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reads

Variables
Sample size and

sewing position
Actual sample picture 

Thread type PST, TST, MST, SSV

Fabric direction Warp/Wale, Weft/Course

Fabric type Woven, Knit

Fabric layer One layer, Two layers only zigzag stitch

Stitch type Lock stitch, Zigzag stitch 

Table 2. Variables for sample preparation, sample size, sewing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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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본봉은 SPI(Stitch Per Inch) 7, 지그재그봉

은 SPI 10으로 통제하였다. 재봉바늘(13호)과 봉제속

도(rpm 600)도 동일하게 세팅하였으며, 재봉기기의 

장력 설정은 실과 원단의 굵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봉제 시 각각의 시편별로 스티치가 들뜨지 않는 수준

에서 최적화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편은 5종을 

제작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심 퍼커

심 퍼커 평가는 Hati and Das(2011)의 SP %(seam pu-

cker percentage) 산출법인 <Eq. 1>을 사용하였다.

SP % = (L2 ‒ L1) / L1 × 100 ‧‧‧‧‧‧ Eq. 1.

Where, L1: length of sewn fabric

L2: length of unraveled fabric

그리고 새롭게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인 

심 퍼커 분석을 위해 3차원 단면 분석을 수행하였는

데, 이는 한 겹의 시편 중 심 퍼커가 4% 이상인 시편

만 실시하였다. 즉, SP %가 4% 이상에 해당하는 시편

을 3차원 스캐너(Vivid 910, Minolta, Japan)를 이용해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고, Geomagic DesignX(3D sys-

tems, USA)를 이용해 스티치 중앙으로부터 1 cm 떨어

진 위치에서 평행하는 평면(plain)을 생성시킨 후 그 

평면에서 2차원 프로파일 선을 추출하였다(Fig. 1). 

즉, 고정된 x축에서 y와 z값의 변화 데이터를 얻었

다. 추출된 2차원 데이터는 BioScan-Cloud(BioBrain 

Inc., Korea)로 직교회전과 보간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를 보정하고, 2차원 프로파일 선의 그래프를 추출한 

후 그 아랫부분에 대해 적분으로 면적을 계산하였

다(Fig. 2). 이를 통해 심 퍼커로 인해 발생하는 구불

거리는 파형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다.

4. 봉합강도

봉합강도는 봉합된 스티치 선이 파단에 걸리는 힘

을 측정하여 봉제된 시편의 저항을 구하는 것이다. 

즉, 봉제선의 공학적 변수를 산출함으로써 봉합된 

스티치 부위의 성능, 수명, 안정성 등의 내구성을 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TM D1683 / 

D1683M-17(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2018)의 그래브법(grab method)으로 평직물 

본봉의 경사와 위사방향에 대해서만 봉합강도 평가

를 실시하였다. 평직물 시험편은 경사와 위사방향으

로 15 cm(폭) × 7 cm(길이)의 크기가 되도록 재단한 

후 표면을 마주보게 두 장을 겹치고, 가장자리에서 

1.5 cm 떨어진 위치에서 SPI 7로 재봉해 준비하였다. 

실험 조건은 인장속도 305±10 mm/min, 파지거리 25

±1 mm였고, 파단에 걸리는 최대의 힘(N)을 <Eq. 2>

에 의해 구하였다. 측정 장비는 만능재료시험기(Ins-

tron 3366 k6571, Instron European Headquarters, Bucks, 

England)를 사용하였다.

Ss = K × Sb ‧‧‧‧‧‧ Eq. 2.

Where, Ss: sewn seam strength (N)

K: a constant equal to 1000 for SI units

Sb: observed seam breaking force (N)

Fig. 1. Process of 2D profile extraction from 3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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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심 퍼커

모든 시편의 심 퍼커 외관 결과는 <Table 3>에 정리

하였다. 외관을 보면 평직물 시편에서는 심 퍼커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저지 편물 시편 중 일부는 심 퍼

커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본봉보다 지그재그봉일 때 심 퍼커 현상이 

큰 것도 알 수 있었다. TST, MST를 이용해 웨일방향

으로 봉제한 저지 편물에 한 겹의 시편의 퍼커링이 가

장 심각하게 나타났고, 두 겹 시편에서는 퍼커링 현상

이 감소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봉 시 평직물에 나타난 심 퍼커(SP %)

를 살펴보면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사방향에

서는 실이 가장 굵은 MST의 SP %가 0.66%로 가장 높

았으며, PST 0.49%, TST 0.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모든 시편에서 1% 미만의 아주 작은 값의 SP %를 

보였다. 또한, SSV는 심 퍼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사방향에서는 경사와 달리 TST가 0.84%로 

가장 높은 SP %가 나타났으며, MST가 0.33%였으나, 

역시 1% 미만이었다. 반면, 저지 편물에서는 웨일방

향에서는 TST가 8.33%로 가장 높았고, SSV 2.04%, 

MST 1.87%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방향에서는 MST

만 4.93%로 심 퍼커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직물에 

전도성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기성복과 같이 식

서방향으로 재단하여 의복을 제작한다면 심 퍼커 발

생이 적을 것이나, 편물에 전도성사를 사용할 때는 

코스방향의 재단도 고려해 보는 것이 외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그재그봉의 경우 소재와 겹 수에 따른 전도성사

의 심 퍼커 현상이 <Fig. 4>와 같았다. 평직물의 경우 

한 겹의 경사방향에서는 TST 1.34%, PST 0.98%, MST 

0.67%, SSV 0.41% 순으로 나타났다. 위사방향에서

는 PST 0.81%, TST 0.34%, MST 0.32%, SSV 0.16%였

다. 앞서 본봉 한 겹의 시편의 경우 위사방향에서는 

PST와 SSV는 심 퍼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

그재그봉에서는 모든 실에서 심 퍼커가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겹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

면, 경사방향에서 PST 0.50%, MST 0.22%만 심 퍼커가 

발생했다. 즉, 지그재그봉은 원단의 두께가 증가하면 

심 퍼커는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게다가 지그재그봉의 위사방향에서는 일반 

봉사의 심 퍼커가 전도성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지 편물의 지그재그봉은 한 겹일 

때 웨일방향에서 MST 9.67%, TST 9.00%, SSV 4.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방향에서는 MST 2.67%, TST 

2.50%로 2종에서만 심 퍼커가 발생하였다. 두 겹의 

시편에서도 웨일방향에서는 4종의 모든 실에서 심 퍼

커 현상이 나타났고, 코스방향에서는 TST만 심 퍼커 

현상을 보였으며, 그 값은 한 겹일 때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Fig. 2. Area calculation under rotation and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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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각의 전도성사가 가진 물성에 따라 재단

방향별로 심 퍼커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MST는 

본봉 시에는 경사보다 위사방향으로 봉제할 때 심 퍼

커가 감소하며, 지그재그봉에서는 코스방향에서 감

소하였다. TST는 본봉 시에는 위사방향에서 심 퍼커

가 증가하였으나, 코스방향에서는 감소하였다. Do-

bilaitė and Jucienė(2007)의 연구에서도 심 퍼커는 재

단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방성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전도성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Kim and Kim(2011)에 의하면 원단의 낮은 밀도와 높

은 두께를 지닐 때 심 퍼커가 적게 나타나고, 신장성

이 있는 원단이라도 밀도가 높고 두께가 두꺼우면 낮

은 심 퍼커율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에 따르면 본봉과 지그재그봉 모두 두께가 더 두꺼운 

저지 편물에 봉제할 때 심 퍼커가 2~7배 가량 증가하

였다. 이는 두께나 밀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 외에 조

직 구성 또한 주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한편, 실물 평가 방법으로 SP %를 분석한 후 그 값

이 4% 이상인 시편들에 대해서는 3차원 데이터를 이

용해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시편으로

Variables

Threads
PST TST MST SSV

Lock

stitch 

Plain

woven

fabric

Warp

Weft

Jersey

knit

fabric

Wale

Course

Zigzag

stitch

Plain

woven

fabric

One

layer

Warp

Weft

Two

layers

Warp

Weft

Jersey 

knit

fabric

One

layer

Wale

Course

Two

layers

Wale

Course

Table 3. Specimen pictures of seam p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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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지 편물의 웨일방향에 TST를 이용해 본봉 재봉

한 것과 MST, TST, SSV로 지그재그로 재봉한 총 4종

이었다. 단면적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앞서 분석

했던 SP %가 높을수록 단면적도 크게 나타났다. 그

리고 2차원 프로파일 선의 그래프를 그린 <Fig. 5>를 

보면, 본봉의 단면을 나타낸 TST의 파형은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지그재그봉은 그에 비해 불규칙적인 

파형과 더 많은 피크(peak)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새롭게 시도한 3차원 데이터에서 추출된 

2차원 프로파일 선의 그래프를 통해 심 퍼커의 규칙

성과 불규칙성 파악이 용이하였고, 그 형상과 높이

에 대해 객관적인 경향 파악에 효과적이었다.

2. 봉합강도

봉합강도는 <Fig. 6>과 같이 경사방향에서는 TST 

176 N, PST 171 N, MST 155 N, SSV 14 3N 순으로 나타

났으며, 위사방향에서는 SSV 157 N, TST 143 N, MST 

137 N, PST 132 N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도성

사는 합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봉합

강도를 두 겹의 원단을 전도성사로 봉제했을 시의 강

도로 간주한다면 경사방향의 경우 TST가 일반적인 

재봉사인 PST와 가장 유사한 강도를 가졌다. 그러나 

위사방향에서는 오히려 PST의 강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실 자체의 고유한 역학적 특성인 인장

Fig. 4. Seam pucker percentage (SP %) of zigzag stitch.

Fig. 3. Seam pucker percentage (SP %) of lock st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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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높은 MST의 봉합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음

으로써 실의 고유 파단강도 값과 봉합강도 간의 관

계는 배치되었다. 이는 재봉사와 원단의 상호적인 역

학관계로 인해 원단의 재단방향이나 여러 요인에 따

라 봉합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실의 경사와 위

사방향 봉합강도는 약 130~180 N으로 차이가 크지 않

고, 섬유제품 외의 및 중의류의 권장 품질 기준의 봉

합강도인 98 N보다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써 전도성

사를 합봉 용도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Uh(2013)의 연구에서는 SPI 8로 면 평직물에 

폴리에스테르사로 봉합강도를 측정한 결과 96~132 N

PST

Lock stitch

Wale direction

TST

Zigzag stitch

Wale direction

MST

Zigzag stitch

Wale direction

SSV

Zigzag stitch

Wale direction

Area (mm2) 451.1 533.3 654.9 285.9

S.D. 2.1 2.6 2.6 1.1

Table 4. Cross section area of seam pucker

Fig. 5. 3D cross section figure of seam pucker.

Fig. 6. 3D cross section figure of seam p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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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SPI가 증가할수록 봉합강도도 증

가하였으나, 일정한 땀수까지만 증가하고 그 이상은 

증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본봉 시 SPI가 7이었

음에도 기존 연구보다 봉합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전도성사는 내구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Uh 

and Park(2005)의 연구에서 섬유별 봉합효율을 평가

한 결과, 재봉사의 인장강도가 강하다고 봉합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본 연구결과도 유사했으

므로 봉합강도는 재봉사, 직물, 땀수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변인이므로 각각의 조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 의복 구성 시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봉기기에 사용 가능한 전도성사

를 이용하여 본봉과 지그재그봉에 대하여 심 퍼커와 

봉합강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원단은 평직물과 저지 

편물을 사용하였으며, 재단방향과 원단의 겹 수를 다

르게 설정해 다양한 관점에서 재봉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평직물에 본봉을 하면 직물의 방향에 상관없이 SP 

%가 모두 1% 미만이었으나, 저지 편물에 본봉을 하

면 재단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웨일방향에서는 

모두 높은 값을 보였으나, 코스방향에서는 MST만 높

고 나머지는 SP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도

성사를 평직물에 본봉할 때는 유의하지 않아도 되나, 

저지 편물에 본봉 시에는 웨일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을 추천하는 바이다.

반면에 지그재그봉을 하면 한 겹일 경우 SP %가 평

직물이든 저지 편물이든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저지 

편물의 SP %는 평직물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

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겹이면서 위사/코스

방향으로 지그재그봉이 되면 SP %는 거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지그재그봉의 SP %는 

위사/코스방향에서 감소하였고, 겹 수가 증가하면 보

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지그재그봉을 할 때

는 직물에 상관없이 두께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심 퍼커를 더욱 없애기 위해서는 재단방향까지 고려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도성사에 따른 심 퍼커를 살펴보면 평직

물과 저지 편물 모두 본봉에서는 SP %가 1% 미만이었

으며, 경사/웨일보다는 위사/코스일 때 3합의 TST와 

MST는 일반적인 재봉사보다 높은 SP %를 나타냈으

나, 1합의 SSV는 모든 시편 중 가장 낮은 SP %로 나

타났다.

본봉에 대한 봉합강도는 경사방향에서는 TST, 위

사방향에서는 SSV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 실의 섬유

조성이나 인장강도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는 봉

합강도가 재봉사와 직물 및 땀수 등의 연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의미하므로 목적이 스티치의 

저항성이라면 최적의 조합을 찾아 의복 구성 시에 적

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전도성사의 심 퍼커는 일반적인 재봉

사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나, 전도성사는 

일반 폴리에스테르사보다 대체로 높은 심 퍼커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봉재 시 유의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차원 단면 분석 결과에서도 지그재

그봉은 심 퍼커율로 높지만, 불규칙한 주름 형태를 가

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스마트 의류 설계 시 회

로의 디자인 라인은 원단의 방향을 고려해 설계하거

나, 심지, 바이어스 테이프, 그로그랭 등을 이용해 두

께를 증가시켜 봉제하면 좋은 외관의 재봉이 될 것이

다. 즉, 전도성사를 이용한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서

는 다양한 봉제환경과 디자인 변인을 고려하는 테크

니컬 디자인 측면과 전기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시판 전도성사는 저항과 실의 굵

기 정도의 매우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며 판매되고 있

어 실제 작업 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전도성사의 봉제성능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3차원 평가법을 통해 심 퍼커의 형태를 예측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제한된 시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원단 및 전도성사를 이용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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