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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가볍고 소프트 일렉트로닉스(Soft electronics)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도성 섬유소재를 사용

한 e-textil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전도성 섬유소재의 DIY(Do-It-Yourself)와 개별성

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e-textiles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Roh & Mann, 2011). 

이처럼 개발된 e-textiles 즉 전자섬유는 스마트 의류 

개발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중에

서도 특히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로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 텍스타일 센서는 전기전도성 텍스타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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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d develops a textile type touch sensor structural design that is easy to implement. First,

the design of the touch sensor circuit finds the size of the switch with the easiest finger contact and selects a structure

with a long circuit with the lowest resistance value. An experiment is performed on a change in an electrostatic

capacitance value that accompanies the distance on the electrode and the magnitude of the electrode area of the

structure; however, the structure having the distance on the electrode and the large electrode area shows the best

resistance change. The laundry assessment was conducted three times at a time and ten times at a time with an

average standard deviation less than one ohm, with little change in resistance. Consequently, there were no problems

with durability and performance for laundry. Finally, in the bending evaluation, the difference in resistance can

be seen between 1-2 ohms and was developed as a smart wearabl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re was no problem

as a difference in resistance can be seen between 1 and 2 o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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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조되므로 의류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으며 전

기적인 성능을 수행할 수 있다(Jang & Cho, 2018).

텍스타일형 센서로 접근성이 좋은 기능은 터치센

서라고 할 수 있다. 터치센서는 아이폰 출시 이후로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간편함, 단순성 때문에 현대인들의 필수품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Lee, 2013). 특히 작동방식에

서도 접촉식 정전용량방식은 작동원리와 구성이 간

단하여 섬유로 활용할 때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개발한 상

품으로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리바이스(Levi's)

와 구글(Google)이 프로젝트로 제작한 스마트 재킷이

다. 왼쪽 소매에 전도사로 제작한 센서 태그가 있어 터

치 감응식으로 스마트 스크린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매부분에 연결하는 디바이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시켜 터치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디

바이스를 센서 태그 아래 소매부분에 착용해야하기 

때문에 소매부분이 유연하지 못하고 전도사의 사용

으로 세탁성에 취약하다. 또한, 자수형식으로 태그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원리나 구조의 파악이 

쉽지 않다. 더불어 전도사의 세탁성 문제는 Zaman et 

al.(2019)의 연구에서 제시하듯이 일상생활에 사용

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 관련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섬유와 패션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이 많다(Jang & Cho, 2019). 또한, 텍스타일 센서의 개

발에 있어 해외보다는 국내의 기술력과 지원이 부족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현이 어렵지 않으며 가볍

고 실용성 있는 텍스타일 센서의 개발 관련 연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경량성 전도

성 패브릭 테이프로 정전용량방식의 터치센서 기술

을 사용하여 텍스타일형 터치센서를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터치 스위치는 유연할 수 있도록 터치부분과 

디바이스부분을 분리하여 위치하도록 제작하였다. 

터치 스위치의 성능은 세탁성 평가와 내구성 평가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구조

로 설계하여 텍스타일 터치센서의 대중화를 추구하

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향

후 스마트 웨어러블 의류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류

에 최적화된 터치센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및절차

1. 텍스타일형 터치센서 개발 과정

터치센서 개발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개발이 이루

어졌다. 그 과정은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

저 정전용량방식의 작동원리를 사용하여 터치센서

의 구조적 설계를 하였다. 터치센서 스위치와 회로부

분은 작동성이 좋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전도

성 테이프로 연결단자는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였다. 

디자인은 의류형으로 개발되었을 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였으며 제작은 회로, 스위치, 

연결부분 순으로 완성한 후 성능에 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은 전극상의 거리의 변화에 따른 케페시

턴스(Capacitance) 변화와 전극면적의 크기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를 비교한 후 마지막은 센서의 특성 

평가로 세탁 평가와 굽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 텍스타일형 터치센서 구조 설계

터치센서 구조는 정전용량방식의 작동원리에 의

Fig. 1. Levi's & Google jacquard jacket.

Reprinted from PHil (2016). http://tech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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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설계하였다. <Eq. 1>은 케페시턴스 공식으로 

C는 케페시턴스, ε는 유전율, A는 전극면적, d는 전극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 때 전극면적은 터치 스

위치 부분이며 유전체는 케페시터 역할을 하는 손가

락이 역할을 마지막으로 전극 사이의 거리는 원단의 

두께가 된다.

C = ε · A / d

C = Capacitance

ε = Permittivity

d = Distance between electrode

A = Area of electrode

Eq. 1. Capacitance formula.

터치센서 구조는 <Fig. 3>에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a는 원단부분인 e를 위아래로 감싸는 구조로 

윗부분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스위치, 아랫부분은 

센싱부분과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연결회로이다. 

작동 과정은 터치 스위치에 손가락이 닿으면 접촉에 

의해 변화하는 정전용량값으로 센싱하는 원리이다. 

커넥터 c는 디바이스부분인 d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

든 커넥터이다. 이 때 디바이스는 터치센서의 기능

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로 자

석 커넥팅 단자, 신호처리 통신 모듈과 150 mah 배터

리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온/오프 역할도 

담당한다.

구조를 설계할 때 의류형으로 개발되는 것을 고려

하여 깔끔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할 수 있는 터치 스위

치 부분은 겉에 부착하였고 디바이스와 연결을 위한 

회로부분과 커넥터부분이 포함된 센서부분은 안쪽

에 부착하였다. 이 과정으로 <Fig. 3>처럼 터치 스위

치 부분은 원단에 구멍을 뚫어 손가락이 윗부분의 센

싱 파트를 터치할 때 아랫부분과 접촉을 통해 연결

되어 작동하는 원리이다. 또한, 회로는 전원을 공급

해주는 디바이스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개

의 전극인 Send pin과 Receive pin으로 나눠져 분리되

어 디바이스부분으로 연결된다. 또한, 전체적인 구

조는 실험 방법에 따라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다.

3. 텍스타일형 터치센서 및 회로 제작

실험에 사용할 샘플은 <Fig. 4>와 같은 도안으로 

Fig. 3. Touch sensor structure.

Fig. 2. Development process of textile touc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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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터치 스위치 부분은 일반적인 성인의 손

가락 한 개로 터치할 수 있도록 전도성 패브릭 테이

프를 사용하여 가로 약 15 mm, 세로 약 17 mm로 제작

하였다. 기존의 개발된 구글 리바이스 재킷 경우에

는 손목둘레 윗부분을 다 채운 면적으로 패드를 제

작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 기능으로 쓰이는 터치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또한, 

겉에 위치하는 터치 스위치 부분의 보호와 의류로서 

구현되었을 때의 디자인성을 고려하여 폴리우레탄 

필름을 사용하여 터치 스위치의 부분을 프레임 형식

으로 덮어주었다. 아래 회로부분도 보호를 위해 폴

리우레탄 필름을 사용하여 덮어주었다. 디바이스 위

치도 유연한 터치 스위치로 제작하기 위하여 리바이

스 재킷과 달리 터치부분과 디바이스부분을 분리하

여 구성하였다. 회로의 길이는 각 100 mm, 200 mm, 

300 mm, 420 mm로 차이를 주어 저항값을 비교해보

았을 때 100 mm가 7.6 Ω, 200 mm가 6 Ω, 300 mm가 

5 Ω, 마지막으로 420 mm가 4.9 Ω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회로의 길이가 저항값의 변화에 큰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류로 개발됨에 

있어 활동성면이나 용도 변화를 고려하여 최종적으

로 420 mm를 선택하였다. 마지막 스위치 부분은 겉

에 위치한 터치 스위치의 부분과 아래 회로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겉부분의 스위치는 손가락의 접촉

을 위하여 원단의 구멍은 총 6개의 작은 구멍으로 구

성하였다. 모양은 4.5 mm의 구멍을 중심으로 3.7 mm

의 구멍을 꽃잎모양으로 5개를 위치시킨 구조이다.

<Table 1>에서는 터치센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을 정리해 놓은 표이다. 먼저, 터치센서로 사

용한 전도성 섬유는 테이프 형태로 제작이 간편하며 

얇은 두께를 가지므로 가볍고 유연한 센서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전도성 패브릭 테이프

(sosa81, Korea)는 폴리에스터 원단에 니켈과 구리를 

도금한 후 도전성 접착제를 코팅한 제품이며 두께는 

0.11 mm, 체적 저항은 0.05 Ω 미만이다. 스티커 형식

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고 접착력이 좋다. 센서 도안

을 세트로 한 번에 부착하도록 스티커 형태의 보조 

시트지를 사용하였다.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에는 니켈 소재의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였고 각 

커넥터부분의 접촉면적을 넓혀주기 위하여 O모양

의 링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할 원단은 스포츠웨어에 활용하

기 좋은 유연한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Polyester 95% 

& Polyurethane 5%)인 원단을 선택하였다. 제작 과정

은 <Table 2>와 같이 샘플 원단 안쪽에 센서 회로부

를 부착해준 후 펀칭이 된 부분에 알맞게 원단 겉에 

터치 스위치를 붙여준다. 디바이스를 부착할 수 있

는 연결단자를 연결해준 후 회로부분과 터치 스위치 

부분을 필름으로 커버해주면 완성된다.

4. 전극상의 거리에 변화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

화 실험

전극상의 거리의 변화에 따른 실험은 2가지로 진

Fig. 4. Touch sens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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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전극상의 거리는 원단의 두께를 3가지로 

차이를 주어 0.8 mm, 1 mm, 1.9 mm인 원단을 사용하

여 실험하였다. 센서의 구조는 가장 아래의 회로가 위

치해 있고 그 위에 원단을 올려 최종적으로 겉에서

는 터치 스위치 부분이 보이지 않는 구조이다. 스위

치 부분을 보이지 않게 설계한 이유는 스위치 제작

을 위해서는 원단의 구멍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센싱하는 부분의 두께의 차이가 명확하

지 않을 수 있어 임의로 터치 스위치 부분에 구멍을 

내지 않고 두께 간의 차이를 주어 설계하였다. 측정

할 때 터치 스위치 부분에 케페시터인 손가락이 닿

는 면적 10 mm의 정사각형 크기로 절연 테이프를 사

용하여 고정하였다. 원단은 <Fig. 5>처럼 각각 다른 

두께로 3개를 준비하였고 원단에 두께에 따라 0.8 mm

의 원단을 x1, 1 mm의 원단을 x2, 1.9 mm의 원단을 x3

이라고 구분했다. x1의 두께를 d1, x2의 두께를 d2, x3의 

Picture Description Size & Quantity

1

EMI conductive fabric tape
Thickness : 0.11 mm / Resistance : less 0.05 Ù

50 × 600 mm / 1

2

Auxiliary sheet paper

50 × 60 mm / 1

3 Volt, Ni 2 mm / 4

4 Nut, Ni 2 × 4 mm / 4

5 O ring, Feather nRF52 5 mm / 2

Table 1. Experimental material

Procedures 1 2 3 4 5

Image

Explanation
Attach the sensor 

circuit to the inside 
of the fabric

Attach a touch 
switch to the surface 

of the fabric

Attach 
the connector

Put a cover on
 the fabric

Finished 
appearance

Table 2.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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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d3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조와 설명은 <Fig. 

4>로 자세히 나타내었다.

실험의 결과는 아두이노 우노로 측정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입력코드는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Arduino Playgroud 사이트에서 Badger(n.d.)가 제시

했다. 출력된 시리얼 넘버는 저항값으로 출력되도록 

하였으며 측정 가능 범위는 50k Ω~50 mΩ이다. 시리

얼 통신의 출력 속도는 9600 bps를 사용하였다.

그래프는 실측 데이터로 시간에 따른 저항값의 변

화 폭을 보여준다. 이 때 저항의 변화 폭이 클수록 센

서가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폭이 넓을수

록 좋은 센서라고 평가하였다.

5. 전극면적의 크기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 

실험

전극면적의 크기에 따른 케페시턴스의 변화를 측

정하는 실험으로써 전극면적의 크기는 웰딩 필름지

(PU 100%)로 터치 스위치의 7개의 구멍을 1개, 3개, 

7개가 보이도록 부착하여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다. 

이 때 전극면적의 크기에 따라 4.3 mm는 y1, 11.7 mm

는 y2, 마지막 26.5 mm는 y3으로 구분하였다. 이 실험 

원단은 전극 사이의 거리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 실

험에서 가장 큰 저항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원단을 선

택하여 진행하였다. <Fig. 7>에서 센서의 구조와 실험 

원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극상의 거리에 따른 변화와 전극면적의 크

기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의 실험 목적은 의류형으

로 제작 가능한 원단의 두께를 찾는 것도 포함한다. 

의류로 개발되었을 때 실용적인 형태로 개발할 수 있

는 원단을 찾고 저항값의 변화가 가장 큰 폭으로 나

타나 민감성이 가장 좋은 터치 스위치의 크기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6. 특성 평가

1) 세탁 평가

측정 규격은 KS K ISO6330(Korean Agency for Te-

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6)을 사용하고 B형 

표준 세탁기 중에서 소형 세탁기인 LG-W0082(Dae-

woong, China)를 사용하여 총 15분의 세탁과 2분의 

열풍 건조를 사용하였으며 세탁 절차는 7B를 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디바이스 파트에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나눠진 2개의 회로를 담당하는 Send pin과 Re-

ceive pin을 각각 측정하였다.

세탁 평가는 10번씩 3번을 반복하여 평균을 내어 

평가하였다. 세탁 평가에 사용한 원단은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Polyester 95% &  Polyurethane 5%)로 사이

Fig. 5. Experiment with the change of capacitance by distance on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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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 with the change of capacitance by size of electrode area. 

Fig. 6. Demo sketch for touch sensor.

Retrieved from Badger (n.d.). https://playground.arduin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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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는 가로 550 mm, 세로 150 mm이며 세탁 시간은 15분, 

탈수 15분, 열풍 건조 2분(110°C)을 진행하였다. 측정

은 세탁 1회당 미터기를 사용하여 각 Send pin과  Re-

ceive pin의 저항값을 30회씩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 와 최소값의 범위로 나타내

었다. 회로가 있는 원단 뒷면에는 센서에 바로 물이 

접촉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Fig. 8>처럼 웰딩 필

름지(PU 100%)를 사용하여 부착하여 주었다.

2) 굽힘 테스트

텍스타일형 터치센서가 반복적인 굽힘에도 센서

로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테스트는 국제 규격인 ISO/DIS 2313-1(en)(Inter-

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20)

을 토대로 시료 준비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샘플은 

너비 50 mm, 길이는 105 mm의 크기로 3개를 준비하

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기기는 UTM(Universal testing 

machine)(Dacell Co. Ltd., Korea)과 Sourcemeter(Key-

sight B2902A, Korea)를 사용하였다. 굽힘은 총 20회

를 진행하였으며 0.25 Hz 속도로 굽힘 시 변화하는 저

항값을 측정하였다. 실험하는 모습과 사용한 기기는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 결과및고찰

1. 전극상의 거리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 실험 

결과

전극상의 거리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 실험의 결

과는 두께 0.8  mm의 원단인 x1,의 저항값 측정 범위

가 450~465 kΩ으로 가장 높은 변화폭을 보여주었다. 

아두이노를 사용한 데이터는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

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관찰

해야하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측정

한 결과이다. 각 샘플의 저항값의 변화 폭을 <Fig. 10>

을 통해 비교해보면 x1이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은 

40 kΩ, x2는 35 kΩ, x3은 30 kΩ으로 x1이 가장 넓은 측

정 범위를 보이며 민감하고 정확한 센싱이 가능하다

Fig. 9. Bending test samples and experiments.

Fig. 8. Washing experimenta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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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였다.

2. 전극면적의 크기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 실

험 결과

전극면적의 크기에 따른 실험은 전극상의 거리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 실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던 두께 0.8 mm의 원단인 x1을 사용하여 실험하

였다.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y1이 측정 가능

한 저항의 변화 폭은 60 kΩ, y2는 70 kΩ, y3은 80 kΩ으

로 전극면적의 크기가 26.5 mm인 y3의 저항값의 변

화 폭이 80 kΩ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전극상의 거리가 짧고 전극

면적이 클수록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변화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이 모두를 충족시킨 y3을 센서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y3을 사용하여 

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세탁 평가와 굽힘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3. 특성 평가 결과

1) 반복세탁에 따른 저항의 변화

결과는 Send pin과 Receive pin의 값을 각각 나타

내었다. 먼저 Send pin의 결과는 <Fig. 12>의 그래프

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값과 최대와 최소값의 변

동 범위가 약 2 Ω에서 3 Ω을 넘지 않으며 표준편차값

의 평균은 0.2 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2015)의 연구에서 세탁 실험을 진행 한 후의 저항값

의 차이가 0.5 Ω이었으나 저항 변화가 없고 세탁에 

대한 내구성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으므

로 본 실험에서 세탁 후에도 성능이 잘 유지되며 실

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때 기기동작에 전혀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Receive pin의 최대와 최소값과 평균값의 변동 범

위 역시 약 3 Ω 정도로 기기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값들의 평균도 0.7 Ω으

로 변화가 아주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

Fig. 10. Results of experiment with the change of ca-

pacitance by distance on electrodes.

Fig. 11. Results of experiment with the change of ca-

pacitance by size of electrode area.



구현방식이 용이한 텍스타일 터치센서 개발 및 구조적 설계

– 177 –

로 10회씩 세탁을 한 후 한 pin당 30번씩 측정을 하는 

실험을 3회 반복함에도 센서의 성능은 문제없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에서는 

Receive pin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항값

뿐만 아니라 세탁으로 인한 센서 모습의 변화나 앞

뒷면의 필름지 탈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류로서의 

내구성도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굽힘 테스트 결과

각 시료에 굽힘 테스트 결과는 <Fig. 14>에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마다 초기 저항값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총 20회의 굽힘을 진행할 때 테스트 전후로 

같은 위치일 때 저항값들의 표준편차 평균은 0.3 Ω으

로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며 반복적인 굽힘과 회복에 

있어서도 3개의 그래프 모두 저항변화율이 그래프 

상으로 변동 폭 없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im(2015)의 연구에서 진행한 굽힘 테스

트에서 실험 전후의 저항값의 차이가 0.005 Ω 이하로 

나타나며 변동 폭의 변화가 거의 없어 스마트 시스템

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도 향

후 재킷을 개발하여 이 센서를 사용하여도 실제 어플

리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성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유연한 텍스타일형 터치센서를 사용하

여 조깅 시 터치 스위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류형

Fig. 12. Maximum & minimum range, average value variation of 10 washing test (Send pin).

Fig. 13. Maximum & minimum range, average value variation of 10 washing test (Receive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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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안하고 

특성 평가를 통해 스마트 웨어러블로 개발 가능한 최

적화된 터치센서의 구조와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 센서는 터치가 가능하며 텍스타

일형으로 의류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텍스타일형 

터치센서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터치센서 회로구조는 의류형으로 개발할 때를 

고려하여 터치 회로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

를 가진다. 터치 스위치는 겉으로 나와있어 원단에 

타공을 통해 안쪽의 회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

다. 터치 스위치는 터치의 기능이 부각될 수 있도록 

성인 손가락 1개로 터치할 수 있는 가로 15 mm, 세로 

17 mm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회로의 길이는 의류형

으로 개발하기 적합하도록 420 mm로 설계하였다.

2. 가로 15 mm, 세로 17 mm의 터치 스위치와 총 420 

mm의 길이로 제작된 터치센서를 사용하여 전극상

의 거리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전극상의 거리는 원단의 두께를 0.8 mm, 1 mm, 

1.9 mm로 차이를 주어 진행하였으며 센서의 성능은 

아두이노의 시리얼 넘버를 저항값으로 출력하여 평

가하였다. 최종적으로 0.8 mm의 두께를 가진 원단의 

저항값의 변화 폭이 40 kΩ으로 가장 크게 측정되어 

센서로서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0.8 mm

의 두께의 원단인 x1이 가장 좋은 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전극면적 크기에 따른 케페시턴스 변화는 센서 

스위치 부분의 크기를 y1, y2, y3으로 구분하였고 각 

4.3 mm, 11.7 mm, 26.5 mm로 차이를 주어 실험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이전 실험에서 가장 좋은 결

과를 얻은 x1의 원단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

는 26.5 mm의 전극면적을 가진 y3의 저항값이 80 kΩ

으로 큰 변화 폭을 보여주어 좋은 결과값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전극상의 거리와 전극면적에 따른 실험을 

통해 텍스타일형 터치센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

재와 구조를 가진 센서를 개발하였다.

4. 센서의 특성 평가로 진행한 세탁 평가는 세탁 1회

Fig. 14. Results of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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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각 pin을 30회씩 측정하는 과정을 총 10번씩 3회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총 30회의 세탁에도 

저항값들의 표준편차들의 평균이 1 Ω 이하로 저항이 

거의 변화하지 않아 세탁에 대한 성능에 문제가 없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세탁 후의 센서모양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필름지 탈착도 전혀 없이 우수한 내구성을 

보여주었다.

5. 굽힘 테스트는 총 3개의 같은 샘플을 사용하여 

총 20번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에서 굽힘에 따른 저

항의 변화가 1~2 Ω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반복

되어 변동 폭의 변화가 거의 없어 향후 스마트 웨어

러블로 개발되어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여도 성능

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텍스타일을 이용한 유연

한 텍스타일형 터치센서가 스마트 웨어러블로 개발 

가능한 센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센

서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리바이스 재킷 같이 신축성

이 없는 데님 소재와 달리 유연한 니트 조직이나 신축

성 원단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세탁 후 에도 모습에 

변화가 전혀 없어 의류로서의 내구성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성 평가

로 세탁 평가와 텍스타일형 센서로서 확인이 필요한 

굽힘에 관한 테스트만 진행했으므로 향후 진행될 연

구에서 다양한 신뢰성 및 내구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개발로 인하여 어플리케이

션 개발과 함께 텍스타일형 터치센서가 부착된 스포

츠의류로 개발된다면 실용적이며 체계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들의 협업을 통해 다양

한 텍스타일형 센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

에게 이롭고 편리한 스마트 웨어러블 개발에 큰 도

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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