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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sensors and connected devices have changed the concept of garments along with IT technology

convergent garments that transform the performance of basic functions. Various types of products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due to the increased interest in smart clothing; in addition, studies based on phy-

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have also been actively studied to improve accuracy and reliability. This

study represents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textiles based on motion recognition for the surf-

ing practice of beginners interested in IT convergence type. A physical durability evaluation of conductive

yarn according to sewing method was later carried out. This study is a conditional specimen sewn with cot-

ton lower thread and 100mm pattern length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durability of the

conductive yarn according to the sewing method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ewing method. Durability

was evaluated by two kinds of repeated strain and abrasion tests. The specimen with applied cotton in a

lower thread · zigzag pattern · 2mm stitch size · 100mm stitch length was shown to have the most suitable

durability for smart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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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 텍스타일은 의류 고유의 감성적, 기능적인 기

본 속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IT 기능들이 부가된 고부가

가치의 신개념 의류이다. 스마트 텍스타일의 기술구성

요소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커뮤니케이션(Communi-

cation), 데이터 매니지먼트(Data management), 에너지 매

니지먼트(Energy management) 및 통합회로(Intergrated

circuit)로 구성된다. 커뮤니케이션은 각 구성요소들 간

이나 외부 정보 네트워크들 간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

는 것이다. 이는 유선 또는 무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

하며, 유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전도사로 봉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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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다. 통합회로는 각 구성요소의 작동에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의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최근 대표적으로 스마트 텍스타일에 부착된 통합회로

는 컴퓨터에 쉽게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언어 중 아두이노 소프트웨어가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 통합회로는 또한 우수한 반도체의 속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리콘 구성으로 제조한

다. 그러나 실리콘 구성으로 제조할 경우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섬유, 실, 직물 등의 유연하고 가벼운 전도

성 고분자 물질이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6).

통합회로에 관한 다양한 연구로 Kim and Kim(2016)

의 연구에서는 전도사로 연결가능한 아두이노 소프트

웨어 기반 모듈을 전도사로 봉제 및 부착하여 방향지시

기능의 자전거 헬멧 커버를 디자인하였고, Kim and Lee

(2018)의 연구는 탄소나노복합체 전도성 고분자 잉크를

사용하여 직물발열체를 제조하였으며, 총 6종의 패턴을

설계하고 코팅을 진행하여 패턴별 직물발열체를 제조

하고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Ryu et al.(2011b)의 연구

는 제조한 은코팅 전도사를 이용하여 제직 조건이 다른

ECG 측정용 직물을 제조하였다.

또한 향상된 정확성과 신뢰성의 스마트 텍스타일 사

용하기 위해서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Lee and Kim(2014)의 연구

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전극으로 쓰일 수 있는

전도사의 땀수와 직선과 지그재그 스티치 형태의 효과

를 비교하고, 다양한 소재 위에 도전사를 봉제한 후 변

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직선 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

의 신장변형 및 회복 실험의 결과로 지그재그 스티치의

저항변화가 적었으므로, e-텍스타일 기반의 골프자세 훈

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mm 땀

수의 지그재그 스티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되었다.

앞서 소개한 Ryu et al.(2011a)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장

률, 반복신장, 열노출시간, pH의 환경변화 조건에서의

섬도별 은코팅 전도사의 저항변형률을 측정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저항변형률 측정결과, 신장률 증가 조건과

반복신장 조건에서 가장 큰 저항변형률의 증가를 나타

냈으며 pH 조건에서 가장 적은 저항변형률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의 후속연구로 Ryu et al.

(2011b)에서는 ECG 측정용 직물을 제조하여 신장 조건,

열, 땀 등의 물리적, 열적, 화학적 자극 조건에서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고 내구성 변화를 조사하여 최적의 시료

조건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Dourado et al.(2016)에서는

전도성 직물구조의 만화 자수 홈 텍스타일 제품을 개발

하기 위해 2mm, 10mm 두 가지 자수폭의 100mm 시편

을 제작하여 평가하였으며 세탁 20회, 마모시험, 주름

시험, 인장강신도시험, 연신시험을 실시한 후 전도사의

저항을 측정하여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세탁, 마모시험

및 연신시험의 결과로 2mm 자수폭의 시편이 저항변화

가 적게 측정되었으며, 주름시험 및 인장강신도시험은

전도사의 저항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2mm 너비의 자수가 텍스타일 제품에

적절하다고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외부 자극에 따른 여러 가지 봉제방법에 의

한 전도사의 내구성을 평가로 반복신장 및 마모시험을

통해 물리적 자극을 준 후 전도사의 특성 평가를 진행하

고 가장 좋은 내구성의 봉제방법을 찾고자하였다. 시편

은 직선 스티치와 지그재그 스티치의 방법 및 스티치 크

기별로 전도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전도사의 내구

성 평가를 위해 반복신장의 경우 0.50kgf로 초하중을 준

후 시편 길이의 10%로 50회, 100회, 150회, 200회의 조건

별로 반복하여 신장을 주어 시편을 제작하였고, 마모 후

특성 평가를 위해서는 2,000회에서 20,000회까지 2,000회

마다 규정된 마찰횟수를 적용한 시료를 제작하였다. 이

후 반복신장 및 마모시험 후 전도사의 내구성을 확인하

기 위해, 시편의 외관특성 평가, 저항특성 평가 및 전류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

션인식 기반 해양용 스마트 텍스타일의 봉제설계에 사

용하고자 한다.

II. 실 험

1. 제작

1) 재료

본 연구의 시편을 제작하기 위한 원단으로 나일론 80%

와 폴리우레탄 20%로 구성된 280g/yd의 니트 직물(CN

Textile, Korea)이 사용되었다. 시편 원단에 봉제를 하기

위한 윗실로 1,422denier의 스테인리스 스틸 전도사(Sp-

arkfun, USA)가 쓰였고 봉제사 밑실로는 288denier의 면

사가 사용되었다. 또한 직선 스티치를 봉제하기 위해 공

업용 재봉틀(LS2-B736, Unicorn, Japan)이 사용되었으며,

지그재그 스티치를 봉제하기 위해 가정용 재봉틀(LS-

1717, Brother, Korea)이 사용되었다.

2) 시편 제작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시편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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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니트 직물을 길이 150mm, 폭 25mm로 준비하고

이에 전도사를 봉제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밑실의 종

류는 면사로 봉제하고, 패턴 길이는 100mm로 봉제하였

다. 이를 공업용 재봉틀로 1mm, 2mm, 3mm의 3가지 스

티치 크기로 직선 스티치를 봉제하였으며, 가정용 재봉

틀로 3mm, 4mm, 5mm 3가지 스티치 크기로 지그재그

스티치를 봉제하였다. 총 6가지의 시편이 제작되었다.

<Table 1>은 시편의 코드명, SPI(Stitch Per Inch) 및 봉

제된 전도사의 총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1) 반복신장에 따른 시편 제작

전도사의 물리적 외부 자극에 따른 내구성을 확인하

기 위한 시편 제작은 KS K 0520(Korea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에 준하여 정속 신

장형 인장시험기(Autogragh, AGS-500D, Shimadzu Cor-

poration, Japan)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밑쪽을 고정시킨

후 위쪽으로 당겨 0.50kgf의 초하중을 준 후 이 때 시편

길이의 10%로 반복신장을 주었다. 초하중을 0.50kgf로

준 이유는 봉제방법에 따른 전도사의 성능 평가의 인장

강신도특성의 결과로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전

도사가 파단될 때 강도는 평균 0.75kgf, 지그재그 스티

치로 봉제된 시편의 전도사가 파단될 때 강도는 평균

1.32kgf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

편에 초하중을 주었을 시 최대한 전도사가 파단되지 않

기 위하여 0.50kgf로 초하중을 주었다. 0.50kgf 초하중을

Fig. 1. Designing of samples under various sewing conditions.

Table 1. Samples code under various sewing conditions and SPI* and total length of samples

Lower

thread

Stitch

pattern

Stitch size

(mm)

Pattern length (mm)
SPI*

Total length

(mm)100

Cotton

Linear

1 CL_10_1 16.0 100

2 CL_10_2 12.0 100

3 CL_10_3 8.5 100

Zigzag

3 CZ_10_1 17.0 192

4 CZ_10_2 10.0 152

5 CZ_10_3 7.3 145

*SPI: Stitch Per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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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시편 길이의 10%의 신장률로 신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횟수변화를 50회, 100회, 150회, 200회

반복하여 신장을 주었다.

(2) 마모시험에 따른 시편 제작

전도사의 물리적 외부 자극에 따른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에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KS K ISO

12947-1(KATS, 2014a)에 준하여 길이 150mm, 폭 100mm

로 준비하였고 이에 전도사를 5mm 간격으로 봉제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마모시험은 마틴데일법에 따른 마모

시험기(WT37, Testrite Ltd., UK)를 사용하였고, KS K

ISO 12947-2(KATS, 2014b)의 시험법에 준하여 2,000회

에서 20,000회까지 2,000회마다 규정된 마찰횟수에 도

달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시험하였다.

2. 특성 분석

1) 외관특성 분석

반복신장에 따른 특성 분석의 외관특성 분석은 시편

의 변화한 외관을 관찰하고, 시편의 신장률 변화와 신장

시 전도사의 파단되는 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복신

장에 따른 특성 분석의 시편은 시편의 반복신장 횟수별

수율을 확인하여 내구성을 평가하였다(Choi el al., 1992).

마모시험에 따른 특성 분석의 시편의 외관특성 분석은

실험 후 시편의 변화한 외관을 관찰하고, KS K ISO

12947-2(KATS, 2014b)에 준하여 전도사의 파괴점을 확

인하고, 마모횟수별 수율을 확인하였다.

2) 저항특성 분석

저항은 멀티미터기(ST850A, Saehan, Korea)로 측정하

였다. 100mm의 패턴 길이로 봉제된 전도사의 끝을 클립

형 케이블을 사용하여 0~200범위에 두고 저항을 측정하

였다. 시편은 5개로 3세트를 측정하였고, 그 중 신뢰도 있

는 5개 시편의 평균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전류특성 분석

전류는 직류전원공급장치(CPS-2450B, CHUNGPAE-

MT, Korea)로 측정하였다. 저항측정방법과 동일하게 봉

제된 전도사의 끝을 클립형 케이블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인가전압은 1V, 2V, 3V, 4V, 5V로 주었으며 각 인

가전압당 1분 간격으로 총 5분 동안 측정하였다. 시편은

5개로 3세트를 측정하였고, 그 중 신뢰도 있는 5개 시편

의 평균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반복신장에 따른 특성 분석

1) 반복신장에 따른 외관특성 분석

반복신장에 따른 외관특성 분석은 실험 후 시편의 변

화한 외관, 신장률 변화, 시편별 수율을 확인하였다. 직

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은 0.50kgf의 초하중을 주고 시

편의 10%를 변위로 주어 반복신장을 줄 시 전도사가 파

단되어 반복신장이 불가하였다.

<Fig. 2>는 50회, 100회, 150회 및 200회의 반복신장

을 준 시편의 외관을 나타낸 것이다. 전도사로 봉제되지

않은 니트 시편은 0.50kgf의 초하중을 주었을 때 시료 길

이가 19.89±0.33cm로 나타났지만,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

제된 시편은 0.50kgf의 초하중을 주었을 때, CZ_10_1은

18.85±0.68cm, CZ_10_2는 16.01±0.52cm, CZ_10_3은

14.65±0.81cm으로 나타났다. 땀수가 작을수록 0.50kgf

의 초하중을 줄 시 시편의 신장률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의 10%를 반복신장의 변위로 주었다.

<Table 2>는 각 시편을 반복신장 시 인장강신도곡선으

로 나타낸 것이다. 전도사로 봉제되지 않은 니트 시편과

달리 전도사로 봉제된 CZ_10_1, CZ_10_2 및 CZ_10_3

은 0.50kgf의 초하중을 준 후 1회의 반복신장 시 박음질

이 빠지거나, 전도사가 끊어지거나, 밑실이 끊어지는 현

상이 나타났다. 1회의 반복신장 후, 2회의 반복신장 시에

는 급격히 하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후 반

복신장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중이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장 시 시편이 변형되어 완전

히 회복되지 못하여 이력(Hysterisis)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복신장 시 CZ_10_1은 100%의 수율을 보였으며, CZ

_10_2와 CZ_10_3은 박음질이 빠지거나, 전도사가 끊어

지거나, 밑실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85%와 75%

의 수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신장 후 시편의 신장률은

CZ_10_1에서 16.60±2.54%, CZ_10_2에서 9.79±2.76%,

CZ_10_3에서 6.84±2.29%로 나타났다. 땀수가 작을수록

반복신장 후 수율과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반복신장에 따른 저항특성 분석

<Table 3> 및 <Fig. 3>은 반복신장에 따른 지그재그

시편의 저항값을 나타낸 것이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 CZ_10_1은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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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Zigzag stitch samples with various repeated strain; (a) number of 50 repeated strain, (b) number of 100

repeated strain, (c) number of 150 repeated strain and (d) number of 200 repeated strain.

Table 2. S-S curves of the samples with various number of repeated strain

Sample code

Number of

repeated strain

Knit CZ_10_1 CZ_10_2 CZ_10_3

50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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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Ω에서 200회 반복신장 후 20.22±2.47Ω로 증가하였

다. CZ_10_2의 경우, 12.11±1.58Ω에서 15.83±1.80Ω로,

CZ_10_3의 경우 11.28±1.91Ω에서 200회 신장 후 15.43

±1.30Ω로 저항이 증가하였다. 땀수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게 확인되었으며, 반복신장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저항

값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외관특성

분석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회의 반복신장 시 박음

질이 빠지거나, 전도사가 끊어지거나, 밑실이 끊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저항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적인 기계 마찰에 의하여, 반복횟수가 증가할

수록 전도사의 섬유 간에 접촉으로 인해 열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반복신장에 따른 전류특성 분석

<Fig. 4>는 반복신장에 따른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

된 시편의 전류값을 나타낸 것이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3.7V 배터리 적용

시 전류값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CZ_10_1은 0.26A에

서 200회 반복신장 후 0.19A로 전류가 감소하였다. CZ

_10_2는 0.34A에서 200회 반복신장 후 0.26A로 감소하

였으며, CZ_10_3은 0.34A에서 200회 반복신장 후 0.26A

로 감소하였다. 스티치 크기가 클수록 전류가 크게 확인

되었으며, 반복신장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류값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저항특성 분석과 마

찬가지로, 1회의 반복신장 시 박음질이 빠지거나, 전도

사가 끊어지거나, 밑실이 끊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전

류가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적인 기

계 마찰에 의하여, 전도사의 섬유 간에 접촉으로 인해

전기적인 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마모시험에 따른 특성 분석

1) 마모시험에 따른 외관특성 분석

<Table 4>은 마모시험에 따른 시편의 마모횟수별 외

관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마모시험을 2,000회마다 실

시하였을 때, 전도사가 처음 파단된 마모횟수는 CL_10

_1은 20,000회 이상, CL_10_2는 18,000회, CL_10_3은

10,000회, CZ_10_1은 8,000회, CZ_10_2는 6,000회, CZ

_10_3은 6,000회로 나타났다.

외관특성을 보았을 때, 마모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도

사가 필링이 생긴 후 점차 마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필링은 마모횟수가 4,000회 진행되었을 때부터 진

행되어 전도사의 성분이 떨어져 나가 마모편인 펠트지

에 전도사 성분이 회색으로 묻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마모횟수가 증가할수록 진회색으로 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펠트지의 외관특성을 보았을

때, 같은 마모횟수 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Table 3. Resistivity values of samples under repeated strain

Number of

repeated strain

Resistivity (Ω)

CZ_10_1 CZ_10_2 CZ_10_3

AVG STDEV AVG STDEV AVG STDEV

0 18.38 2.25 12.11 1.58 11.28 1.91

50 18.83 3.21 13.82 2.26 12.85 1.34

100 18.90 1.55 15.03 1.05 13.00 0.50

150 19.32 3.12 15.27 2.63 15.15 1.63

200 20.22 2.47 15.83 1.80 15.43 1.30

Fig. 3. Changed resistivity of samples under repeat-

e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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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지가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펠트지보다 전

도사의 성분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전도사가 직

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전도사가 더 빨리 파단되는

이유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

된 시편의 전도사가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전도

사보다 봉제된 넓이가 넓어서 마모편인 펠트지와 마찰

되는 면이 더욱 넓기 때문에 빨리 마모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2) 마모시험에 따른 저항특성 분석

<Fig. 5>는 마모시험 후 60% 이상 수율로 나타난 시

편의 저항값을 나타낸 것이다. 전도사가 처음 파단된

마모횟수는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경우, CL_10

_1은 20,000회 이상, CL_10_2는 18,000회, CL_10_3은

10,000회로 나타났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의

경우 CZ_10_1은 8,000회, CZ_10_2는 6,000회, CZ_10

_3은 6,000회로 나타났다. 모든 시편이 마모횟수가 증가

할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 CL_10_1은 11.29±1.98Ω

에서 20,000회의 마모시험 후 36.38±4.35Ω로 증가하였

고, CL_10_2는 8.99±1.59Ω에서 20,000회의 마모시험 후

38. 56±9.39Ω로 증가하였으며, CL_10_3은 8.99±1.68Ω

에서 8,000회의 마모시험 후 20.66±8.03Ω로 증가하였다.

Fig. 4. Change of currents under voltages of samples with various repeated strain; (a) CZ_10_1, (b) CZ_10_2 and

(c) CZ_10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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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earance of samples with cotton lower thread under abrasion resistance test

CL_10_1

2,000 times 10,000 times 20,000 times

CL_10_2

2,000 times 10,000 times 20,000 times

CL_10_3

2,000 times 10,000 times 20,000 times

CZ_10_1

2,000 times 8,000 times 16,000 times

CZ_10_2

2,000 times 6,000 times 12,000 times

CZ_10_3

2,000 times 6,000 times 10,0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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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 CZ_10_1은 18.38±

2.25Ω에서 12,000회의 마모시험 후 244.00±35.36Ω로 증

가하였고, CZ_10_2는 12.11±1.58Ω에서 10,000회의 마모

시험 후 123.63±47.36Ω로 증가하였으며, CZ_10_3은

11.28±1.91Ω에서 6,000회의 마모시험 후 44.25±3.19Ω로

증가하였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직선 스티치로 봉

제된 시편보다 저항변화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

관특성 분석에서 확인되었던 바와 동일한 경향으로 지

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보다 넓은 면적이 마모편인 펠트에 닿아 마모되기

때문에 전도사의 금속성분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가 전기

적 특성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마모시험에 따른 전류특성 분석

<Fig. 6>은 마모시험 후 60% 이상의 수율로 나타난 시

편의 전류값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편이 마모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류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도사의 성분이 떨어져 나가 전기적 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류값은 마모횟수 2,000회와 60%

이상의 수율로 나타난 시편의 최대 마모횟수를 각각 비

교하였다.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 CL_10_1의 전류값은 5V

인가전압을 줄 시 0.55±0.07A에서 20,000회 마모시험 후

0.24±0.04A로 감소하였다. CL_10_2의 전류값은 5V 인

가전압을 줄 시 0.55±0.02A에서 20,000회 마모시험 후

0.19±0.05A로 감소하였다. CL_10_3의 전류값은 5V 인

가전압을 줄 시 0.52±0.04A에서 8,000회 마모시험 후

0.37±0.12A로 감소하였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 CZ_10_1의 전류값은

5V 인가전압을 줄 시 0.16±0.01A에서 12,000회 마모시

험 후 0.03±0.00A로 감소하였다. CZ_10_2의 전류값은

5V 인가전압을 줄 시 0.30±0.08A에서 0.06±0.03A로 전

류가 감소하였다. CZ_10_3은 0.33±0.04A에서 6,000회 마

모시험 후 0.20±0.08A로 감소하였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직선 스티치로 봉

제된 시편보다 전류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저항특성 분석에서 확인되었던 바와 동일

한 경향으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직선 스

티치로 봉제된 시편보다 넓은 면적이 마모편인 펠트에

닿아 마모되기 때문에 전도사 금속성분이 더 많이 떨어

져나가 전기적 특성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봉제방법에 따른 전도사의 내구

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복신장 및 마모시험을 통해 물리

적 자극을 주어 전도사의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반복

신장 및 마모시험을 통해 제작된 시편의 외관특성 평가,

저항특성 평가, 전류특성 평가를 진행하여 전도사의 내

Fig. 5. Resistivity of samples with various abrasion resistance test; (a) linear stitch samples and (b) zigzag stitch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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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currents under voltages of samples with various abrasion resistance test; (a) CL_10_1, (b) CL_

10_2, (c) CL_10_3, (d) CZ_10_1, (e) CZ_10_2 and (f) CZ_10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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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반복신장에 따른 특성 분석 결과로, 외관특

성은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은 0.50kgf의 초하중을

주고 시편의 10%를 변위로 주어 반복신장을 줄 시 전도

사가 파단되어 반복신장이 불가하였다. 0.50kgf의 초하

중을 줄 시 땀수가 작을수록 신장률이 더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반복신장 시 CZ_10_1은 100%의 수율을 보였

으며, CZ_10_2와 CZ_10_3은 85%와 75%의 수율로 나

타났다. 1회의 반복신장 후, 2회의 반복신장 시에는 급

격히 하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땀수가 작

을수록 반복신장 후 수율과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항특성 분석 결과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

된 시편은 땀수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게 확인되었으며,

반복신장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저항값이 더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류특성 결과로, 지그재그 스티치

로 봉제된 시편의 스티치 크기가 클수록 전류가 크게 확

인되었고, 반복신장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류값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마모시험에 따른 특성 분석 결과로, 외관특성

은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보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더 적은 횟수에서 마모되었으며, 스티치

크기가 클수록 더 빨리 마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봉제된 전도사와 마모편인 펠트지의 접촉하는 범위

가 넓을수록 더 빨리 마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항

특성 분석 결과로, 모든 시편이 마모횟수가 증가할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그재그 스티

치로 봉제된 시편이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보다 저

항변화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관평가에서 확인

되었던 바와 동일한 경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

편이 마모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류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도사의 성분이 떨어져 나가 전기

적 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저항특성

과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보다 전류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도사의 내구성 평가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복신장에 따른 특성 분석은 0.50kgf 초하중을

줄 시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은 사용이 불가하였으

며, 저항 및 전류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땀수 크기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졌지만, CZ_10_2의 전류변화율이

CZ_10_3의 전류변화율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마모시

험에 따른 특성 분석 결과로,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제

된 시편보다 직선 스티치로 봉제된 시편이 더 많은 마모

횟수 시 전도사가 파단되었으며, 수율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면사 밑실의 100mm 봉제 길이로 봉

제된 지그재그 스티치의 2mm 스티치크기 시편인 CZ_

10_2의 내구성이 가장 좋게 평가되어 스마트 텍스타일

에 적합한 봉제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전도사의 내구성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도사의 가장 효과적인 봉제방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텍스타일 봉제설계에 기초연

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후속연구로 스마트

텍스타일을 제작하고 동작 분석과 스마트 텍스타일 평

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추후 네오프렌 고무

와 합포하여 봉제방법에 따른 전도사의 내구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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