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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With recent innovations in the ICT industry, the demand for wearable sensing devices to recognize and respond 

to biological signals has increased. In this study, a three-dimensional (3D) spacer fabric was embedded in a 

single-wall carbon nanotube (SWCNT) dispersive solution through a simple penetration process to develop a 

monolayer piezoresistive pressure sensor. To induce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e 3D spacer fabric, samples were 

immersed in the SWCNT dispersive solution and dried. To determin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impregnated 

specimen, a universal testing machine and multimeter were used to measure the resistance of the pressure change. 

Moreover,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sensor,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number of penetrations, and thickness of the specimen. Samples that penetrated twice 

in the SWCNT distributed solution of 0.1 wt% showed the best performance as sensors. The 7-mm thick sensors 

showed the highest GF, and the 13-mm thick sensors showed the widest operating range.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iveness of the simple process of fabricating smart textile sensors comprising 3D spacer fabrics and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sensors.

Key words: Biological Signal Monitoring, CNT-Based Sensor, Dip-coating, Piezoelectric Resistance Sensor, 

Pressure Sensor, Smart Textile Sensor 

요 약

최근 ICT 산업의 기술 신이 일어남에 따라 생체신호을 인식하고 이에 해 응을 하기 한 웨어러블 센싱 장

치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함침과정을 통해 3차원 스페이서(3D spacer)직물

을 단일벽 탄소나노튜 (SWCNT)분산용액에 함침공정을 진행해 단일층(monolayer) 압  항형 압력 센서

(piezoresistive pressure sensor)를 개발하 다. 3D 스페이서 원단에 기 도성을 부여하기 해 시료를 SWCNT 분

산용액에 함침공정을 진행한 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함침된 시료의 기  특성을 악하기 해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과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압력의 변화에 따른 항의 변화를 측정하 다. 한 센서의 

기  특성의 변화를 찰하기 해 분산용액의 농도, 함침횟수, 시료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시료의 센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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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wt0.1%의 SWCNT 분산용액에 함침공정을 2번 진행한 시료가 센서로서 가장 뛰어난 성능

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두께별로는 7mm 두께의 센서가 가장 높은 GF를 보이고 13mm 두께의 센서가 작동범

가 가장 넓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3D spacer 원단으로 제작한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는 공정과정이 단순하면

서도 센서로서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생체신호 모니터링, 압력 센서, CNT 기반 센서, 함침공정, 압  항식 센서, 스마트 직물 센서 

1. 서론

최근 ICT 산업의 기술 신이 일어남에 따라 신체활

동을 인식하고 이에 해 반응하는 소재에 한 심

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출 으로 24시간 지속 으로 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연하고 사용가능성이 높은 소재에 한 개발

이 더욱 각  받고 있다(Lee et al., 2019).

그 에서도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smart textile 

sensor)는 직물에 기 도성을 부여해 동  모니터링

을 가능하게 해 다. 기 도성을 가진 스마트 텍스타

일 센서는 압  항방식을 이용한 압력 센서, 스트

인 센서(strain sensor)의 방식으로 작용해 사람의 생체

신호를 포함한 동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용되기 해 

센싱한 정보에 한 즉각 인 확인이 필요하고 웨어러

블 기기 특성상 높은 착용감과 사용 가능성이 요구된

다(Kim & Cho, 2018).

텍스타일을 센서화 하기 해서는 먼  텍스타일에 

기 도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 도성을 부여하기 

해 사용되는 도성 물질로는 크게 속계 물질과 

비 속계 물질로 나뉜다. 그 에서도 비 속계 물질로

는 표 으로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 CNT)

와 그래핀(Graphene)이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CNT는 흑연 (graphene sheet)을 원통형으로 말아 만

든 튜 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수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을 가진 나노 소재이다. 높은 기계  강도와 화학

 안정성, 우수한 유연성, 단순한 처리과정 등의 특성

을 가지고 특히 높은 기 도성으로 인해 텍스타일 

센서로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 텍스타일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다(Cho et al., 

2015; Lee & Jung, 2008).

본 연구에서는 함침공정(dip-coating)을 통해 3차원 스

페이서(3D spacer)직물에 단일벽 탄소나노튜 (Single 

Wall Carbon Nanotube, SWCNT)를 분산시켜 신체활동

을 효과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압  항형 압력센서

(piezoresistive pressure sensor)를 제작하 다. 함침공

정을 통해 SWCNT를 분산시킨 이유는 함침공정이 직

물에 도상 물질을 분산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

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potnitz, Ryan, & Stone, 2004).

기존의 텍스타일 압력센서는 복합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공정 단계를 거치고 사용가능성과 센서의 

안정성이 히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Lim et al., 

2016; Liu et al., 2017). 반면에 3D 스페이서 섬유는 강

력한 압축 항성을 지닌 모노 필라멘트 스페이서와 

상호 연결된 두개의 외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

한 공정단계를 통해 섬유의 단일층만으로도 압력을 인

식하는 센서를 제작할 수 있어 높은 사용성을 가지게

된다(Kim et al., 2019). 

본 연구의 세부목표는 첫째, SWCNT를 3D 스페이서 

원단에 함침공정을 통해 SWCNT를 분산시킨 후 센서

의 기  특성을 악한다. 둘째, 분산하는 SWCNT의 

질량 백분율(wt%) 변화에 따른 센서의 기  특성의 

변화를 평가한다. 셋째, 시료의 두께에 따른 센서의 

기  특성의 변화를 평가한다. 최종 으로 게이지 팩터

(Gauge Factor, GF)와 주어지는 압력에 따른 항값의 

변화를 통해 각 시료의 센서로서의 성능을 평가한다.

 

2. 연구방법

2.1. 재료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증류수를 용제(solvent)로 

사용하는 SWCNT 분산액과 폴리에스터(polyester)로 

이루어진 여러 두께(13mm, 9mm, 7mm)의 3D 스페이

서 섬유이다. 소수성인 폴리에스터 3D 스페이서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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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 으로 SWCNT를 분산시키기 해 0.1wt% 

SWCNT분산액에 40mm*40mm크기, 13mm두께의 시

료를 5분동안 담근 후 패딩기(Padder, DAELIM lab)를 

통해 함침공정을 진행했다. 선행 연구(Makowski et al., 

2014)에 따르면 소수성 원단에 패딩기를 통해 함침공

정을 진행하면 CNT가 시료에 효과 으로 분산되어 네

트워크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침공정 후 6

0℃의 건조기(Dryer, DAELIM lab)에서 5분동안 건조

하 다. 선행연구(Dong, Li, Tao & Wang, 2019)에 따르

면 60℃의 건조기에서 건조 시켰을 때 시료표면에 

SWCNT 입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도성이 

높아져 항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후 실온(2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킴으로써 시료

를 완성하 다. 도성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은 Fig. 

1과 같다.

 

Fig. 1. Process of conductive specimen fabrication 

2.2. 측정 항목

시료의 센서로서의 성능을 높이기 해 시료의 기

도도에 향을 주는 요건들을 연구 변인으로 선정했

다. 선행연구(Seyedin et al., 2019)에 의하면 기 도

도는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센서의 기 도도를 센서의 성능의 기 으

로 선정했다.

첫번째로는 시료에 함침하는 SWCNT분산용액의 

wt% 변화에 따른 시료의 기  특성의 변화를 찰했

다. 선행연구(Kang et al., 2006; Khan et. al., 2013)에 

따르면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를 제작할 때 SWCNT의 

wt% 변화에 따라 시료에 SWCNT 분산도가 변하는 경향

으로 인해 시료의 기 도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다른 두께의 스페이서 섬유를 함침해 기  

특성의 변화를 비교, 찰했다. 선행연구(Meyer, Lukowicz 

& Troster, 2006)에 따르면 3D 스페이서 섬유의 두께는 

압력센서의 작동 범 에 큰 향을 끼친다. 

다음의 식(1)을 통해서 시료의 두께(l)는 센서의 기

도도를 변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R= 항(Resistance)

ρ= 비 항(Resistivity)

l= 길이(Length)

A= 단면 (Cross Section)

마지막으로 시료를 SWCNT로 함침하는 횟수에 변

화에 따른 시료의 기  특성의 변화를 찰했다.시료

를 SWCNT로 함침하는 횟수에 따라 SWCNT의 분산

이 첩되어 시료의 기  특성이 변화한다.

2.3. 평가 방법

도성이 부여된 시료의 기 도도를 평가하기 

해 유압식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Dacell)와 항을 측정하는 멀티미터(Keysight)를 이용

해서 시료를 60% 압축했을 때의 항변화율을 5회 측

정한 후 평균치를 산출한다. 

Fig. 2.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 mulitmiter to mesur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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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의 센서로서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해 시

료를 압축했을 때의 게이지 팩터(Gauge Factor GF)를 

아래와 같은 식(2)를 통해 구한다(Seyedin et al., 2019).

 







∆




∆






∆
 (2)

GF : 게이지 팩터(Gauge Factor)

L0: 최  길이(Initial Length)

ΔL : 길이 변화(Applied Length)

R0:최  항(Initial Resistance)

ΔR : 항 변화(Applied Resistance)

ε(strain value) : 섬유가 압축되는 방향으로 외력이 가해져서 
최  길이 L0인 섬유가 ΔL만큼 변할 때의 길이변형율 ΔL/L0 

3. 연구 결과

3.1. SWCNT 분산액의 wt%에 따른 시료의 기  

특성 변화 분석 

40mm*40mm 크기, 13mm 두께의 시료를 wt0.01%의 

SWCNT분산액으로 2,3,4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후 

wt0.1%의 SWCNT분산액으로 1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와 비교하여 기 도도를 평가했다. Wt0.01%의 

SWCNT분산액을 2,3,4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이유는 

wt0.01%의 SWCNT 분산액으로 시료를 1회 함침하는 

경우, 함침된 시료의 기본 항값이 무 높아 센서로

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시료의 기 도도

는 시료를 60% 압축했을 때의 항의 변화율을 통해 

평가하 다(Fig. 4.).

wt0.1%의 SWCNT로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Fig. 4.(a))에 비해 wt0.01%의 SWCNT로 함

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Fig. 4.(b~d))이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wt0.01%의 SWCNT로 4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2650Ω)이 

wt0.1%의 SWCNT로 1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1370Ω)보다 약 2배정도 높다. 이 것을 통

해 wt0.01%의 SWCNT로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는 

SWCNT가 매우 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wt0.01%의 SWCNT로 함침공정을 진행

한 시료는 압력 변화에 따른 항 변화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Fig. 4). 그 결과 wt0.01%의 SWCNT로 함침

공정을 진행한 시료는 센서로서 부 격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Specimens with dip coating processes 

(a) specimen with 1 dip coating processes (wt0.1%, 13mm thick),

(b)~(d) specimens with 2~4 dip coating processes 

(wt0.01%, 13mm thick)

(a) Specimen with 1 dip coating process (wt0.1%) 

(b) Specimen with 2 dip coating processes (wt0.01%)

(c) Specimen with 3 dip coating processes (wt0.01%) 

(d) Specimen with 4 dip coating processes (wt0.01%) 

Fig. 4.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s with compression (60%),

(a) specimens with 1 dip coating processes (wt0.1%, 13mm thick),

(b)~(d) specimens with 2~4 dip coating processes 

(wt0.01%, 13mm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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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의 두께에 따른 시료의 기  특성 변화 

분석

13,9,7mm 두께의 시료를 40mm*40mm 크기로 

wt0.1%의 SWCNT 분산액으로 2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후 시료의 기 도도를 평가하 다. 13,9,7mm 두께의 

시료를 선정한 이유는 7mm 이하의 두께의 시료는 얇

은 두께로 인해 작동범 가 좁아 압력에 한 항의 

변화가 미미해 압력센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13mm 

이상의 두께의 시료는 무 큰 부피로 인해 착용감과 

사용가능성이 요한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로서 합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시료의 기 도도는 시료를 

60% 압축했을 때의 항의 변화율 (Fig. 6.)을 통해 평

가하 다.  

Fig. 5. Specimens with 2 dip coating processes (wt0.1%)

(a) 13mm thick specimens, (b) 9mm thick specimens, 

(c) 7mm thick specimens

13mm, 9mm, 7mm 두께의 시료의 각 기 항은 

301Ω,250Ω,260Ω이다. 이를 통해 시료의 두께가 기 

항값에는 큰 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시료를 60% 압축했을 때 13mm,9mm,7mm 두께의 

시료 모두가 주어지는 압력에 해 일정한 항의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13mm,9mm,7mm 두께의 시

료 모두 센서로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께별 시료의 민감도와 작동범 를 평가하기 해 

시료를 60% 압축했을 때의 GF(Fig. 7)와 시료에 최  

압력(~20kgf)의 힘을 주었을 때와 일정압력(2.4kgf)의 

힘을 주었을 때의 압력에 따른 항의 변화율(Fig. 8)을 

찰하 다.

Fig. 7와 같이 시료를 60%압축했을 때 13mm 두께 

시료의 GF는 0.9775, 9mm 두께의 시료의 GF는 1.265, 

7mm 두께의 시료의 GF 는 1.8475로 나타났다. GF는 

7mm>9mm>13mm의 순서이다. GF는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 시료의 두께

가 얇을수록 센서의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13mm thick specimen

(b) 9mm thick specimen

(c) 7mm thick specimen

Fig. 6.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s with compression (60%),

specimens with 2 dip coating processes (wt0.1%)

Fig. 7. Gauge factor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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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를 통해 시료에 최  압력(~20kgf)을 주었을 

때의 각 시료의 항의 변화율(ΔR(%))은 13mm 두께의 

시료가 41.9%, 9mm 두께의 시료가 29.8%, 7mm 두께

의 시료가 10.4%로 나타난다. 한 항변화에 한 

추세선에 한 결정계수(R2)가 0.88이상을 유지하는 압

력(~2.4kgf)을 주었을 때의 각 시료의 항의 변화율(Δ

R(%))은 13mm 두께의 시료가 17.7%, 9mm 두께의 시

료가 8.9%, 7mm 두께의 시료가 6.9%로 나타난다. 최

 압력을 주었을 때, 일정한 압력을 주었을 때 모두 

시료의 항 변화율(ΔR(%))은 13mm>9mm>7mm 순서

이다. 압력에 따른 시료의 항 변화율은 센서의 작동

범 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 시

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센서의 작동범 가 커짐을 검

증하 다.

(a) 13mm thick specimen

(b) 9mm thick specimen

(c) 7mm thick specimen

Fig. 8.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 by force (13,9,7mm thickness)

체 13mm thickness 9mm thickness 7mm thickness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max 328.01 0.02 220.54 0.09 310.19 0.03

min 190.55 20.14 154.75 20.52 277.9 20.7

ΔR 137.46 65.79 32.29

ΔR (%) 41.90726 29.83132 10.40975

Table 1.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 with force (13,9,7mm thickness) 

~2.4kgf 13mm thickness 9mm thickness 7mm thickness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max 328.01 0.02 220.54 0.09 310.19 0.03

min 269.91 2.41 200.93 2.45 288.8 2.41

ΔR 58.1 19.61 21.39

ΔR (%) 17.71287 8.891811 6.89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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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침 횟수에 따른 시료의 기  특성 변화 분석

40mm*40mm 크기, 13mm 두께의 시료를 wt0.1%의 

SWCNT로 1,2,3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후 기 도도

를 평가했다. 함침공정은 Fig. 1의 과정을 각 1,2,3회 

반복 진행하 다. 13mm 두께의 시료로 함침공정을 진

행한 이유는 가장 두께가 큰 시료가 압력변화의 작동

범 가 넓어 시료의 기  특성을 가장 범 하게 

보여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시료의 기 도도는 시

료를 60% 압축했을 때의 항의 변화율(Fig. 10)과 시

료에 최  압력(~20kgf) 의 힘을 주었을 때와 일정압력

(~2.5kgf)의 힘을 주었을 때의 압력에 따른 항의 변화

율(Fig. 11)을 통해 평가하 다. 

Fig. 10와 같이 시료에 1번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1370Ω)은 2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301Ω)과 약 4.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2회 

함침공정을 진행하면서 1회 함침공정을 진행했을 때보

다 SWCNT입자의 분산도가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301

Ω)은 3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기 항값(231Ω)

과 1.3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wt0.1%에서

는 2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이후로는 SWCNT입자의 분산

도가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작한 센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해 일정압력수

(~2.5kgf)에서의 시료의 항 변화값을 2차 회귀분석

법으로 통계분석 하 다(Fig. 11).일정 분석 결과 회귀선

에 한 2차 방정식과 이를 변하는 추세선에 한 결

정계수(R2)를 산출하 다. 그 결과, 1회 함침공정을 진행

한 시료의 압력에 한 항 변화값의 추세선에 한 

결정계수는 0.73 수 으로 2회 이상 함침공정을 거친 시

료의 항의 변화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3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의 항 변

화값의 추세선에 한 결정계수는 각 0.93,0.94이상을 

기록하며 센서로서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에서는 시료의 압력에 한 항 변화율 

(~20kgf, ~2.5kgf 압력에서의 ΔR(%))을 측정했다. 압력

에 한 항 변화율은 센서의 센싱범 (sensing range)

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그 결과 같은 압력을 주었을 때 

3번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는 2번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에 비해 항의 변화율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3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

가 수치상으로는 센싱범 가 가장 넓으며 센서로서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센서로서

의 기능을 하기 해 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3회 함침공정을 진행한 시료

의 경우 압력에 한 항의 변화가 일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특정한 압력에서부터 항값이 크게 변화하

Fig. 9. specimens with 1~3 dip coating processes (wt0.1%, 13mm thick),

(a) Specimens with one dip coating process, 

(b) Specimens with two dip coating processes,

(c) Specimens with three dip coating processes

(a) Specimen with 1 dip coating process (wt0.1%) 

(b) Specimen with 2 dip coating processes

(c) Specimen with 3 dip coating processes

Fig. 10.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s with compression (60%), 

specimens with 1~3 dip coating processes (wt0.1%,13mm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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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Meyer et al., 2006)에 의

하면 압력센서는 센서에 주어지는 압력의 변화를 일정

한 항의 변화를 통해 센싱해야 하는데 3회 함침공정

을 진행한 시료는 압력 변화에 해 일정하게 항 변

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센서로서 부 합 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wt0.1%에서 함침공정을 2번 

진행한 시료가 센서로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료에 기 도성을 부여하기 해 

(a) Specimen with one dip coating process

(b) Specimen with two dip coating processes

(c) Specimen with three dip coating processes

Fig. 11.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s by force (specimens with 1~3 dip coating processes (wt0.1%,13mm thick))

체 1회 함침 2회 함침 3회 함침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max 1602.49 0.06 328.01 0.02 265.34 0.03

min 958.961 17.82 190.55 20.14 125.78 20.77

ΔR 643.529 137.46 139.56

ΔR (%) 40.15806651 41.90725893 52.59666843

Table 2. Comparison of resistance change with force 

~2.5kgf 1회 함침 2회 함침 3회 함침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Resistance (Ω) Force (Kgf)

max 1602.49 0.09 328.01 0.02 265.34 0.03

min 1177.43 1.16 269.91 2.41 169.6 2.55

ΔR 425.06 58.1 95.74

ΔR (%) 26.52497051 17.71287461 36.082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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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페이서 원단에 SWCNT분산액을 함침 시켜 압력

센서를 제작하고 UTM과 멀티미터를 이용해 기 도

도를 평가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하기에 가장 합

한 센서의 요건을 분석하기 해 GF와 압력에 한 

항의 변화를 측정하 다. 그 결과 3D 스페이서 원단에 

wt0.1%의 SWCNT 분산액을 2회 함침했을 때 시료가 

센서로서의 성능이 가장 뛰어남을 볼 수 있었다. 기본

으로 시료의 기 도성이 높을 때 센서로서 높은 

성능을 보 지만, wt0.1%의 SWCNT를 3회 함침했을 

때의 결과를 통해 시료에 SWCNT가 과하게 분산되어 

기 도도가 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압력에 따른 

항의 변화가 일정하지 못해 센서로서의 성능이 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의 GF와 압력에 한 항의 변화를 측정함으

로써 시료의 두께에 따라 센서의 민감도와 작동범 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가 얇을수록 센서의 

민감도가 상승하고 시료가 두꺼울수록 센서의 작동범

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서의 민감도가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의 성능에 

인 평가기 은 아니다. 센서의 용도에 따라 맥박측

정과 같이 신체의 세 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

서는 높은 민감도를 보유한 센서가 필요하지만 신체의 

큰 동작을 측정하는 센서의 경우 센서의 민감도가 

무 높으면 오히려 노이즈가 심해 정확한 센싱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센서의 작동범 의 경우 작동범 가 

넓을수록 센서로서 성능은 좋지만 스마트 텍스타일 센

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체 착용감과 사용가능성이 훌

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두께 이상의 센서는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로서 부 합하다.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센서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들어 작

동범 가 넓으면서 GF가 낮아 민감하지 않은 13mm 

두께의 3D 스페이서 센서는 베개에 부착해 수면패턴을 

악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작동범 는 작

지만 얇고 GF가 높아 민감한 7mm 두께의 3D 스페이

서 센서의 경우 장갑에 부착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악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3D spacer 원단으로 제작한 센서는 

섬유 단일층으로 제작하는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로 기

존의 센서와 극이 분리되어 있어 공정과정이 복잡했

던 텍스타일 센서에 비해 공정과정이 단순하면서도 기

존의 텍스타일 센서와 비슷한 수 의 신뢰도를 보이며

(Cho et al., 2015) 일정 압력에 해 일정한 항 변화

를 보임으로 인해 센서로서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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