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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어러블�디바이스란 ? [Wearab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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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웨어러블�디바이스와 

릴리패드�전자부품에�대해�시작하기

웨어러블 [Wearable] 입을 수 있는 + 디바이스 [Devices] 기기,장치

= 웨어러블 디아비스 [Wearable Devices] 입을 수 있는 장치

웨어러블�디바이스는�영어의�합성어인 “입을�수�있는�장치” 라는�뜻으로�사용자가�신체�거부감�없이 
일부분처럼�착용�가능한�것을�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이�발전하면서�여러�가지�전자제품이�발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스마트폰�등장했지만, 더�나아가서�착용할�수�있는�스마트�워치로�발명되어,  
기존�스마트폰이�손으로�들고�있어야�하는�불편함을�해결해주며�착용한�상태이기�때문에�더�실용적인 
사례를�대표적으로�볼�수가�있습니다.

다시�말해, 웨어러블�디바이스는�차세대�스마트�기기로�다양한�영역의�다양한�사업자들에게�새로운 
사업�분야로�선택받고�있습니다. 액세서리형에서�시작하여�직물·의류�일체형, 신체부착형, 그리고 
궁극적인�목표인�생체이식형으로, 신체에�근접하는�방향으로�발전을�통해서�시대를�이끌어�갈�차
세대�핵심산업으로�보고있습니다.

학습목표!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릴리패드 전자부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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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어러블�디바이스의�발전

웨어러블�디바이스가�오늘날까지�저희�일상생활에�들어온지�불과�약 50년�밖에�되지�않았습니다. 
50년�동안�웨어러블�디바이스가�어떻게�변해왔을까요?  크게 1960-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가오는�미래�순서로�그때의�웨어러블�디바이스�어땠는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가�처음으로�시작된�것은 1966년�웨어러블�컴퓨팅(Wearable Computing)
으로부터�시작하였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최초로�컴퓨터를�이용한�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를�개발하고�나서�다양한�모델의�프로토타입�제품들이�개발되었습니다.

 

1960~70년대까지의�초창기�웨어러블�디바이스는 MIT 미디어랩에서�웨어러블�컴퓨팅에�대한�연구
가�시초로, 전자기기를�단순히�몸에�부착하는�형태로�시계나�신발에�계산기나�카메라를�부착하는 
수준에�불과하였습니다. 앞에서�언급했듯이, 1961년�에드워드�소프와�클로드�세넌이�룰렛�휠을�예
측하는데�사용하는�최초의�컴퓨터�개발을�발판으로 1966년�초기�부탁�형태를�기반인�웨어러블�컴
퓨팅(Wearable Computing) 개발로�최초�컴퓨터를�이용한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ead M
ounted Display)를�기반으로 1980년대�들어서�본격화하기�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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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유비쿼터스�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등장과�전자기기가�경량화되면서,
본격적으로�적용이�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Forget-Me-Not이라는�기억�보조형�착용 
컴퓨터를�개발로, 방�안의�무선망과�기계들을�이용하여�사람의�위치와�시간, 활동, 등을�기록하여 
나중에�사용자가 “누가�왔다�갔지?”와�같은�질문을�통해�저장된�데이터�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또�다른�사례로, half-QWERTY keyboard를�이용한 Wrist Computer를�개발하여, 키보드와�디스
플레이�모듈이�사용자의�손목에�밴드를�통해�묶여서�양손을�모으면�한�손으로�다른�손에�타이핑이 
가능한�착용�컴퓨터가�등장하게�되었습니다.

1980년대 컴퓨팅�기능의�발달로�디바이스를�착용하여�입력장치를�이용한�형태의�프로토타입이 
등장하면서, 미국�국방성에서�미군을�위한�웨어러블�디바이스�군복이�가장�처음�출시가�되었습니다. 
군인들을�보조하기�위한�무선데이터, GPS 등�여러�가지�기술을�도입하였으며�컴퓨터�연구의�선구자인 
스티브만(Steve Mann) 박사가�개발한�배낭형�컴퓨터, 자전거를�탄�채로�타이핑을�할�수�있도록�하는 
위네비코2 (Winnebiko)와�같은�기기들이�개발되어�환경이�확장되고�전자기기의�경량화가�급속도로 
진행되어�다양한�형태의�제품화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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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4차산업혁명에서는�현재�진행형이자�발전�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는�웨어러블�디바이
스는�현재�우리가�생활하는�환경�안에서도�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스마트폰의�기
능이�모바일�웹과�연동하여�스마트�팜이나�스마트워치�등�사물인터넷�사용범위가�훨씬�넓어져�점점 
웨어러블�디바이스에�관련된�상품들이�다양하게�나오고�있습니다. 이를�통해, 실시간으로�확인할 
수�있는�매개체와�건강상태�기록이�나와�다가오는�미래에는�문화·예술·사회�분야까지�진출하여�더 
광범위하게�사용할�수�있는�미래를�예측할�수�있을�것입니다.

21세기�이전의�웨어러블�컴퓨터는�모두�연구�수준에�그쳤다면, 2000년대부터는�초경량화와�모듈화 
기술의�발전으로�하드웨어를�의복과�유사한�형태로�개선하며, 인간과�컴퓨터의�상호작용을�증진
시켜�인간�친화적인�개발로�시작되었습니다. 사례로�필립스(Philips)와�리바이스(Levis)의�컬래버
레이션을�통해�만들어진�재킷과 2006년�나이키와�아이팟의�합작으로�사용자들이�자신들의�움직임
을�자동으로�동기화해�줄�수�있는�스포츠�킷인 Nike+iPod를�개발과�무선�활동과�수면을�모니터링 
해주는�밴드형�피트니스�트래커인�핏빗(Fitbit)이�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W200 컴퓨터가�출시되
어, 손목에�밴드형으로�컴퓨터를�착용하여�주로�응급상황에서�최대한�손을�자유롭게�유지하면서�많은
양의�정보에�접속�할�수�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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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디바이스의�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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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디바이스의�발전�방향을�크게 4가지로�나누어�볼�수�있으며, 각�분야마다�한계를�극복하여 
거부감�없이�일상생활에�사용할�수�있게�제공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0월 열린�전국체육대회에서�컴퓨팅이�적용된 ‘바이오�셔츠’가�소개되면서
최초로�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한�개발이�시작되었습니다. 이�셔츠는�전도성�섬유를�기반으로�선수
의�심박�수, 호흡수, 체온, 운동량�등의�생체정보를�측정하는�센서의�기술을�적용하여�선수의�건강
상태를�체크하는�용도로�사용하여, 현재�우리�주변�생활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이렇게�현재�웨어러블�디바이스는�다양한�형태로�변화하였고�기술적인�부분의�기능, 감성�표현과 
다양한�목적으로�점점�발전되고�있습니다.

액세사리형 직물·의류일체형

신체부착형생체이식형

시계, 목걸이와 같은 착용형 장치

초소형·저전력 시스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착용감 한계 극복

Skin patch와 같은 피부부착형 시스템

유연한 고분자 회로보드

피부와 일체화

생체에 전자장치 이식

생체친화적 회로보드

생체와 일체화

직물에 일체화 된 시스템

유연한 직물 회로보드

의복·생활섬유 제품과의 일체화

·우리나라�최초�웨어러블�디바이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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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형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형의�유형에�있는�사례를�통하여,  작동�원리와�효과가�구체적으로�어
떤�방향으로�사용되고�있고,  우리�생활환경�속에서�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3. 웨어러블�디바이스�분류
웨어러블�디바이스는�크게�다음과�같은�종류 4가지로�구분할�수�있습니다. 액세서리형, 직물·의류 
일체형, 신체부착형, 생체�이식형으로�형태와�목적에�따라�고유�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대표제품

액세서리형 시계, 안경, 목걸이 등 액세서리형 스마트 안경, 스마트 와치

직물·의류 일체형 직물제품 혹은 의류에 일체화 형태 직물 센서, 스마트 웨어

신체 부착형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 스킨 패치형 센서 및 장치

생체 이식형 생체에 이삭할 수 있는 형태 이식형 센서 및 장치

유   형 명칭과 구조 작동 원리 및 효과

안경 부착형 인스타빗 스마트 수경

수영 안경에 끼우는 인스타빗은 귀 앞쪽 

동맥으로 심박 수를 측정 함. 수영 안경에 

색깔을 비춰 목표 지점에 얼마나 왔는지와 

칼로리 소모 손발의 움직임을 알려줌

팔찌형 조본 라이프로거

팔찌처럼 생긴 조본(Jawbone)의 업(Up)

은 사용자의 움직임과 수면 활동을 기록

하며,앱을 통해 세밀한 분석 데이터를 볼 

수 있고사용자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칼로리와 영양분을 분석 해줌

암밴드형 쌀믹 랩 제스처 인식 장치

아대 형식으로 되어 팔뚝에 착용하는 장치

이다. 아대에 6축 자이로 센서와 전기적 신

호 센서가 있어, 손 움직임으로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각종 명령을 줄 수 있음.



웨어러블�디바이스는�앞서서�말했듯이, 사용자가�신체�거부감�없이�일부분처럼�착용�가능한�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것이�적용되기�위해서는 5가지�기본�요구�기능이�적용되어야�하며, 아래�표
에�있는�착용감, 상시성, 편의성, 안정성, 사회성을�참고하여야�합니다.

5. 웨어러블�디바이스의�기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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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요구 내용

착용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복, 액세서리와 같이 착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과 자연스러움을 제공

팬던트형
노베로사 블루투스

팬던트 이어셋

오픈형 목걸이 디자인의 이 기기는 한쪽

에는 이어폰이, 다른 한쪽에는 블루투스

팬던트가 달려있어, 전화가 오면 버튼을

누르고 이어폰을 통하여 통화가 가능.

안경 부착형 인스타빗 스마트 수경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Pick & Drop’

으로 불리는 장치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에 변하는 손가락 힘줄 

변화를 감지하여 손을 펴면 인식을 멈춤 . 

상시성
사용자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와 사용자 간 끊임없는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 존재

편의성
인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일체감과 통합감 제공

안정성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불쾌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최소화

하고 전원 및 전자프 등에 대한 안정성 보장

사회성
착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배제하고 사회 문화적

통념에 부합되는 형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현재�나타나는�스마트�액세서리는�웨어러블�디바이스의�방향성을�잘�보여주는�사례�중에�하나로, 
웨어러블�기술을�보다�쉽고�감성적인�방법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또한, 더�다양한�디자인과�여러
가지�기능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폭이�넓습니다. 그래서�이번�책에서�다룰�웨어러블�디바이스 
액세서리형을�통하여, 여러분들이�표현하고자�하는�디자인과�감성을�나타내는�좋은�밑판이라고�생
각합니다. 기본적인�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해서�배웠으니, 프로젝트를�만들어�나가야�할�전자부품 
인�릴리패드�아두이노에�대해서�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

CHAPTER1 15

6. 릴리패드�아두이노란?

릴리패드 (LilyPad) 고유의�뜻은�연못에�항상�피어있는�수련의�잎이라는�단어�뜻으로, 릴리패드 
아두이노�생긴�모양과�얇은�보드의�통일성이�있어서�때문에�붙여졌다고�합니다. 그리하여�붙여진
릴리패드 (LilyPad) 는 2007년, Leah Buechley 와 Spark Fun이�공동으로�설계했습니다. 릴리패드 
아두이노는�몸에�착용�가능한�전자�섬유�기술로, 옷에�부착할�정도의�작고�가벼운�아두이노입니다. 

즉, 웨어러블�프로젝트용으로�설계가�되어, 전선�대신에�전도성�실, 패브릭�또는�장착된�전원�공급 
장치를�통하여�여러�가지를�조종할�수�있는�기능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릴리패드는�소리, 진동, 
불빛�등등�꽤�여러�가지를�조정하여, 쓰임이�무궁무진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옷이나 
원단에�전도성�실로�봉제하여�스마트�의류�또는�액세서리�제작에�사용되고�있습니다.



7. 릴리패드�아두이노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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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아두이노는�대표적으로 SparkFun과 Adafruit 회사의�전자부품으로�볼�수�있습니다. 그�밖
에도�타사�웨어러블�디바이스용�릴리패드  아두이노가�있지만,  이번�책에서는�가장�많이�사용하며, 
대중적으로�알려진 SparkFun회사의�릴리패드�아두이노�종류에�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릴리패드�아두이노의�종류는�총 5가지로, 릴리패드�아두이노�메인보드 (Lilypad arduino 328 Main 
Board ), 릴리패드�아두이노 USB (Lilypad arduino USB), 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보드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스냅 (Lilypad arduino Simple Snap), 릴리타
이니 (Lilytiny) 이렇게�볼�수�있습니다.

릴리패드�아두이노는�이렇게�각�종류�마다�가지고�있는�기능이나�입출력�핀, 출력장치�등이�다르기 
때문에,  진행하고자�하는�프로젝트에�어떤걸로�해야�가장�적합할지�비교하여�사용하는�것이�바람
직합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는�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릴리패드�아두이노�전자장치
를�부착하여�빛, 소리, 움직임�등의�여러�가지�변화를�디자인�요소로�활용하여�만드는�것입니다. 또한, 
센서의�연결에�따라�주변�환경의�변화를�감지하여�설계한�코딩에�따라�동작할�수도�있습니다. 이러
한�기능을�구현하기�위해서는�진행하기�전에�반드시�기본재료와�기본구조에�대해서�알아야�프로
젝트의�방향성을�제대로�잡고�시작할�수가�있습니다. 

아래�표를�참고하시다시피, 대표적으로�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릴리패드�아두이노 
전자부품은�크게 SparkFun 회사와 Adafruit 회사로�대표적으로�볼�수�있습니다. 릴리패드�종류가 
회사마다�다양하게�있으므로, 진행하고자�하는�프로젝트에�가장�적합한�것을�선택하시면�됩니다.

·릴리패드�아두이노�기본재료와�기본구조

제조사 릴리패드�마이크로프로세서  종류
Lilypad arduino
328 Main Board

Flora Gemma

Lilypad arduino
USB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Lilypad arduino
Simple Snap Lilypad Tiny



총 22개의 핀 두께 0.8mm PCB가로*세로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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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아두이노�메인보드 [LilyPad Arduino Main Board]

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 전압

입력 전압

디지털 핀 개수

PWM 개수(채널)

아날로그 입력 개수(채널)

입출력핀 출력전류

ATmega168 또는 ATmega328

2.7-5.5 V

2.7-5.5 V

14

6

6

40mA

릴리패드�아두이노�메인보드는�일반적으로 ATmega328를�기반으로�하여, 2.7-5.5V 전압으로�작
동합니다. 총 22개�핀으로�전원장치를�제외한�나머지�핀에�센서나�스위치�출력장치를�연결하여�제
어할�수�있습니다. 6개의�아날로그�핀(A0~A5)은�아날로그�신호를�받아올�수�있고, 디지털핀(2~13)
은�디지털�입·출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핀�중 (3, 5, 6, 9, 10, 11) 은�아날로그�출력
(PWM)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총 11개의 핀 두께 0.8mm PCB가로*세로 50mm

릴리패드�아두이노 USB는 ATmega32u4을�기반으로�하여, 3.3V 전압으로�작동합니다. 총 11개�핀
으로 (+) 극, (-)극과 5개의�디지털�입·출력핀 (2,3,9,10,11) 과 4개의�아날로그�핀 (A2, A3, A4,A5) 
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날로그�출력인 PWM (3,9,10,11) 과�아날로그�입력 (A2, A3, A4, A5,9,10) 
을�참고로�입력하면�됩니다. USB 단자에�케이블을�연결하여�프로그래밍을�할�수�있으며, 리튬�전지
를�연결할�수�있는 JST 서킷과�스위치�버튼이�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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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아두이노 USB [LilyPad Arduino USB]

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 전압

입력 전압

디지털 핀 개수

PWM 개수(채널)

아날로그 입력 개수(채널)

입출력핀 출력전류

ATmega32u4

3.3 V

3.8-5 V

9

4

4

40mA



총 11개의 핀 두께 0.8mm PCB가로*세로 50mm

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보드는  ATmega328을�기반으로�하여, 2.7-5.5V 전압으로�작동합니다. 총 
11개�핀으로 (+) 극, (-)극과 4개의�아날로그�핀 (a2, a3, a4, a5) 9개의�디지털�핀(5,6,10,11,16,17,
18,19) 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날로그�핀은�디지털�데이터�공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디지털
데이터�입·출력시�핀�번호를�디지털�핀�번호로�입력하면�됩니다. 메인보드처럼 FTDI 케이블을�사
용하여�프로그래밍�내용을�업로드�할�수�있으며, 리튬�전지를�연결할�수�있는 JST 서킷과�스위치
버튼이�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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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보드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 전압

입력 전압

디지털 핀 개수

PWM 개수(채널)

아날로그 입력 개수(채널)

입출력핀 출력전류

ATmega328

2.7-5.5 V

2.7-5.5 V

9

5

4

40mA



총 11개의 핀

심플스냅과 심플스냅 프로토보드 준비 심플스냅 부착 부착 된 심플스냅

두께 0.8mm PCB가로*세로 50mm

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스냅은�탈부착이�가능한�아두이노로, 스냅으로�탈부착하여�세탁과�보드를
옮겨서�사용하거나�바꿀�수�있는�편리함이�있습니다. 겉모습으로�볼땐  “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보드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와�유사하지만, 2가지가�다릅니다. 첫�번째로�충전식�리튬전지가 
보드에�부착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는�암수�스냅�연결�버튼이�있는�점으로�볼�수�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ATmega328을�기반으로�하여, 2.7-5.5V 전압으로�작동합니다. 총 11개�핀으로�프로그래밍과 
업로드�방법은 “릴리패드�아두이노�메인보드 [LilyPad Arduino Main Board]” 사용방법과�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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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아두이노�심플�스냅 [Lilypad arduino Simple Snap]

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 전압

디지털 핀 개수

입출력핀 출력전류

ATmega328

2.7-5.5 V

9

40mA



CHAPTER1 21

릴리타이니 [Lilytiny]

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 전압

핀다리 개수

ATtiny85

1.8-5.5 V

8

디지털 핀 개수 4

릴리타이니는�동전보다�작은�크기인 20mm로�마이크로컨트롤러  ATtiny85 기반입니다． 총�핀의 
개수는 6개로 (+),(-) 전원�핀과�디지털�핀인 0번, 1번, 2번, 3번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4개의�디지털 
핀은�각각�다른�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프로그래밍이�되어있습니다. 0번�핀은�숨쉬기�기능 1번�핀은 
심장박동�기능 2번�핀은�켜지고�꺼지는�기능 3번�랜덤하게�빛이�페이드�기능입니다. 각�효과가�다르기 
때문에�표현하고자�하는�기능이�맞춰�연결하면�됩니다. 이렇게�릴리타이는�빛을�이용한�효과를 
프로그래밍�없이�쉽게�적용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반대로�프로그래밍�할려면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를�이용해야지만�가능합니다.

총 6개의 핀 두께 0.8mm PCB가로*세로 20mm



입력장치 [input device]

= 컴퓨터에 데이터 입력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입력장치의�정의를�먼저�말씀드리면, 컴퓨터에�명령이나�데이터를�입력을�위해�사용하는�장치입니
다. 앞에서�웨어러블�디바이스를�소개할�때, 잠시�언급했던�부분으로  아두이노�전자장치를�부착하
는�입력장치인�빛, 소리, 움직임�등을�사용하여�여러�가지�변화를�디자인�요소로�활용하여�만들�수 
있는�것이�바로�이번�책에서�소개하려고�하는�입력장치로�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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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릴리패드�입력장치�종류

가속도�센서는�기울기�및�진동뿐만�아니라�움직임까지�감지하는�센서입니다. X, Y 및 Z 축�각각에서 
위치변화를�체크�하면서 0V ~ 3V 아날로그�신호를�출력합니다.

·② 가속도�센서 [ LilyPad Accelerometer ]

온도�센서는�말�그대로�온도를�감지하는�센서입니다. 0℃에서 0.5V 출력, 25℃에서 0.75V 출력하며,
측정�범위는 -40 ~ 125℃ 까지�가능하며, 신체의�체온과�주변의�온도�변화를�감지할�수�있습니다.  

·① 온도�센서 [ LilyPad Temperature Sensor ]

▲ 외경: 20mm  두께: 0.8mm PCB

▲ 외경: 20mm  두께: 0.8mm PCB



빛�센서는�외부�밝기에�따라�가변적으로�출력되는�센서입니다. 0~5V까지의�아날로그�값을�출력하
며, 일광에�노출되면  빛�센서가 5V를�출력�하고, 반대로�손으로�빛�센서를�감싸면�센서는 0V 를�출력
합니다. 정상적인�실내조명�상황에서는1~2V 까지�출력합니다. 빛�센서는 (+) , ( - ) , ( s ) 총 3가지 
핀이�있으며�연결방법은 (+) , ( - )는 (+) , ( - )끼리�맞추며, (s) 는�아날로그�핀에�연결하면�됩니다.

·③ 빛�센서 [ LilyPad Light Sensor ]

FTDI 브레이크아웃�보드는�릴리패드�아두이노에�데이터를�입력하기�위한�장치입니다. FTDI 뒷면
에 6개�핀이�노출되어�있어, 6개�핀을�가지고�있는�아두이노�심플�보드[LilyPad Arduino Simple Board]

에�연결한�다음,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컴퓨터와�연결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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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TDI 브레이크아웃�보드 [ LilyPad FTDI Basic Breakout  ]

▲ 외경: 20mm  두께: 0.8mm PCB

▲ 외경: 약  19 x 2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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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장치 [output device]

=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한 결과를 기계로부터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서 꺼내는 장치

출력장치는�컴퓨터에�정보를�처리한�결과물을�기계로부터�사람이�알�수�있는�언어로�변환하는�장
치를�말합니다. 출력장치로  LED · 삼원색 LED · 버저�모듈을�사용하여, 소리나�빛을�표현할�수 
있습니다.

이번�책에서�가장�많이�쓰이는�부품인 LED [Lilypad LED] 로,  색상은�총 6가지�빨강, 노랑, 초록, 파랑,
분홍, 흰색으로�판매되고�있으며�각�색상�하나씩�무지개�색상 6pcs 구성으로도�판매되고�있습니다.
디지털�핀과�아날로그�핀�모두에�연결할�수�있습니다. 삼원색 LED [ LilyPad Tri-Color LED ] 은 R [빨강], 
G[초록], B[파랑]  3가지�색상을 0 ~ 255 수치를�입력하여, 여러�가지�색상을�표현할�수�있습니다. 

9. 릴리패드�출력장치�종류

·① LED [ LilyPad LED ]  & ·② 삼원색 LED [ LilyPad Tri-Color LED ]

버저�모듈은�진동음, 멜로디를�소리로�출력합니다. 받은�데이터를�기반으로�주파수를�통하여�톤�높이
를�조정하면서�소리를�만들�수�있습니다. 버저�모듈�안에�코일과�작은�자석이�붙는�과정에서�소리가 
생기는�원리로 1초에�수천�번의�자성으로�톤이�생깁니다. 

·③ 버저�모듈 [ LilyPad Buzzer ]

▲ 외경: 20mm  두께: 0.8mm PCB

▲ 외경: 20mm  두께: 0.8mm PCB

▲ 약  5.5×12.5mm  두께: 0.8mm PCB



릴리패드�코인셀�배터리홀더는  [CR2032] 20mm 코인셀�배터리를�넣어�전원을�공급하는�장치로,
양옆으로 (+), (-) 연결구가�있으며, 필요에�따라�상단�위에�스위치 ON/OFF 로�제어할�수�있습니다.

전원장치 [power supply unit]

= 전자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

전원장치는�전자�기기를�동작시키는데�필요한�전압과�전류를�공급하는�장치를�말합니다.  기본�연결 
방법�안에서�전원장치가�없으면, 진행하고자�하는�프로젝트의�결과물이�나오지�않을�만큼�중요한 
전원장치로�사용하고자�하는�적합한�장치를�골라서�진행하면�됩니다.

10. 릴리패드�전원장치�종류

·② 리튬�이온�배터리[ Lithium Ion Battery ]

리튬�이온�배터리는�사용하고자�하는�용량에�따라�크기와�두께가�조금씩�다릅니다.  전반적으로�작
고�가벼워 JST-PH 커넥터�에�꽂아�사용이�간편하며,  충전을�하여�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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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릴리패드�코인셀�배터리홀더 [LilyPad Coin Cell Battery Holder]

▲ 외경: 20mm  두께: 0.8mm PCB



스위치 [ switch]

= 전자 기기에서 전기의 흐름을 연결해 주거나 차단해 주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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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드�스위치[ LilyPad Reed Switch ]

스위치는�출력장치를�제어하는�기능으로�기본적인 ON/OFF 제어로�사용하거나 LED, 부저, 센서�등
을�제어할�수�있습니다. 대표적으로�스위치의�종류는�크게�푸시�버튼과�슬라이드형, 리드�스위치로
볼�수�있습니다.

푸시�버튼�스위치 [ LilyPad Button Switch ]  는�중앙�버튼을�눌러서�제어하는�스위치입니다. 슬라이드형 
스위치는�원하는�기능이�있는�방향으로�밀어서 ON·OFF를�제어하는�슬라이드형�스위치입니다.

·③ 푸시�버튼�스위치 [ LilyPad Button Switch ]  & ·④ 슬라이드형�스위치[ LilyPad Slide Switch ]

▲ 약  5.5 x 12.5mm  두께: 0.8mm PCB

리드�스위치는�자석을�통해서�활성화되는�기계식�스위치로, 스위치�안에�있는�두�개의�철대가�서로
당기면�스위치가�닫히고, 자기장이�없어지면�철대가�분리되면서�스위치가�열리는�형식입니다. 최대  
1A ~ 0.25A 까지�수행할�수�있는�최상의�비접촉식�스위치입니다.

▲ 약  18.1 x 7.75mm  두께: 0.8mm PCB



전도성 [conductive]

= 전선의 역할과 같으며, 전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류를 운반하는 뜻이다.

전도성은�전선의�역할과�같으며,  전기�신호를�보내기�위해�사용되는�전류를�운반하는�뜻으로�대표
적인�전도성�실, 전도성�천, 전도성�리본�등�등�여러�가지�부자재�종류를�통해서�다양하게�접근�할�수
있습니다.

전도성�부자재�종류�안에서�가장�많이�쓰이고�있는�전도성�실입니다. 전선의�역할을�대신�해주며,
연결할�때�다른�전류가�흐르는�실과�겹쳐지지�않도록�잘�바느질을�해야�합니다. 불가피하게�접촉이
될�경우에는�절연테이프를�이용하여�합선을�방지하도록�합니다. 맨�처음에�보드에�연결할�때는 2 -
3번�감고�나서�바느질을�해줍니다. 실이�비교적�잘�엉키고�끊어지기�때문에�왁스를�바르고�진행하
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전도성�부자재�종류

·② 전도성�천 [ Conductive Fabric ]

전도성�실과�비슷한�기능으로�전도성�천의�면적에�따라 Ω 단위가�다르며,  전도성�천도�각�섬유에�따
라�질감�신축성이�다르므로�여러�가지�다른�제품과�비교를�하고, 사용하는�걸�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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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도성�실 [ Conductive Th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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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기
전기의 기초와 기본 바느질 방법 준비하기



1. 전기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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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의�기초와 

기본�바느질�방법�준비하기

기본적으로�전기에�대한�정의로는�전자의�이동으로�생기는�에너지의�한�형태라고�합니다. 여기서
언급된�전자는�무엇일까요? 전자는�음극의�전기적�성질을�지니고�있으며, 행성들이  태양�주위의 
궤도를�돌듯이�전자도�또한�원자핵�주변을�돌고�있습니다. 원자�안에�양성자라는�양극의�전기적 
성질을�가지고�있는�양성자와�전자의�음극은�자성의�반대�극과�같이�행동하여�서로를�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자는�원자핵�주변을�계속�맴돌게�되면서�전기에너지를�제공하게�됩니다.

일상생활에서�전기가�없다면�어떻게�될까요? 아마, 더운�날에�시원한�에어컨�바람과�어두운�밤에
조명을�쓰지�못하거나�컴퓨터를�사용할�수�없을�정도로�우리가�살아가고�있는�일상생활에�많은
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책에서도�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프로젝트�또한�조명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많은�곳에�쓰이고�있는�전기의�기초에�대해서�잠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전기 [ electricity,電氣 ]  = 

▲ 원자

전자

양성자

원자핵

(+)전하 전하 ×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전하 (-)전하

전자원자핵

중성

원자

학습목표! 전기의 기초를 배운 토대로 전도성 실에 전기 회로도를 적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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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전기가�저희�생활에�들어오게�된�역사를�설명해�드리면, 직류(DC, Direct Current) 는�미국 
발명의�아버지라고�칭송받는�에디슨에�의해�제시가�되고, 교류(AC, Alternating Current)  는�니콜
라�테슬라에�의해�제시가�되었습니다.  이�둘�중에, 어느�전기�시스템을�표준으로�삼을�것인지에�대한 
논쟁에서부터�전류전쟁 (War of Currents)이�시작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AC 교류는�쓰임에�따라 
크기를�변형할�수�있어�송신에�용이하며, 주파수를�조절하여�더�멀리�보낼�수�있으므로�전류의�전쟁
은�테슬라의 AC 교류방식�승리로�현재�전�세계�전기�시스템은 AC로�사용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제품은�대부분 DC 직류를�사용하여, 둘�다�우리�일상생활�속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교류는�전기의�방향이�주기적으로�변하는�전기이기�때문에�전압, 전류, 극성의�방향이�바뀌게�됩
니다. 일반�가정에서�사용하는 220V가�바로�교류전기로, 1초에 60회�극성이�바뀌어�이를 60Hz로
나타낼�수�있습니다. 

전기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기교류(AC : Alternating Current) = 

직류는 (+) 와 (-)의�극성이�정해져�있는�전기로, 시간상으로�변화하지�않고�일정한�방향으로�흐르
는�전류를�말합니다. 예를�들면, 건전지나�팬텀파워로�볼�수�있습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직류(DC. Direct Current) = 

전기는�고대�그리스�때�부터�발견이�되었지만, 연구하기�시작한�것은 18세기�중반�이후부터�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전기는�두�가지로�분류되는데요. 바로, 직류(DC, Direct Current) 와�교류(AC, 
Alternating Current) 로�볼�수�있습니다. 전류의�방향이�일정하게�한�방향으로�흘러가는�전기를�직
류라고�하며, 전류의�방향이�한�번은�양의�방향으로�또�한�번은�음의�방향으로�흐르는�방향과�크기에
변화가�일어나는�전기를�교류라고�합니다.

Voltage

▲ DC Voltage

Time

Voltage

▲ AC Volt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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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조명을�살�때, 제일�먼저�알아보는�것은�전압(V) 혹은�소비전력(W) 을�비교하여�구매하
게�됩니다. 이러한�전기의�용어와�성질을�물에�비유하여�쉽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원
전기를�공급해주는�역할

·전자
음전하를�가지고�원자핵의�주위를�도는�소립자의�하나로�모든�물질로�전기현상의�근원

·전압 (V)
전압은�전자를�흐르게�해주는�위치에너지�단위: V (볼트) 기호: V

·전류 (A)
전류는�전자의�흐름. 단위: A (암페어) 기호: I

·저항 (Ω)
전기회로에서�전류의�흐름을�방해하는�단위: Ω (옴) 기호: R

·전력 (W)
전기를�공급해주는�역할

·전기의�기초�용어

전류 = 물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

전압 = 물의�높이

저항 = 밸브
물의 흐름을 제어함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으로 흐르듯 전류 또한 전
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으로 흐름



2. 기본�연결�방법

·전원장치 + 출력장치

·전원장치 + 출력장치 +M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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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결방법의�한�예시로, [전원장치] + [출력장치] 이�두�가지만�연결을�하면�전원이 1차적으로 
출력장치 LED 에�불이�들어오게�됩니다.  반드시�전원장치의�전류가�공급되어야지만, 출력장치 LED
에�빛이�나오므로�간단하게 LED  ON·OFF 정도만�표현할�수�있습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만들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릴리패드�아두이노와 LED를�연결할�줄
알아야�합니다. 그렇기�위해선�가장�기본적인�회로도를�참고하여�앞으로�진행할�프로젝트의�방향
을�잡아보도록�합니다.

건전지 [전원장치] LED [출력장치]

+

기본�연결방법의�두�번째�예시로, [전원장치] + [출력장치] + [MCU] 를�연결을�하면�위에�첫�번째�예
시랑�차이점으로 LED가�단순히 ON·OFF 가�아닌, 아두이노에�입력된�프로그래밍�바탕으로 LED를 
다양하게�표현할�수�있습니다. 프로그래밍�다운로드는�아두이노�홈페이지를�통해서�해당하는�운영
체제�맞춰서�설치한�후, 아두이노 IDE [통합개발환경] 안에�소스코드�입력을�하시면�됩니다.

건전지 [전원장치] LED [출력장치] 아두이노 [MCU]

+ +



·직렬연결 

·릴리패드�아두이노�직렬연결�예시

전지 여러 개를 서로 다른 극끼리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직렬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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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여러�개를�서로�다른�극끼리�연결하는�방법으로, 전류가�흐르는�길이�한�길로�되어있습니다.
전지를�많이�연결할수록�전구의�밝기는�밝아지나�전지를�오래�쓸�수�없습니다.

릴리패드�아두이노의�각�핀에 LED 하나씩�연결되므로�각각의 LED 를�서로�다르게�제어할�수�있
는�장점이�있지만, 직렬연결은�한�방향으로�전류가�흐르기�때문에 LED의�밝기가�어둡고�전력�소
모량이�많아�전지를�오래�쓸�수�없는�단점이�있습니다.

릴리패드�아두이노 릴리패드 LED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병렬연결 

전지 여러 개를 두 개 이상으로 연결하는 방법병렬연결 = 

두�개�이상�전지가�다른�선으로�연결되어, 전지를�여러�개를�연결해도�전구의�밝기는�변하지�않으
나�전지를�오래�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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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아두이노�병렬연결�예시

릴리패드�아두이노의�한�가지�핀에 LED를�연결하여, 모든 LED의�핀�번호가�동일합니다. 때문에 
LED를�전체�동작으로�제어할�수�있습니다. 병렬연결은�전류의�흐름이�나누어져서�전력�소모가 
적기�때문에 LED의�밝기가�밝습니다.

릴리패드�아두이노 릴리패드 LED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릴리타이니(Lilytiny)는 1단원 9. 릴리패드�아두이노�종류에서�잠깐�소개되었습니다. 2단원에서
조금�더�깊게�설명해�드리는�이유는�다음 3단원�실습의�프로젝트�진행�안에�들어가게�될�아두이노
가�릴리타이니로�사용하기�때문에�다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릴리타이니는�빛을�이용한�효과를�프로그래밍�없이�쉽게�적용할�수�있으며, 크기가�약 20mm로
100원�동전�보다�조금�작은�크기입니다. 마이크로컨트롤러 ATtiny85 기반으로�하여,  총�핀의�개수
는 6개로 (+), (-) 전원�핀과�디지털�핀인 0번, 1번, 2번, 3번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4개의�디지털�핀
은�각�각�다른�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프로그래밍이�되어있습니다. 0번�핀은�숨쉬기�기능 1번�핀은 
심장박동�기능, 2번핀은�켜지고�꺼지는�기능,  3번�랜덤하게�빛이�페이드�기능�입니다. 각�효과가�다르기 
때문에�표현하고자�하는�기능에�맞춰�연결하면�됩니다. 이렇게�릴리타이는�빛을�이용한�효과를 
프로그래밍�없이�쉽게�적용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반대로�프로그래밍�하려면�별도로�연결하는 
커넥터가�있어야지만�사용할�수�있습니다. 

3. 릴리타이니(Lily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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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 전압

핀다리 개수

ATtiny85

1.8-5.5 V

8

디지털 핀 개수 4

▲ 릴리타이니 [Lilytiny]



크기 20mm로 (+), (-) 전원장치와 0번~3번까지�총 4핀의�디지털핀이�있습니다. 중앙에�검은색�칩
은�릴리타이니의�하드웨어인 ATtiny85는�컴퓨터의�하드웨어처럼�두뇌역할을�하는�핵심칩으로 
다양한�특성을�컨트롤하고�있습니다. 빗데어, 릴리타이니�하드웨어는�전원공급과�디지털핀에�대한 
기능을�제공하고�있습니다.

릴리타이니(Lilytiny) 중심에�있는 ATtniy85는�총 8핀으로�릴리타이니�보드에 6핀과�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그림을�참고하시다시피�전원장치 (+)는 8번�핀 VCC, (-)는 4번�핀 GND, 디지털
핀인 0번�핀은 5번�핀 PB0, 1번�핀은 6번�핀인 PB1, 2번�핀은 7번�핀인 PB2, 3번�핀은 2번�핀인 
PB3과�연결이�되어있습니다. 이렇게�하드웨어와�릴리타이니�핀과�연결이�되어�각�신호를�보내
기능이�나오게�됩니다.

ATtniy85

1PB5
PB3
PB4
GND

VCC
PB2
PB1
PB0

2
3
4

8
7
6
5

ATtniy85 pinout 

8

4

5

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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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릴리타이니(Lilytiny) 정보

·② ATtniy85 마이크로컨트롤러

20mm

전원장치 디지털핀 ATtiny85



설계�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첫�번째, 종이에�미리�회로도를�그립니다. 두�번째, 만들고자�하는�섬
유에�직접�그립니다. 세�번째, 트레이싱지나�뒤에�비치는�투명한�섬유에�그립니다. 이�세�가지�방법
중에서�진행하고자�하는�프로젝트에�적합한�방법을�선택해서�진행합니다.

종이에�전자부품의�위치를�먼저�그린�다음에�연결할�회로도를�색깔별로�구분�지어서�그려줍니다. 
예를�들어, (+) 전원장치�회로도는�빨간색, (-) 는�검은색으로�조금�더�쉽게�알아볼�수�있습니다.

초크�펜이나, 기화성�펜을�이용해서�만들고자�하는�프로젝트�섬유에�직접�그리는�방법입니다. 초크
펜이나�기화성�펜은�시간이�지나면�자연스럽게�사라지므로�바로�도안을�그린�다음에, 그�위에�바느
질을�빠르게�진행할�수�있습니다.

바느질하기�전�설계를�완벽하게�한�후, 바느질하셔야�합니다.  생각한대로�바느질이�이루어지면�좋
겠지만�막상�바느질하다�보면�생각과는�달리�다른�결과물이�나오거나�프로젝트의�완성도가�다르게 
나올�수�있는�불상사를�대비하여�설계를�진행한�후에�바느질하도록�합니다.

·① 종이에�회로도�그리기

·② 섬유에�회로도�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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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와�봉제

종이에 회로도 그리기 섬유에 회로도 그리기
트레이싱지, 비치는

섬유에 그리기



바느질 할 봉 縫, 제작할 제 製봉제(縫製) = 

트레이싱지·비치는�섬유 (뒤에�비치는�천�종류) 를�이용하여, 만들고자�하는�섬유�위에�대면서�그리
는�방법입니다. 즉, ② 섬유에�회로도�그리기가�직접적인�방법이라면 ③ 트레이싱지·비치는�섬유에 
그리기는�간접적인�방법으로�볼�수�있습니다. 트레이싱지·투명한�섬유를�마스킹테이프로�고정하여, 
섬유�위에�전자부품�위치를�먼저�그린�후�에�연결할�회로도를�색깔별로�구분�지어�그려줍니다.

웨어러블�전자부품을�봉제할�때, 전도성�실을�이용하여�손바느질로�작업을�진행합니다. 단, 진행할
때, 연결할�각�핀에 2번�이상�감은�후에�바느질하셔야지만�전도가�잘�되어�원하는�결과물을�만들�수 
있습니다.

맨�처음�바느질을�시작할�때, 매듭을�먼저�지은�후에�각�핀에 2번�이상�감아줍니다.  감아�준�후에�바
느질�홈질로�다른�전자부품과�연결하는�과정을�통하여�원하는�프로젝트의�결과물을�볼�수�있습니다.

·③ 트레이싱지·비치는�섬유에�그리기

·봉제

1. 매듭짓기 2. 각 핀에 2번 이상 감기 3.  홈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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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는�전도성�실로�손바느질을�하여�프로젝트를�진행할�수�있습니다. 바느
질�방법�중에서�가장�대표적인�홈질�바느질�방법으로�하단, 설명을�참고로�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

홈질�바느질은�바느질�중에서�기초적인�방법의�하나입니다. 바늘땀을�일정한�간격으로�위아래
드문드문�성기게�꿰매는�바느질�방법으로�주로, 겹옷·홑옷의�치마폭을�잇는�데�쓰입니다.

홈질�바느질�하는�과정�첫�번째로, 바늘에�실을�넣어�매듭을�지어�바느질하고자�하는�천에�바느
질을�시작합니다. 두�번째, 위에서�말씀드렸던�홈질�방법으로�바느질을�진행한�후, 마지막으로 
마무리�매듭짓기�방법으로�진행합니다.

5. 손바느질�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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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질

·홈질�바느질�과정

바늘땀을 위아래로 드문드문 성기게 꿰매는 바느질의 한 방법홈질 = 

1. 바늘 매듭짓기 2. 홈질 하기 3. 마무리 매듭짓기

만들랩�유튜브�채널을�통해서�쉽게�따라�해볼�수�있습니다.만들랩



바늘�구멍에�실을�넣은�후, 바늘끝에 2~3회�감으면서�밑으로�잡아당겨�꼬임을�만들어줍니다.

홈질을�시작할�지점의�뒤에서�앞으로�바늘을�빼줍
니다. 단, 일정한�간격을�두고�원하는�길이만큼�반
복�한�후�매듭을�지어줍니다. 

홈질이�끝나면�바늘을�뒤로�빼서�끝매듭을�지을�곳에�바늘을�대고�손가락으로�눌러�잡아준�뒤,
실을�바늘�끝에 2~3회�감으면서�밑으로�잡아당겨�매듭을�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천에�꼭�붙도
록�끝매듭을�지어줍니다.

·① 바늘�매듭짓기

·② 홈질�하기

·③ 마무리�매듭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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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늘구멍에 실 넣기 2. 바늘끝에 2~3회 감기 3. 밑으로 잡아당겨 매듭 만들기

①②

③

④

⑤

1. 바늘 매듭짓기 2. 홈질 하기 3. 마무리 매듭짓기

2. 바늘 끝에 2~3회 감아 매듭 만든 후,

천에 꼭 붙도록 끝매듭 짓기
1. 바늘 뒤로 빼기



바느질할�때, 이것만은�꼭�유의하셔야�할�점이�있습니다. 바로�전도성�실로�바느질을�할�경우인
데요. 전도성은�전선의�역할처럼�전기�신호를�보내기�위해�사용되므로�다른�실과�교차�되거나, 
조금이라도�닿으면�합선이�되어�원하는�프로젝트의�결과물이�나오기가�힘듭니다.

전도성실이�교차�될�경우를�말씀드리면,  + 전류가�흐르는�전도성실�그�위에�다른�전류가�흐르는
실이�그�위로�교차가�되면�다른�전류끼리�만나�합선이�됩니다. 아주�살짝이라도�전도성�실이�다른
전류가�흐르는�실에�닿게�될�경우�또한�합선되어�원하는�결과물이�나올�수�없게�됩니다.

·④ 바느질�유의사항

전도성실 교차 (×) 전도성실 닿으면 (×)

전도성 실 교차 (×) 전도성 실 닿으면 (×)

다른 부품에 잔 실 노출 (×) 전도성 실이 중간에 끊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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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실은�대부분�스테인레스�스틸로�만들어져�전선의�역할을�대신�해주는�바느질�회로용�실
입니다. 연결할�때�다른�전류가�흐르는�실과�겹쳐지지�않도록�잘�바느질을�해야�합니다. 불가피하게 
접촉이�될�경우에는�절연테이프를�이용하여�합선을�방지하도록�합니다. 맨�처음에�보드에�연결할 
때는 2 -3번�감고�나서�바느질을�해줍니다. 실이�비교적�잘�엉키고�끊어지기�때문에�왁스를�바르고 
진행하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또한, 나일론�성분이�없어서�인두기를�통해�납댐하여도�타지 
않는�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 전도성 실 ▲ 일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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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유의사항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기

1

2

3

4

5

다른�전류가�흐르는�전도성�실과�교차하면�합선이�된다.

다른�전류가�흐르는�전도성�실과�닿으면�합선이�된다.

전도성�실이�다른�부품에�잔�실이�노출되면�합선이�된다.

전도성�실이�중간에�끊기면�전류가�흐르지�않는다.

전도성�실이�비교적�잘�엉키므로, 세게�당기면�쉽게�끊어진다.



앞에서 4.설계와�봉제 5.손바느질의�기초를�배운�토대를�기반으로�이번 6.예제실습에�적용시켜 
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유튜브�만들랩�채널을�통해서�쉽게�따라�해볼�수�있습니다.

6. 예제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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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타이니(LilyTiny) 릴리패드, 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코인셀�배터리(CR2032), 릴리패드 
LED 3개, 전도성�실, 일반�실, 바늘, 일반�천 or 펠트지

 재료�준비물

릴리타이니(LilyTiny) 릴리패드 LED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회로도

( + )  극 릴리타이니 (숫자) 

0 :  숨쉬기�기능
1 :  심장�박동�기능

( - )  극 2 :  켜지고�꺼지는�기능 
3 :  페이드 (fade) 기능

디자인�스케치

릴리패드 LED

코인셀 배터리 
홀더 스위치

릴리타이니

※ 디자인 도안의 참고자료는 만들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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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 핀에�전도성�실로
 2번이상�감아주세요.

도안을�따라�펠트지를�자르고�꾸며줍니다.

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핀은�릴리타이니
(+)핀에, 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핀은�릴리
타이니 (-)핀에�연결합니다.

코인셀�배터리가 (+)극이�보이는�방향으로�코인셀
배터리홀더�스위치에�넣어줍니다.

릴리타이니�디지털�핀(0번~3번) 중에서�원하는
기능에�해당되는�핀을�정한�후, LED (+)극에�연
결해줍니다. 반대로 (-)극은 (-)극에�연결합니다.

앞에서�만든�펠트지에�꾸민�도안을 LED 위로�가린 
후, 일반�실로�바느질�합니다. 코인셀�배터리홀더 
스위치에 ON으로�하면 LED에�불이�들어오면�완성!

만들랩�유튜브�채널을�통해서�쉽게�따라�해볼�수�있습니다.만들랩

+

+-
-

1 2

3 4

5 6





액세서리�프로젝트�진행하기

트윙클�머리띠

스카프�머리띠

플라워�목걸이

48

52

56

60

64

68

72

76

그린블루�브로치

레드퍼플�브로치

반짝이�팔찌

데이지�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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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실습하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DIY 액세서리 프로젝트 실습하기



1. 액세서리�프로젝트�진행하기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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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때까지 배운 토대로 직접 DIY 만들어서 착용해보자!

웨어러블�디바이스 DIY 
액세서리�프로젝트�실습하기

1단원에서�전반적으로�웨어러블�디바이스란? 웨어러블�디바이스�역사와�릴리패드�전자부품에�대한 
아두이노와�출력장치, 전원장치에�대한�전반적인�소개로�단원이�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장으로 
2단원에서는�전기의�기초와�기본�바느질�방법�알아보기를�통해서�배운�기초지식을�바탕으로�전도성 
실을�이용하여�릴리패드 LED 불빛을�나타내는�동작까지�진행하였습니다. 

이번 3단원에서는�앞에서�배운�토대로�웨어러블�디바이스�프로젝트�액세서리를�직접�만드는�단원
으로, 직접�만들어�착용할�수�있습니다.  

01
CHAPTER 

시작하기

02
CHAPTER 

준비하기

03
CHAPTER 

실습하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릴리패드 전자부품에 

대해 시작하기

전기의 기초와 

기본 바느질 

방법 준비하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DIY 액세서리 

프로젝트 실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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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신체별로�나누어져�있어�착용하고자�하는�신체부위에�따라�키트를�선택하셔도�됩니다. 이번 
3단원�액세서리�프로젝트�실습하기를�통해�여러분들도�아래�예시사진과�같이�만들�수�있습니다. 릴
리패드의�전자부품의�기술적요소와�웨어러블�디바이스�액새서리를�꾸며주는�디자인의�융합으로 
더�효과적으로�만들면서�배울�수�있습니다.

신체별로 나누어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Accessory KIT 

착용부위에 따라 선택 가능

직접 DIY로 바로 착용 가능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목 (neck)

팔 (arm)

머리 (head)

발 (foot)

가슴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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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원에�있는�모든�액세서리�키트는�메카솔루션(www.mechasolution) 사이트를�통해서�구매하
실�수�있습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키트는�총 7가지로, 신체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 머리, 목, 가슴, 팔로
각각�착용하고�싶은�신체별로�선택하실�수�있습니다. 또한, 만드는�방법도�유튜브를�동영상을�통하
여�쉽게�만들�수�있습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키트는�실생활에�바로�착용�가능한�액세서리를�만드는 KIT 구성으로,
프로그래밍이�된�릴리타이니�아두이노 (LilyTiny)와�전원장치, 출력장치인 LED에�빛을�표현하는 
액세서리�만들기�키트입니다. 만든�후�바로�실생활에�착용하여�사용할�수�있는�액세서리로�다양한 
형태로�활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키트�구성품�안에�만드는�설명서와
만드는�동영상, 착용�예시�사진을�통해�더�쉽게�높은�퀄리티를�만나실�수�있습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는�시대를�이끌어�갈�차세대�핵심산업이자�스마트�기기로�다양한�영역으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방향을�토대로�이�키트를�통해서�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한�이론과�디자인, 기술의 
융합을�토대로�직접�만들어�착용함으로써�새로운�경험을�제공해줍니다.

·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키트

www.mechasolution.com 교육용·DIY 키트



·기본�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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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웨어러블�디바이스�액세서리�키트�기본�연결�방법은�크게 2가지로�릴리타이니�포함된�회로도
와�포함이�되지�않은�회로도로�나누어져�있습니다. 해당하는�회로도를�참고하여�진행하면�됩니다.

바느질�연결�방법이�어려우면,  2단원  39Page  4. 설계와�봉제와 40Page 5. 손바느질의�기초를�다시 
확인한�다음에�회로도를�참고하시거나, 메카솔루션�유튜브�동영상을�통해서�쉽게�따라�하실�수�있습
니다. 제일�중요한�포인트는�릴리타이니�디지털핀을�어떤�기능을�할지�정한�후, 회로도�방향을�설정
하셔야지만�더�좋은�결과물을�만날�수�있습니다.

릴리타이니(LilyTiny)

( + )  극

( - )  극

릴리패드 LED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 + )  극 릴리타이니 (숫자) 

0 :  숨쉬기�기능
1 :  심장�박동�기능
2 :  켜지고�꺼지는�기능 
3 :  페이드 (fade) 기능

( - )  극

릴리패드 LED코인셀�배터리홀더�스위치

















































만들랩�유튜브�채널을�통해서�쉽게�따라해볼�수�있습니다.만들랩

















Wearable Device Accessory 

웨어러블�디바이스는 4차산업혁명�시대�안에서�차세대 
스마트�기기로�다양한�영역에서�활용되어�저희�일상생활
에서�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이렇게�시대를�이끌어 
갈�차세대�핵심산업으로�된�만큼, 이�책을�통해서  DIY로�한 
걸음�더�쉽게�배울�수�있도록�구성되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착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