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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사를 매체로 한 직렬 통신 로토콜 성능

Performance of Serial Communication Protocols through 
Conducting Th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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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도성 섬유를 사용한 의료  엔터테인먼트 련 어 리 이션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도성 섬유를 이루는 
도성사의 성능에 한 기본 자료는 그 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특성 말고는 통신을 해 필요한 특성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검증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도성사가 통신에 사용될 때 어느 정도의 통신성능을 보이는
지 검증하고, 기존의 통신 로토콜들이 도성사를 이용한 통신에서도 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로토콜이 개발되
어야 할 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국외의 도성사의 특성을 취합하여 분류해 보고, 가장 간단한 
통신 로토콜인 RS232 등의 직렬 통신 로토콜들을 이용해 각 도성사들의 도 효율성을 실험하여 그 성능을 알아보았
다. 국내  국외의 6가지 실에 해 0.5m, 1m, 2m, 3m 길이에 해 통신 성능을 실험하 으며, 데이터 송률과 에러율을 
측정하 다. 통신 로토콜로는 RS485가 모든 부류의 도성사에 해 데이터를 송하는 우수한 도특성을 나타냈으나 거
리에 비례하여 에러율이 높아지게 되어 이론상 12km까지 장거리 송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RS485의 특성을 살릴 수 없었다. 

아  도 기능을 보이지 않은 실들을 제외한 다른 도성사들에 해서는 RS232가 에러 없이 가장 안정 인 처리율을 보
다. USB와 같은 고속 통신 로토콜도 도성사를 이용한 데이터 송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송가능 거리가 
최  2m를 넘는 거리에서는 아  도성사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USB 로토콜은 원까지 도성사를 사
용해 공 하는 경우 매우 불안한 동작을 보여, 원공  문제가 우선 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추후 
도성사를 이용하는 통신 로토콜의 개발과 통신용 도성 섬유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구사항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medical and entertainment applications using conducting textile are suggested, but the data of conducting 

threads are not characterized, classified and verified. Only the data sheet published by manufacturing companies is available. 

Thus we need to verify the performances of the threading threads in communication. And we need a guideline if the existing 

communication protocols can be used for the conducting threads communication or the new specific communication 

protocols have to be developed for the communication. This paper class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nducting threads made 

by domestic and overseas companies. Based on the criteria we classified conducting threads into three classes: class A, class 

B and class C. Further we carried out experiments to verify the adaptability of existing simple serial communication protocols 

such as RS232. Six different conducting threads are used in experiments and the length of each thread was 0.5m, 1m, 2m and 

3m. The data transmission rate and error rate are collected and analyzed. RS485 is very prone to error due to static electricity 

from human and environment. So it may not be appropriate as long-distance communication protocol up to 12km which is 

possible in theory. RS232 shows stable and error-less data transmission ability even though every conducting thread didn’t show 

transmission capability over RS232. USB protocol shows high data rate transmission but the distance cannot be exceeded over 

2m. Additionally, USB requires stable power supply. But if the power is supplied through conducting thread, its function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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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d. This research would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devise communication fabric protocols using conducting 

threads. 

☞ keyword : conducting thread, serial communication protocol, fabric area network, RS485, RS232, USB 

1. 서   론

최근 들어 도성 섬유를 사용한 의료  엔터테

인먼트 련 어 리 이션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1-4], 도성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국외 

제조사들은 통신을 한 기  특성  기타 물리

 특성에 한 정보 외에는 통신과 련한 실제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속 선을 옷감 속

에 짜 넣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구리가 가장 일반

인 기 도체이지만 무거우며, 옷에 부착할 수는 

있지만 옷과 일체화시킬 수 없고, 값이 비싸며 세

탁 시 선의 훼손이 우려되고 분리  재 부착 시

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반해 도성 섬

유는 가볍고 유연하며 세탁에 한 문제 을 해결

하여 구리를 체하기에 좋다. 속으로 코 된 섬

유 여럿을 한데 감으면 가볍고 유연하면서 기

도성을 갖게 되어 구리보다는 도성이 떨어지지

만 통신에 필요한 기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도성 섬유는 1998년에 도성 있는 부드러운 직

조물 련한 첫 특허가 미국에서 나온 이후[5] 2008

년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도성 섬유 련 특허

[6]와 2009년 선을 갖는 혼합 직물 련 특허[7] 

등 특허가 계속 출원되고 있다. 한 재킷이나 조

끼와 같은 환자복에 사용되는 등 헬스 어 방면에

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기를 통과시켜 발

열시킴으로써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한 단순한 

용도[3]와 달리 도성 사를 의복에서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도성사의 특성에 한 기본 연

구, 도성사의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옷감에 스티

칭하기 한 연구, 도성사를 이용한 통신용 로

토콜 개발 등 여러 가지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로토콜  가장 단순한 

로토콜인 직렬통신 로토콜에 해 도성사를 

매체로 했을 때의 송 성능이 가능한지를 연구하

다. 재 개발되어 매되고 있는 국내외 도성

사들을 그 기 항의 특성에 따라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하 으며 각 클래스의 도성사에 해 속 

로토콜인 full-duplex RS-232, 12km까지 장거리 

송이 가능한 half-duplex RS-485, 그리고 1.1 버

이 12Mbps까지의 고속 송이 가능한 USB 로토

콜의 성능을 실험하여 fabric area network[8] 로토

콜로서의 합성을 분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여러 

특성을 datasheet로 갖는 도성사를 통신 용도 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도

성사를 이용한 통신 로토콜의 성능 실험 방법과 

결과를 보이며, 4장에서 각 실험의 의의를 분석하

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도성사의 분류 

2.1 도성사의  특성 

도성사에 해 data sheet에서 제시하는 특성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기  특성으로 기

항, 도성, 자  차폐율이 있고, 재질에 따라 은 

함량, 속도포여부, 사용 속 등이 있으며, 실 자

체의 특성으로 yarn number, yarn diameter, metal 

filament type, filament per yarn, filaments, 인장강도, 

elongation stretch, dynamic cut 특성 등이 있다. 이 

외에도 100oC에서 10분 동안의 열수축율, 꼬임 정

도(twist), 끈기(tenacity) 등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도성사가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은 yarn number 뿐이며 다른 특성들은 공개되

어 있지 않아 일반화시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yarn number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지표

로서 강도  재질과 함께 옷감의 쓰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 통신을 목 으로 하는 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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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특성 기 항, 도성, 자  차폐율

재질 특성 은함량, 속도포여부, 사용 속 종류

Yarn(실)   

특성

yarn number, yarn diameter, metal filament 

type, filament per yarn, filaments, 인장강

도, elongation stretch, dynamic cut

기타 특성 100oC에서   10분 동안의 열수축율, 꼬임

정도   (twist), 끈기 (tenacity)

(표 1) 도성사 datasheet 특성 분류

클래스 기 항(Ω/cm) 실의 종류

Class A
1.7mΩ/cm ~ 

155mΩ/cm

AmberStrand_Cu

AmberStrand_Ni

AmberStrand_Ag

Class B 10,000mΩ/cm
Ajin_D210

Ajin_D100A

Class C
100,000mΩ/㎝ ~ 

120,000mΩ/㎝
SHIELDEX 44/12dtex

(표 2) 실험에 사용된 도성사 클래스 분류 

통신 

로토콜
특징

송

가능거리

속도

(bps)

half/full 

duplex

RS-232 single-ended 15m
9,600

19,200
Full

RS-485 differential 1.2km

2,400

9,600

19,200

half

USB differential 5m 12 Mbps half

(표 3) 실험에 사용된 직렬 송 로토콜구분하는 지표로는 부족하다. 통신용도로의 각 실

들 성능을 비교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의 도성사가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는 기

항을 기  특성으로 잡았다. 

2.2 기 항에 의한 도성사의 분류 

(표 2)와 같이 기 항을 기 으로 155mΩ/cm

까지의 낮은 항을 갖는 도성사를 하나의 클래

스로(Class A), 10,000mΩ/cm까지의 간 항을 갖

는 도성사 (Class B)와 10,000mΩ/cm 이상의 높은 

항을 갖는 도성사 (Class C)를 구분하 다.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도성사  실험에 

사용한 도성사는 (표 2)에 나타냈다. 이  Class 

A인 Amberstrand 사의 실들은 니 (Ni), 구리(Cu), 

은(Ag)을 도매체로 사용하는 3종류의 실에 해 

실험하 고[9], Class B의 경우는 일반사와 재 사

[10] 두 가지에 해 실험하 으며 Class C는 

Shieldex사의 실을 실험하 다[11].

 

3. 도성사를 이용한 통신 로토콜의 

성능 실험

도성사는 신체에 하여 통신에 사용되므로 

수 미터의 거리 이내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도성사의 길이 

50cm, 1m, 3m에 해 통신성능을 측정하 다. 각 

길이의 도성사에 해 (표 3)의 특징을 갖는 가장 

간단한 시리얼 통신 로토콜들인 RS232, RS485와 

고속 로토콜 USB의 용가능성을 실험하 다.

각 로토콜에 해 송률과 에러율을 측정하

는데, 송률은 에러가 있더라도 정보로 오는 것

들을 모두 카운트 한 결과값이며, 에러율은 송신 

데이터와 다른 값으로 수신된 비트들을 카운트 한 

것이다.

 

3.1 실험 환경 

도성사를 송수신 로토콜이 동작하는 시스템

에 연결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커넥터들을 사용

했다. (그림 1)은 3개의 라인(Tx, Rx, Ground)으로 

동작하는 RS485 통신 매체로 도성사를 연결한 

모습이다. 

(그림 2)는 도성사가 연결된 커넥터를 통신 

로토콜 장치에 연결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림 3)은 

사용자 커맨드에 따라 각 로토콜 별로 송수신 기

능을 동작시키고 데이터 처리율  에러율을 수집

하기 한 노트북에 RS485 로토콜 장치를 연결

한 모습이다. 도성사가 옷감에 가공되기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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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S232 송률 실험결과

(그림 1) 도성사 연결을 한 커넥터

(그림 2) 커넥터를 통신 로토콜 장치에 연결

(그림 3) 노트북까지 최종 연결된 실험 환경

순수한 통신 능력을 측정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면으로 된 천 에 각 도성 실을 얹어놓고 실험

하 다. RS232와 USB는 직  host에 연결하여 실험

하 다. Host는 RS232와 USB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1.66GHz Intel ATOM N280 로세서와 

DDR2 타입의 1GB 메모리를 갖는다.

3.2 도성사에 한 RS232 로토콜 성능 

RS232 통신은 ground를 기 으로 3V이상의 신호

는 논리 으로 0을 나타내며 -3V 이하의 기  신

호가 들어오면 논리 으로 1을 나타낸다[12].

Class A, class B, class C의 도성사에 한 

RS232 실험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class A는 

RS232 baud rate 2.4Kbps에서 평균 1.9Kbps라는 평

균 80%의 송률을 보 고, baud rate 9.6Kbps에서

는 평균 7.5Kbps (78% 송률), baud rate 19.2Kbps

에서 평균 14.8Kbps로 평균 77%의 송률을 보

다. Class B와 Class C에서도 Class A와 비슷한 77% 

~ 79%의 평균 송률을 보 다. 하지만 Class B 

Ajin_D100A의 경우 baud rate에 따른 0.5m, 1m, 2m, 

3m의 모든 실험에서 통신이 불가능 했다. 일반사

(Ajin_D100A)는 일반 인 면사이며, 재 사(Ajin_ 

D210)는 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미끈미끈하게 제조

된다. 재 사의 경우에는 송이 잘 되는데, RS232

에 해 일반사는 송능력을  보이지 않았다.

  

3.3 도성사에 한 RS485 로토콜 성능 

RS485 통신은 +, -, ground의 3선으로 통신을 하

며, +, - 선의 차가 0.2V 이상이 되면 논리 으

로 1을 나타내고 -0.2V 이하의 차가 발생되면 

논리 으로 0을 나타낸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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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lass A,B,C 도성사의 RS485 송률

길이 (m)
Baud 
Rate (Kbps)

0.5 1 2 3

2.4
전송률 1.89 1.89 0 0

에러율 0.3 0.9 99.9 99.9

9.6
전송률 7.52 7.48 0 0

에러율 0.3 3 99.9 99.9

19.2
전송률 14.87 14.83 0 0

에러율 2.6 7.5 99.9 99.9

(표 4) Ajin_D100A의 RS485 실험결과
(그림 6) RS485 에러율 실험결과

(그림 7) Class A 도성사의 USB 송률
Class A, class B, class C의 도성사에 한 

RS485 실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class A인 

Amberstrand사의 Ni, Ag, Cu와 class B의 Ajin_ 

D100A 일반사와 Ajin_D210 재 사, class C의 

Shieldex사의 44/12의 송률은 RS485 baud rate 

2.4Kbps에서 평균 1.8Kbps의 송률을 보 고 

(75%), baud rate 9.6Kbps에서 평균 7.3Kbps (76%), 

baud rate 19.2Kbps에서 평균 14.17Kbps (74%)의 비

슷한 송률을 보 다. 

다만, (표 4)에 보인 것과 같이 class B의 Ajin_ 

D100A 일반사는 2m 이상부터  송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RS485 로토콜에서는 데이터 송에 에러가 생

겼는데, (그림 6)과 같이 class C의 Shieldex사 도

성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성사에서 에러가 발

생하 다. 이 에러율은 도성사의 길이와 RS485 

baud rate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보

다. 3m 이내의 실험에서 이와 같이 거리에 비례하

는 에러를 보이므로, 이론상으로는 12km 정도의 긴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다는 RS485 로토콜이지

만 도성사를 매체로 사용할 경우는 송가능 거

리가 매우 짧게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3.4 도성사에 한 USB 로토콜 성능 

본 실험에서는 USB 장치에 안정 인 원 공

을 하여 원 공 선인 Vbus에는 도성사가 아

닌 일반 wire를 사용했으며, 데이터 송을 한 통

신선 D+와 D-에는 도성사를 사용하 다[14].

USB 통신 실험에서 class A에 속하는 Amberstrand_ 

Ni와 Amberstrand_Ag는 (그림 7)과 같이 0,5m인 경

우 6.955Mbps, 1m인 경우 6.674Mbps의 높은 송률

을 보 지만 2m와 3m인 경우 통신이 불가능 했다. 

한 통신이 가능하다 해도 도성사의 길이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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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lass B 도성사의 USB 송률

 

(그림 9) Class C 도성사의 USB 송률

어질수록 송 속도가 낮아지는 상을 보 다. 

Class A  Amberstrand_Cu는 0.5m, 1m, 2m, 3m의 

모든 실험에서 통신이 불가능 했다. 

Class B의 경우, Ajin_D100A는 통신 능력을 보이

지 못했다. Ajin_D210의 경우만 class A와 비슷한 

결과를 냈을 뿐이다. Class C의 경우는 2m까지 통

신이 가능하 고 통신거리가 길어져도 송률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성을 보

다. 하지만, 2m 보다 긴 거리에 해서는 아  송

에 사용될 수 없다.

 

4. 직렬통신 로토콜의 성능 분석

체 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RS232 통신 

로토콜을 이용한 도성사 실험인 경우 Class B의 

Ajin_D100A 일반사(통신 불가)를 제외하고 다른 

도성사들은 RS232 Baud rate에 따라 매우 안정 인 

통신 송률을 보인다. RS232 baud rate가 2.4Kbps

인 경우 평균 2Kbps, baud rate가 9.6Kbps인 경우 평

균 7.5Kbps, baud rate가 19.2Kbps인 경우 평균 

14.5Kbps의 송률을 갖는다. 낮은 data rate의 어

리 이션을 구  시 RS232는 새로운 매체를 수용

할만한 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RS485는 유일하게 모든 도성사가 통신기능을 

보인 로토콜이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

는 garbage 값으로 인해 데이터 에러가 쉽게 발생하

다. 그 이유는 RS485 로토콜이 0.2V 차 

는 -0.2V의 매우 낮은 차로 데이터를 0이나 1

로 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시 인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정 기 등의 garbage 값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해 데이터 에러를 발생 시켰다. 한 

RS485의 에러율은 도성사의 길이와 RS485의 

baud rate에 따라 에러율이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보 다. 일반 통신 로토콜로는 1.2km 먼 거리간 

통신도 가능한 RS485 로토콜이지만, 인체에 닿

아야 하는 의류 등에 활용하기에는 무 민감해 

당하지 않은 로토콜로 단된다.

USB 통신 로토콜에 도성사를 매체로 사용

하는 경우, 통신이 가능한 도성사에서는 평균 

6.5Mbps의 높은 송률을 보 다. 하지만 도성사

의 길이 증가에 따라 평균 0.4Mbps 정도의 송률 

감소를 보 다. USB 통신인 경우 class A인 Ni, Ag

와 class B인 D210 재 사가 0.5m, 1m에서 통신이 

가능하 고, class C인 44/12가 0.5m, 1m, 2m까지 통

신이 가능하 다. 다른 모든 로토콜에서는 통신 

기능을 보 던 class A의 Amberstrand 구리(Cu) 

도성사가 USB 로토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특이한 결과라 하겠다.

 

5. 결   론

도성사는 앞으로 열을 발생시켜 환자의 특정 

부 를 따뜻하게 하는 등의 단순한 도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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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용도에 그치지 않고, 간단한 버튼 등으로 만

들어져 MP3 이어나 PMP 등의 사용자 개인용 

기기를 의류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응용

범 가 확 되어 사용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도성사의 특성을 알고 이를 효율 으로 통신에 이

용할 수 있도록 섬유 자체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도성 섬유에 특화된 PHY  MAC 

로토콜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하는 어 리 이션에 따라 통신은 속용 는 고

속용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새로운 로토콜이 

개발되기 앞서, 본 연구는 재의 직렬통신 로토

콜을 도성사에 용할 수 있을지에 한 성능을 

실험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성사를 

시스템에 통신매체로 연결하기 한 방안을 마련

했으며, 속과 고속의 로토콜을 이용하여 송

률과 에러율을 측정할 수 있는 송수신 로그램을 

작성하 다. 

도성사를 매체로 하는 통신 시스템은 무 낮

은 차를 이용한 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RS485 로토콜은 다른 직렬통신 

로토콜에 비해 모든 도성사에 해 통신이 가

능하다는 장 을 보 으나, 0.2V의 매우 작은 

차를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변의 미세한 정

기 등에 많은 향을 받아 에러율이 높아지는 단

을 보 다. RS232 로토콜은 가장 안정 인 송 

특성을 보 으나 낮은 송률을 갖는 로토콜이

라는 제한이 있다. USB 로토콜은 통신이 되지 않

는 도성사도 있었으며, 통신이 가능한 도성사

에서는 6.5Mbps의 평균 송률을 보여 고속의 어

리 이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

나 USB 로토콜의 경우 원까지 도성사를 통

해 공 받는 경우 매우 불안정한 통신 특성을 보

으므로 원공 은 별도로 하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각 도성사의 제조사가 공표하는 data sheet 값

은 실제 실험에서는 그 로 성능으로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성사의 통신 시스

템을 디자인할 때는 실제 실험을 통해 가장 실

으로 가능한 매체를 검증하여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체에서 발생하는 정 기 등 

여러 요인에 한 연구 분석도 추후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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