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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necessary mechanical properties of conductive multifilament yarns for 

fabricating the electrodes of biosignal measurement pressure and stretch textile sensors using embroidery. When 

electrodes and circuits for smart wearable products are produced through the embroidery process using conductive 

multifilament yarns, unnecessary material loss is minimized, and complex electrode shapes or circuit designs can 

be produced without additional processes using a computer embroidering machine. However, because ordinary 

missionary threads cannot overcome the stress in the embroidery process and yarn cutting occurs, herein, we 

analyzed the S-S curve, thickness, and twist structure, which are three types of silver-coated multifilament yarns, 

and measured the stress in the thread of the embroidery simultaneously. Thus, the requir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yarns in the embroidery process were analyzed. In the actual sample production, cutting occurred in 

silver-coated multifilament rather than silver-coated polyamide/polyester, which showed the lowest S-S curve. In the 

embroidery process, the twist was unwound through repetitive vertical movement. Further, we fabricated a 

piezoresistive pressure/tension sensor to measure gauge factor, which is an index for measuring biological signals. 

We confirmed that the sensor can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embroidery electrodes, which is an important 

process in the mass production of smart wearable products.

Key words: Physiological Signal, Embroidery Conductive Yarn, Pressure Textile Sensor, 

Strain Textile Sensor, Textile Sensor Electrode, Smart Healthcare Wearable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생체 신호 측정 압력  인장 직물 센서의 극을 자수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할 때 도사의 

필요 물성을 악하는 것이다.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의 극을 도사를 이용한 자수 공정을 통해 극  회로 등을 

제작하면 불필요한 재료 손실이 없고 복잡한 극 모양이나 회로 디자인을 컴퓨터 자수기를 이용하여 추가 공정 없

이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도사는 자수 공정 내의 부하를 못 이기고 사  상이 발생하기에 본 연구에서

는 silver coated multifilament yarn 3종류의 기계  물성인 S-S curve, 두께, 꼬임 구조 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자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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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의 부하를 측정하여 자수 공정 내 도사의 필요 물성을 분석하 다. 실제 샘  제작에서 S-S curve의 측정 

결과가 가장 낮은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가 아닌 silver coated multifilament의 사 이 발생하 으며 그 차

이는 실의 꼬임 구조와 사 이 일어난 부분을 찰한 결과 수직으로 반복 인 부하가 일어나는 자수 공정에서 꼬임

이 풀리면서 사 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으로 압 항 압력/인장 센서를 제작하여 생체 신호 측정용 

지표인 gauge factor를 측정하 으며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의 량 생산화에 요한 부분인 자수 극 제작으로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주제어: 자수용 도사, 기계  물성, 자수 극, 생체 신호 측정, 압력  인장 직물 센서, 스마트 웨어러블

1. 서론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인간의 기  수명 증가로 인

해 인생의 황혼기에 보다 윤택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해, 건강 리에 심을 보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리하고 여러 합병

증을 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헬스 어와 한 련이 있

는 스마트 웨어러블(smart wearable) 기술이 발 하고 

스마트 웨어러블 패션 상품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추

세이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수요가 늘

어나면서 기존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는 차별

화된, 더욱 편리하고 향상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고기능성 웨어러블 제품이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

들은 제품에 다양한 센서(스트 인, 압력, 터치 센서 

등)와 결합한 형태인데, 이러한 몸에 착된 센서들로 

데이터들을 센싱하고, 그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련된 

연구로는 정재 (2017)의 도성 섬유를 이용한 안테

나와 이를 기반으로한 심 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계한 연구가 있다. 웨어러블용 기 회로는 구성하는 

극과 선은 재료 인 한계로 인하여 웨어러블 제

품과 결합했을 때 착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착용

자의 동작, 세탁  보 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의 제

품들의 단 을 보완하면서도 기능성은 떨어지지 않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

어 최근 가볍고 유연한 웨어러블 엘 트로닉스

(wearable electronics)에 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

성 섬유 소재를 이용한 e-textiles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자 섬유

를 제작하기 해서는 섬유 고유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기 도도를 갖출 수 있는 소재의 제조공정 기

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De Vries & Cherenack

(2014)의 연구에서는 구리 도사의 괴와 굽힘 피

로 특성  변형 역 등 다양한 물성과 특성을 분석

하 다. Uz Zama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세정 공

정을 심층 분석 후 자 섬유 구조물의 세정 기 을 

제안하 다. Alagirusamy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마찰 회 을 통해 은으로 코 된 폴리아미드 도사

에 폴리 로필  스테이  섬유들을 코 하는 로세

스에 한 연구를 하 다. 이와 같이 웨어러블용 

도사의 용 공정에 필요한 물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사(conductive yarn)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도사를 사용하는 자수 기법

(embroidery)을 활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 

웨어러블 제품의 단 으로 지 되는 착용감의 하, 

세탁  보 의 불편함 등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이 들로 인해 도사 자수를 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의 개발과 발 이 꾸 히 이루어지고 있

다. 본 연구는 스마트 웨어러블 센서의 표 인 압력 

센서와 스트 인 센서의 극을 자수용 도사로 제작 

시 필요한 물성을 분석하기 해 3가지 종류의 자수용 

도사를 컴퓨터 자수 공정을 통해 샘 을 제작하고 

연속 인 공정에서 생기는 부하에 해 분석이 가능한 

두 가지 변수(parameter)에 변화를 주며 제작한 뒤, 각 

샘 이 나타내는 특징을 비교하며 찰하 다. 분석 데

이터로는 각 도사의 응력 변형 곡선(stress-strain 

curve)과 제작한 샘 의 결과를 통해 자수기를 통한 자

수(embroidery) 자동 공정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도

사가 합한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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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도사를 사용한 자수 기법

도사를 사용하여서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 자수기

를 활용하여서 보다 정 한 회로를 효율 으로 제작할 

수 있다. Castano & Flatau(2014)에 따르면, 스마트 텍

스타일 시스템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도사를 꿰매

거나 선을 부착하는 방법, 도성이 있는 물질로 제

작하는 것, 도사를 자수하는 방법, 도성 잉크나 폴

리머를 사용하여 린 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이  도사를 자수하는 방법은 기존의 직물 에 용

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가볍

고 유연하다는 장 으로 인해 기존의 스마트 의류와 

결합한 회로가 가지고 있던 문제 들을 효과 으로 보

완할 수 있다. 한 도사를 활용한 자수(embroidery) 

기법은 회로 제작에 있어서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되므로, e-textile 회로를 제작하기 한 굉

장히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재 

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사는 제조공정에 따라 두 가

지로 나  수 있다. 먼  속 사를 인발 공정(drawing 

process)을 통해 제조한 후, 일반 섬유에 피복하거나 일

반 섬유와 꼬아 만든 속 섬유가 있고, 일반 섬유의 

표면에 도 성 속 피막을 형성시킨 속 코  섬유

로 나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도사들은  두 종류

의 도사의 제작 방법  속 코  섬유를 기능성 

섬유와 함께 복합사로 제조한 것으로 silver coated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 silver 

coated polyamide로 총 세 가지 종류의 속 도사

(conductive multifilament yarns)를 사용한다. 속 도

사는 좋은 기계  물성과 높은 도성을 가지는데, 상

업 으로 이용되는 속 도사에 은(silver)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은(silver)은 고가의 재료라

는 부분에서는 이 이 크지 않지만 우수한 기 도성

과 낮은 항(joint resistance)을 장 으로 가지고 

있어 스마트 의류용 도사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되는 세 가지 속 도사인 silver 

coated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 

silver coated polyamide  silver coated polyamide/ 

polyester, silver coated polyamide는 독일의 AMANN사

의 제품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silver coated 

polyamide의 항은 < 530 Ω/m로 silver coated polyamide/ 

polyester의 항인 < 300 Ω/m보다는 큰 값을 가지며, 

두 제품 모두 은으로 코 된 자수용 실이다. 샘 을 제

작할 때 사용한 컴퓨터 자수기는 brother 사의 Pro670E 

컴퓨터 자수기 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2.2. 도사 자수 분야에서의 개발 사례

도사 자수(conductive yarns embroidery)는 섬유, 

직물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의 제품(garment, curtain, 

carpet, blind, blanket etc)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

문에 높은 용성과 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도사 자수를 다양한 제품에 용하여 련 기술

을 발 시켜 상용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존재해왔다. 

헬스 어, 피트니스, 스포츠  등 취미생활과 

련된 소비재에 심의 증가와 스포츠  의류 산업의 

성장으로 인체에 착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의

류와 디바이스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심박수와 같

은 생체 신호를 감시하는 제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발열 의류, 외부의 해나 유해 물질을 

감지하는 제품, 착용자의 자세나 동작을 감지하여 모니

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류 등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

의 제품들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나타난다. 한 스

마트 의류  스포츠 피트니스  의료 분야로의 기술 

목과 개발에 심이 더욱 집 되고 있다. 따라서 스

마트웨어 제작에 있어 가볍고 유연하면서 신체와 많은 

부분에서 이 발생해도 불편함과 이질감이 감소한 

회로를 구성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박진희 & 김주용

(2019)은 기존의 착형 스포츠 웨어에 도사를 사용

한 자수 스티치를 활용하여 빛의 유무에 따라 LED를 

조 할 수 있는 스포츠 웨어를 개발하여 어두운 환경

이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LED의 발 으로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이 개발되기도 

하 다. 도성 섬유를 활용하여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직물 극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옷 안의 내의류에 통합 가능한 형태의 자수 직물 

극, 속 소재로 피복된 도성 섬유와 Song et al.

(2016)의 연구에서 일반 폴리에스테르 사를 사가공하

여 이  자수 기법으로 설계한 유아 체온 센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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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직물 극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혜

(200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체 신호 측정용 의류의 

구성 요소인 송 선로 제작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도사의 표면 마찰 특성과 내구성, 착용자가 동작했을 

시 피부 신장 응 특성을 제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선행된 바 있다. Kostin et 

al.(2010)은 도사는 자수 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직물 

제품에도 용이 가능한데, 카펫에 솜털 도사를 사용

하면 카펫의 기 물리  특성을 개선하면, 카펫의 표

면 항과 강도가 감소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기기 표

면에 정 기가 축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이처럼 도사는 자수 기법을 통해 자체 으

로 센싱이 가능한 센서와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에 

용 가능한 자수 직물 극으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앞서 언 한 연구와 같이 카펫에 도사를 용

하여 제작한 경우, 카펫에 정 기가 축 되는 것을 방

지하여 먼지와같은 오염으로부터 비교  향상된 제품

을 제작할 수 있다. 이처럼 도사, 도사는 다양한 

직물 제품에도 용하여 기존의 제품이 가지고 있던 

문제 들을 보완,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의 제품보다 더

욱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도사가 자동화된 자수 공정  

제작 공정에서 합하고, 합한 도사는 어떠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평가함을 통해 앞으로 스

마트 웨어러블 제품 제작에 있어 도사에 한 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연구방법  차

3.1. 은 복합 도사의 물성 분석

도사를 이용한 극은 극의 기본 항이 낮아 

우수한 도성을 띄어야 하고 항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항의 변화가 일어나면 센서 측정에서 압

항 방식과 같이 임피던스(impedance)인 항을 통해 압

력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센서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Ag)을 이용하여 도성을 부

여하 다. 다른 속에 비해 화학 인 산화가 덜 일어

나며 도성이 우수한 은을 기존 자수 공정에서 사용

되는 물성이 뛰어난 기능성 화학섬유와 합사한 은 복

합 도사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AMANN사의 silver coated polyamide/ 

polyester multifilament와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2종과 polyester를 기반으로 한 silver 

coated multifilament 1종의 도사의 기본 물성을 분석

하 다. 첫 번째로 Fig. 1과 같이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각 도사 5cm를 5mm/sec로 인

장하여 각 도사의 S-S (stress-strain) curve를 측정하

고 각 도사의 두께 측정과 이를 통해 실의 단면

을 구하여 인장강도  단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Fig. 1. S-S curve measuring UTM 

도사의 두께에 한 라미터인 데니어(denier)는 

도사별 10cm의 질량을 측정하여 실의 두께의 라

미터인 9000m의 질량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사의 종류가 은 복합 도사이므로 

실의 꼬임  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Dino-Light사의 

digital microscope AM7013MZT4로 400 ~ 450 배율로 

Fig 2와 같이 확 하여 분석하 다.

Fig. 2. Analysis of conductive yarn’s twist 



생체 신호 측정 압력 및 인장 직물 센서 전극용 자수가 가능한 전도사의 필요 물성 분석  53

3.2. 직물 센서 자수 극 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직물 센서 자수 극 샘 을 제작을 

하여 Fig. 3과 같이 silver coated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의 3가지 도사를 윗실과 

실로 brother사의 컴퓨터 자수기 PR670E를 사용하 으

며 400 rpm으로, 소 트웨어 내의 자수 시스템을 이용

하여 ‘Soongsil’으로 극을 자수한 직물 센서 샘 을 

제작하 다. 그 후 샘  제작 시 사  상이 생길 경우

에는 그 간에 샘  제작을 단시키고 샘 을 분석

하 다.

Fig. 3. Embroidery of textile sensor electrodes sample 

3.3. 직물 센서 자수 극 샘  제작 시 생기는 부하 

측정  분석

연구방법 3.2에서 3가지 도사를 이용하여 샘 을 

제작할 때 컴퓨터 자수기 Pro670E에서 실의 움직임이 

가장 큰 A, B, C points를 Fig. 4와 같이 지정하여 

push-pull gauge를 통하여 실에 부하되는 응력을 측정

하 다.

Fig. 4. Measuring 3points stress of conductive multifilaments

in embroidery process 

3.4. 직물 센서 샘  압력  인장에 따른 항 변화 측정

SWCNT 입자를 통해 도성이 부여된 원단에 연구

방법 3.2.으로 극을 자수한 직물 센서 샘 을 제작하

고 생체 신호(사람의 움직임, 호흡 시 흉부의 수축/이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압력과 인장에 따른 항 변화

를 측정하 으며 사용된 측정기기는 micro controller 

unit (MCU)인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로 Fig. 5와 

같이 일정 출력 압에 해 센싱 압 측정으로 항 

변화 특성을 분석하 다.

 

Fig. 5. Measuring piezo-resistive properties with voltage 

 

4. 연구 결과  논의

4.1. 은 복합 도사의 물성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제인 도사(conductive multifilament 

yarn)를 이용한 극 자수를 한 물성 분석을 해 연

구방법 3.1을 통해 직물 센서 제작 시 사용되는 3종의 

은 복합 도사(silver coated multiflaments)의 기본 물

성을 분석하 다. 실의 두께를 알 수 있는 데니어

(Denier)는 Table 1과 같이 silver coated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 polyester mutlfilament 순으로 측정 되었으

며 Fig. 6과 같이 UTM을 통한 도사의 S-S curve를 

측정하 다. S-S curve에서 silver coated multifilament

의 인장율이 약 33%로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와 silver coated 

polyamide/ polyester multifilament의 인장율은 약 24%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복합사의 물성은 silver 



54  김상운․최승오․김주용

coated polyamide/polyester multifilament, silver coated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순

으로 실의 직경 0.012, 0.015, 0.013mm으로 원형으로 

가정하여 단면 을 구한 Stress는 29.3, 16.8, 15.25N/ 

mm2으로 측정되었다. 실의 꼬임  구조 분석의 결과

는 Fig. 7과 같이 400 ~ 425 배율로 확 한 이미지를 통해 

꼬임과 구조를 확인했으며 silver coated multifilament의 

구조에서 부분 으로 monofilaments 간의 공간이 생김

을 확인하여 multifilament의 꼬임이 풀어진 곳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ilver coated 

multifilament yarn
g/10cm Denier (g/9000m)

Silver coated 

multifilament
0.0037 333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 

multifilament

0.0029 261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0.0032 288

Table 1. Denier of 3 types conductive yarns

 

Fig. 6. S-S curve of 3 types conductive yarns

Fig. 7. Image of conductive yarns structure 

4.2. 직물 센서 자수 극 제작 결과  센서값 결과

연구방법 3.2을 통해 직물 센서에 극을 3가지 은 

복합 도사로 샘 을 제작한 결과 Fig. 8과 같이 직물 

센서를 만들 수 있었으며, silver coated multifilament의 

경우 자수  사  상(cutting thread)이 발생하 다. 

따라서 연구방법 3.3으로 Pro670E의 자수 공정 내 A, 

B, C points의 실에 생기는 부하를 Fig. 9와 같이 알 수 

있었으며 A, B, C points 순으로 0.03, 0.02, 0.02 kgf가 

측정되었다. 최종 으로 자수로 극을 제작한 2가지 

은 복합 도사(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 multifilament) 직물 

센서의 센싱을 확인하기 해 연구방법 3.4를 통해 아두

이노 시리얼 모니터에서 인장과 압력에 해 센서값의 

변화를 Fig. 10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생체 신호 측

정 시 용의 지표가 되는 gauge factor의 경우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 

polyeste multifilament 순으로 16.2, 8.7로 계산을 통해 

구하 다(식 (1)).

 

(1)

 

Fig. 8. Results of embroidery textile sensor electrode 

Fig. 9. Stress of 3 points in embroid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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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nsor value results of textile sensor 

4.3. 직물 센서 극용 자수가 가능한 도사 분석

3가지 은 복합 도사  silver coated multifilament

는 극 자수 제작 시 사  상(cutting thread)이 발생

하 는데 기계  물성의 결과인 S-S curve에서 strain과 

stress 모두 14.12N/mm2, 33%로 우수하 다. 자수 공정

에서 실의 움직임이 가장 큰 A, B, C에서의 실에 발생하

는 부하는 기계  물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계

 물성에서 stress가 가장 낮은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의 사  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기계  물성 측정 시와 같은 제한된 길이의 실이 아닌 

충분한 길이의 실의 경우 자수 시 생기는 부하는 모두 

견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의 꼬임과 구조에서 확

인한 결과 사  상이 발생하지 않은 두 복합 도사는 

두 가닥의 실이 사이의 공간이 없이 꼬임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silver coated multifilament는 세 가닥의 실

이 꼬여있으며 부분 으로 그 꼬임이 풀려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물 센서에 자수로 극을 

제작할 시에 실의 꼬임 정도가 요함을 알 수 있었고 

실제 사  상이 일어난 부분에 실의 꼬임이 풀리면서 

끊어져 있는 것을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  

상 없이 제작된 두 직물 센서는 아두이노를 통해 생체 

신호(사람의 움직임, 근육 활동량, 호흡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압력  스트 인의 변화에 

한 센서 값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체 신호 측정 압력  인장 직물 

센서 극용 자수가 가능한 도사의 필요 분석을 진행

하 다. 도사의 자수를 통한 극 제작 시 기존 층

형 혹은 도성 용액 페인 을 통한 극 제작에 비해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뜯어지거나 벗겨지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도사의 경우 속 성분을 포

함하여 도성을 띄는 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수 시 

사  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한 필요 물성을 분석

하기 해 각각의 성분이 다른 은 복합 도사의 S-S 

curve, 꼬임 구조, 자수기 사용 시 생기는 실의 부하를 측

정하 고 그 결과, 복합 도사의 S-S curve의 물성은 제

한된 길이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자수기에서의 

실의 부하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사  상이 일어

난 silver coated multifilament와 다른 두 복합 도사의 

차이 으로 실의 꼬임 구조에서 부분 으로 꼬임이 풀려 

실 간의 공간이 존재하 다. 추가 으로 사  상이 일

어난 자수기 끝의 silver coated multifilament은 여러 가닥

으로 풀려있는 것으로 실의 꼬임에 공간이 있어 체

으로 실의 부하가 분산되는 것이 아닌 한 가닥씩 부하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끊어지는 것으로 단하 다. 

사  상이 일어나지 않은 silver coated polyamide 

multifilament, silver coated polyamide/polyester multifilament

로 자수 극이 제작 된 직물 센서의 경우는 MCU를 

통하여 압력과 인장에 한 센서 값 변화를 측정하고 

생체 신호의 지표가 되는 gauge factor를 구하 다. 박

진희 & 김주용(2019)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 치 센서

를 통하여 gauge factor 20.3에서 호흡 수(breathing rate)

를 측정하 는데 이는 gauge factor가 센서 민감도의 

라미터이며 용 지표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생체 신호 측정 압력  인장 직물 센서 

극용 자수가 가능한 도사의 필요 물성 조건은 기

계  물성  실의 꼬임이 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수가 가능한 도사의 물성 분석은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을 제작할 때 복잡한 극의 모양이나 회로 등을 

컴퓨터 디자인 로그램을 통하여 설계 후 자수할 수 

있기에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의 량 생산 공정에 

용을 한 요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는 스마트 웨어러블 극용뿐만이 아니

라 센서, 신호 달 회로 등을 구성하는 도사의 원사

의 종류, 꼬임, 물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부

분에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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