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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야간 안전복의 기능성 및 가시성 평가

Evaluation of the Functionality and Visibility 
of Commercial High-Visibility Clothing for Nighttim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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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ssist the further development of hight-visibility clothing this study compared the visibility and subjective wear 
sensation of commercial protective vests with retro-reflecting materials or LEDs. Nine subjects compared high-visibility 
vests to evaluate how easy they were to see when exposed to the headlight of a car at night, and the subjects assessed 
the wear sensation of the vests also. The intensity and visibility of five different colored LEDs assembled on the 
five substrates separately were also evaluated to select the suitable LED color for night protective clothing. The intensity 
of illumination was measured by an illuminometer, and the visibility was evaluated by 11 participants both in a dark 
room and in front of a car outdoors at night. Results showed, the most effective LEDs were high intensity LEDs 
which shift blinking red and white were most effective. However, excessively high intensity of illumination could 
decrease the working efficiency. In subjective wear evaluation, the most favorable vest had a front opening, were 
adjustable at the sides, and had an electric power switch on the front of the vest.

Keywords: hight-visibility clothing for nighttime usage, LED visibility, retro-reflecting  material, intensity of LED 
illumination, blinking of LEDs

Ⅰ. 서론

야간용 안전조끼는 환경미화원, 건축 및 도로공사 작

업자, 교통경찰, 주차안내요원 등 매우 다양한 직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야간 레포츠용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낮에 눈에 잘 띠도록 주황색이나 형광연두색, 
또는 밝은 회색이나 흰색 등의 원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

으며, 어두운 밤에도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 소재를 적용

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이 재귀

반사소재가 적용된 야광 안전조끼를 착용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소식은 종종 들려오고 있다(“안

전장비 없는 ‘환경미화원’, 아파도 참고 일해”, 2009; “환

경미화원들 “새벽청소 겁나요””, 2008; “환경미화원, “또 

교통사고”, 2005;” “미화원 야광띠 잘안보여 사고막을 안

전장비 필요”, 1995). 따라서 이러한 야광 안전조끼의 성

능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눈에 잘 띄

는 안전복의 적용이 요구된다. 
최근 야간작업이나 레포츠용으로 LED를 적용하여 가

시성을 높이거나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활용한 의류들의 

개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판 제품

에 대한 객관적 사용평가나 비교가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워, 어떠한 특성의 제품이 보다 기능적인지, 그
리고 개선되어 할 부분들은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야간 안전복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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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발광 의류 사례. 왼쪽부터 Scrolling LED T-shirt, Philips Lumalive의 발광직물을 이용한 티셔츠, 

한성엘컴텍의 안전복, 이퀄라이져 티셔츠.

는 가시성이 우수해야 하나 어떠한 특성의 의복이 보다 

가시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떠한 색상의 LED를 적용했

을 경우 눈에 잘 띄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귀반사소재 및 LED가 적용

된 야간용 시판 안전조끼 6종을 대상으로 가시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특성의 의복이 야간에 눈에 잘 띄는

지를 밝혀내고, 착용이나 작업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개발될 야간용 안전복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야간 안전복에 LED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색상의 

LED가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도 및 가시성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야간용 LED　안전조끼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는 화합물 반

도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

으로 변화하여 신호를 보내고 받는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

자로, 재료종류와 구성 물질에 따라 다른 파장의 빛을 조절

할 수 있어 응용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김민식, 2003). 
LED를 의복에 적용한 예도 [그림 1]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Buechley(2010a, 2010b, 2008)는 LED
를 이용하여 무늬를 만들거나 방향 지시 화살표 등을 나타

낼 수 있는 ‘Electric Tank Tops’와 ‘방향등 재킷(Turn 
Signal Biking Jacket)’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유연한 LED 
보드를 이용하여 문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NYX 
clothing의 ‘NYX illuminated clothing’이나 Computer 
Gear의 ‘Scrolling LED T-shirt', Hexagram Institute에서 

개발된 ‘Message in a Jacket’도 있다. 또한 Philips 
Lumalive의 발광 직물은 소리의 비트를 비주얼한 이미지

로 그래픽이 가능하다. 이는 직물이나 의복을 마치 살아있

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의복뿐 아니라 다양한 섬유

제품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LED라이트의 변신은 무죄+
카멜레온”, 2007). 

그리고 LED외에도 의류용 형광발광물질(EL: 
Electro-luminescence)을 사용한 발광 의류들도 선보이고 

있는데 소리에 따라 불빛이 움직이는 이퀄라이저 티셔츠가 

대표적이다(“나, IT 입었다.”, 2007). 국내에서는 EL을 옷 

속에 집어넣은 야간 안전복도 출시되었데 물세탁과 구부러

짐이 가능하며 1Km 앞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한다(“한
성엘컴텍, 야간 사고 줄이는 ‘스마트 의류’ 출시”, 2007). 

LED 안전복에 대한 연구로 LED를 적용한 안전조끼

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안전

조끼의 사례를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 방향을 도출한 후 

심미성과 다기능성 및 다목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

복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있다(김미현, 2010). 
LED 안전복은 아직까지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

만 경찰이나 주차단속원의 안전복, 야간 레포츠용 안전복 

등 앞으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LED 조끼'로 음주단속 직원 보호”, 2010). 그러나 아직 

이러한 발광의류들에 대한 설계방법이나 시판제품들의 

문제점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형

편이다. 

Ⅲ. 연구방법

1. 안전조끼의 기능성 평가 방법

시판 야간용 안전조끼들의 가시성 및 착용감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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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복
작업용 안전조끼 라이딩웨어

A B C D E F

실물

LED 켠 모습 - -

재귀반사 색상 은색 흰색 흰색 흰색 연두색 흰색

LED 색상 × 적색 적색+청색 적색 × 적색

LED 점멸 - 점멸
점멸

(색상교대) 점멸 - 비점멸

LED 전구 형태 
및 배치 특성

- -
약간 유연한 

막대(bar) 타입의 
LED

컨트롤러 - -

전원 스위치 - 컨트롤러와 앞판 
겉(2곳)

컨트롤러와 앞판 
겉(2곳) 컨트롤러 (1곳) - 의복 어깨 부분 

(1곳)

여밈 장치 유무
앞여밈
-벨크로

앞여밈
-벨크로

앞여밈
-벨크로

측면 -벨크로
(사이즈 조절 겸용) 풀오버 스타일 풀오버 스타일

사이즈 조절 × 측면-벨크로 측면-벨크로 측면-벨크로 측면-고무줄 측면-고무줄

<표 1> 실험에 사용된 안전조끼들의 특성

위해 사용된 실험의복의 특성 및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의복 특성

 실험에 사용된 시판 야간용 안전조끼는 <표 1>과 같

이 모두 6종으로, 작업용 안전조끼 4종과 자전거 등을 탈 

때 착용하는 야간 안전용 라이딩웨어(riding-wear) 2종이 

포함되었다. 작업용 안전조끼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연두색과 주황색으로 한정하여 선택하였으며, 특히 

LED 적용 제품은 LED의 종류 및 색상, 부착방법, 그리

고 조끼의 형태 등 특성들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2010년 12월 실험 당시 라이딩웨어는 시

판되고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 LED가 적용되지 않은 것

과 적용된 것을 구매하였다. 재귀반사 소재는 모든 실험

의복에 적용되어 있었으며, LED는 실험의복 B, C, D, F
에만 적용되어 있었다. 

2) 안전조끼의 가시도 평가실험

어떠한 특성의 야간용 안전조끼가 눈에 잘 띄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그림 

2]와 같이 야간에 가로등이나 주변 불빛이 최소화된 실외

에서 실시하였으며, 승용차의 전조등을 켜고 전조등으로

부터 20m 떨어진 곳에 실험의복들을 P1〜P4까지 위치

시킨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하향 

전조등 가시거리는 약 40m로 알려져 있으나(배전미, 
1999), 본 실험에서 승용차 전조등의 불빛이 실험의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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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반사 소재에 비쳤을 때 충분한 반사효과를 낼 수 있

는 거리는 이보다 짧았고, 의복별 상대비교였기 때문에 

승용차 전조등에서 실험의복까지의 거리는 20m로 설정

하였다. 
피험자로는 남녀 대학생 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승

용차 옆에 서서 4벌씩 제시된 의복들 중 몇 번째 위치의 

의복이 가장 눈에 잘 띄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

르도록 하였다. 이유로 제시한 항목은 ‘조끼의 색’, ‘조끼

와 재귀반사 소재 색의 대비’, ‘재귀반사 소재의 밝기 및 

면적’, ‘LED의 밝기’, ‘LED의 색상’, ‘LED 점멸’의 6개

였다. 실험의복들은 위치와 순서효과가 배제될 수 있도록 

<표 2> 와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총 15회의 실험을 

통해 의복별로 10회씩 평가되도록 하였다. 이때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는 좌우 두 전조등의 불빛이 겹쳐지는 내측

(P2, P3)과 그렇지 않은 외측(P1, P4)의 밝기가 서로 다

를 것으로 예측되어, 의복별로 내측과 외측에 놓이는 회

수가 같아지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결과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실험의복의 가시도 평가 실험

실험 회수
위치별 실험의복 배열

P1
외측-왼쪽

P2
내측-왼쪽

P3
내측-오른쪽

P4
외측-오른쪽

1 A D B C
2 B C E A
3 C F A B
4 E A B D
5 A B D F
6 B F A E
7 C D A E
8 F A C D
9 A C E F

10 D E F A
11 D E B C
12 F B D C
13 B C E F
14 D E F B
15 E F C D

<표 2> 실험회수별 실험의복의 위치 및 평가 순서

실험의복
출현빈도(회) 합계

(회)P1 P2 P3 P4
A 3 2 3 2 10
B 3 2 3 2 10
C 2 3 2 3 10
D 3 2 2 3 10
E 2 3 3 2 10
F 2 3 2 3 10

<표 3> 위치별 실험 의복들이 놓이는 횟수

3) 안전조끼의 착용평가

9명의 피험자에게 라틴스퀘어법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

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험의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전조등에서 20m 떨어진 앞에서 빗자루로 쓰는 작

업을 5분간 실시한 후 착용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의복 착탈이 편리함’, ‘활동에 

편리함’, ‘조끼가 무거움’, ‘착용시 이물감이 없음’, ‘사이

즈가 적합함’, ‘착용감이 편안함’, ‘스위치 조작이 편리

함’, ‘깜박임 때문에 작업에 방해됨’, ‘눈이 부셔 작업에 

방해됨’의 9항목과 ‘기타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자유 서술형 문항 1개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가 실시

되었다.

2. LED 색상에 따른 가시성 비교

어떤 색상의 LED가 눈에 가장 잘 띄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ED 색상별 조도 및 가시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였다. 

1) LED 색상별 조도 측정

LED의 색상별 조도를 비교하고자 동일한 종류의 

LED들（NBL-R5, Ningbo Bright Co.)을 색상별로 [그
림 3]과 같이 16개를 4×4의 배열로 기판에 조립하였다. 
비교 색상은 모두 5가지로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이었다. LED의 실제 조도를 비교해 보기위해 디지털 조

도계(TES-1330A, TES Electrical Electronic Co.)를 이용

하여 색상별 조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조도 측정시 기판

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에 의한 빛의 반사를 최소화하

기 위해 기판에서 LED가 부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검은 종이로 모두 덮었다. 그리고 LED 이외에 주

변으로부터의 빛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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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가 뚫린 검정색 원통을 이용하여 LED 부분을 덮

고 윗부분은 조도계로 막은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LED를 켠 후 한동안 조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현

상이 있어 LED 전원을 켠 후 조도가 비교적 안정되는 10
분후부터 10분 간격으로 조도를 측정하였다. 조도는 색상

별로 3회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2) LED 색상별 가시성 비교

주관적 가시성에 대한 비교 평가실험에는 남녀 대학생 

11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5개 색상의 LED를 모두 켜

자마자 순간적으로 눈에 가장 빨리 들어오는 색상이 무엇

인지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고르도록 하였다. 실험은 시

판조끼의 주관적 착용실험에서와 같이 어두운 야간에 실

시하였으며, 불을 끈 어두운 실내와 자동차 전조등이 비

치는 실외에서 모두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에는 빈도분석

이 이용되었다. 

[그림 3] LED 색상별 가시성 비교를 위해 조립된 LED 

기판모습(왼쪽)과 LED를 켠 모습(오른쪽)

   

[그림 4] 외부 빛을 차단하고 조도계를 이용하여 LED의 

조도를 측정하는 모습

Ⅳ. 연구결과 및 토의

1. 안전조끼의 기능성 평가 결과

안전조끼들의 가시성 평가결과는 [그림 5]와 같았다. 
적색과 청색 LED가 교대로 깜박였던 실험의복 

C(42.2%)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적색 

LED만 깜박였던 B(27.4%)와 D(17.8%)가 그 뒤를 이었

다. 그리고 LED 점멸기능이 없었던 F(5.9%)가 그 다음

이었고,  LED가 없이 재귀반사테이프만 적용되어있는 E
와 A는 가시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LED와 재귀반사 소재가 함께 적용된 안전조끼가 재

귀반사 소재만 적용된 것보다 훨씬 눈에 잘 띔을 알 수 

있었다. 
안전조끼별로 눈에 가장 잘 띄었던 이유들을 교차 분

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먼저 의복종류와 관계없

이 ‘가장 눈에 잘 띄었던 이유’에 대한 빈도들을 살펴보

면, ‘LED의 깜박임’이 45회,  ‘LED의 색상’이 42회, 그

리고 ‘LED의 조도’가 31회로 다른 이유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실험의복 C, B, D가 가시성이 상대

적으로 우수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실험의복 B는 ‘LED
의 조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빈도가 16회로 가장 

높았고, 실험의복 C에 대해서는 ‘LED 색상’(31회)과 

‘LED의 깜박임’(17회)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의복 B, C, D는 모두 적색의 LED가 켜지고 점멸기

능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유독 의복 C의 가시성이 월

등히 높았던 이유는 적색 LED와 함께 청색 LED가 교대

로 깜박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즉, 두 가지 다른 색상의 

LED가 교대로 깜박이는 것이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색상의 LED가 교대로 

켜지면 LED가 꺼져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높

은 가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색 자체는 가시성이 높은 색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에서 가시성

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이유는, 다를 실험의복들의 경

우 모두 적색 LED만 켜졌기 때문에 청색 LED 색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실

제 도로환경에서도 청색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이

후 눈에 잘 띄는 색상의 LED를 찾아 두 색상의 LED가 

교대로 깜박이도록 안전조끼를 설계한다면 가시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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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수한 안전조끼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5] 의복별 가시성 평가

선택한 안전조끼가 
가장 눈에 잘 띄었다고 

응답한 이유

가장 눈에 띈다고 선택한 빈도(회) 합계
(회)A B C D E F

안전조끼 색상과 재귀반
사  테이프 색의 대비

1 2 1 1 0 1 6

재귀반사 소재의 조도 0 1 2 0 3 1 7

재귀반사 및 LED의  
적용 면적

1 1 0 0 1 0 3

LED의 조도 0 16 6 6 0 3 31

LED의 색상 1 6 31 2 1 1 42

LED의 깜박임 1 11 17 14 0 2 45

합  계(회) 4 37 57 23 5 8 134

<표 4> 안전조끼들이 가장 눈에 잘 띈다고 선택한 이유

와 실험의복별 선택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2. 안전조끼의 착용평가 결과

안전조끼의 착용실험 결과 <표 5>와 같이 일원분산분

석에서 ‘의복 착탈의 편리함’, ‘활동에 편리함’, ‘조끼가 

무거움’, ‘스위치 조작이 편리함’, ‘깜박임 때문에 작업에 

방해됨’, ‘눈이 부셔 작업에 방해됨’의 6개 항목이 95% 
신뢰수준에서 의복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착탈의 편리함’에 대한 평가에서는 앞여밈에 벨크

로 잠금 장치가 있는 의복 A, B, C가 착탈이 가장 쉽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앞여밈이 아닌 측면에 밸크로 여밈이 

있는 D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별도의 여밈 없이 측면이 고무줄로 처리된 의복 E와 F는 

입고 벗기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두 의복은 활동성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LED나 별

도의 장치가 없어 가벼웠던 의복 A도 활동성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끼의 무게는 LED용 배터리가 들어간 

의복 B, C, D가 다른 의복들보다 무거운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이것은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을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의복 B, C, D에 사용된 배터리는 

7cm×3cm×1.5cm 정도의 크기로 AA사이즈 건전지 2개

가 삽입된 것이어서 다소 무게감이 있었다. 안전조끼는 

주로 작업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활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하고, 장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작

고, 가벼운 배터리 적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착용 시에 전선이나 컨트롤러 등의 장치들 때문에 느

낄 수도 있는 이물감은 의복간 차이도 없었고 크게 문제

되는 의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도 대부분 측

면에서 밸크로를 이용한 조절이 가능하거나 고무줄로 처

리되어 있어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의복 A만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

았다. 착용감도 대부분의 의복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

았으며 의복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치 조작의 편리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끼 안에 

삽입되어 있는 컨트롤러에만 전원 스위치가 있는 의복 D 
보다는 앞판의 겉에 스위치가 하나 더 드러나 있는 B와 

C가 더 편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어깨부분에 전

원스위치가 있는 라이딩웨어 F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평

가되었는데, 실험 중 피험자들이 어깨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가 겉에 표시된 스위치 위치와 위치가 어긋나

있거나 눌렀을 때 잘 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
LED의 깜박임이나 눈부심이 작업 효율을 저하시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서는 LED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복 D가 깜박임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눈부심도 의복 B, C와 함

께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다른 의

복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작업 수

준이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었고 작업시간도 길지 

않아 깜박임이나 눈부심으로 인한 작업 방해 수준이 보통 

남짓의 평가를 받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만약 도로에서의 공사 등과 같이 보다 정교

한 작업을 요하고 장시간의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불빛의 깜박임이나 눈부심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

거나 작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김미현(2010)의 연구에서도 LED 안전조끼의 경우 램

프가 일률적으로 깜박거리는 점멸 기능만 있어 주목성과 

안전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며,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

에서 빛의 반사가 심해 사용자의 눈부심에 따른 눈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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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실험의복

유의확률*
(α=.05)A B C D E F

의복 착탈이 편리함 4.2a 4.0a 4.1a 3.2b 2.6b 2.2b .001
활동에 편리함 4.3a 3.4ab 3.7b 3.7b 4.8a 4.1ab .021
조끼가 무거움 1.4b 3.0a 2.8a 2.6a 1.7b 2.2ab .000
착용시 이물감이 없음 3.7 3.8 3.9 3.7 3.8 3.4 .932
사이즈가 적합함 2.7 3.8 3.6 3.7 3.6 3.3 .327
착용감이 편안함 3.6 3.8 3.9 3.8 4.0 3.2 .635
스위치 조작이 편리함

** - 3.9a 4.0a 3.0ab  - 2.6b .024
깜박임 때문에 작업에 방해됨 1.8c 2.9ab 2.9ab 3.4a 2.1c 2.7abc .021
눈이 부셔 작업에 방해됨 1.8c 3.0a 2.9ab 3.2a 1.6c 2.1bc .000

abc : 던컨 테스트 결과(α=.05)
* : 일원분산분석에서의 유의확률(α=.05)
** : 의복 A와 E는 스위치가 없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함.

<표 5> 안전조끼 착용실험 결과

실험

의복

불편사항

눈에 

잘 안 띔

착탈 

어려움

배터리가 

무거움

깜박임 

때문에 불편
기타

A 1* 　 　 　 사이즈 커 불편(3*)

B 　 　 1 　 배터리가 한쪽으로 쏠림(1)

C 　 　 2 2 너무 눈부심(1)

D 　 3 　 1 컨트롤러 삽입 포켓 허술(1)

E 1 3 　 　 　

F 1 1 　 　 고무줄이 불편함(1)
* : 표 안의 숫자(괄호 안의 숫자 포함)는 응답 빈도임.

<표 6> 의복별 기타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로도를 높여 작업 효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시성이 우수하

면서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조끼를 설계하기 위

해서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끼 앞면

의 LED는 깜박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조도가 너무 높지 

않은 LED를 적용하거나 의복 B와 같이 빛 투과성이 다

소 낮은 재귀반사 소재 등을 활용하여 덮어줌으로써 눈부

심이 심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뒷면은 안전성을 위해 조도가 높은 두 색상

의 LED가 교대로 깜박이도록 설계함으로써 가시성을 높

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복별 기타 불편사항에 대한 자유기술 문항에서는 

<표 6>과 같이 의복 A, E, F의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는 응답이 각각 1회씩 있었고, 의복 D, E, F에 대해서

는 ‘착탈이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의복 B와 C

의 ‘배터리가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B의 경우 배터

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고, 의복 C는 배터리가 

들어있는 컨트롤러 삽입을 위한 포켓에 뚜껑이 없어 몸을 

굽힐 때마다 컨트롤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의복 C와 D의 경우 

LED의 깜박임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복 C에 대해서는 눈이 부시다는 불평도 있었다. 그 밖

에 조끼에 사이즈 조절장치가 없었던 의복 A의 사이즈 

문제와 조끼 측면이 고무줄인 경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있

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시성이 우수한 안전조

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도가 높은 두 가지 다른 색상

의 LED가 서로 교대로 깜박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안전조끼는 앞여밈에 

밸크로 여밈이 있고 측면에 사이즈 조절장치가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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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착탈에 편리하여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3. LED 색상별 조도 및 가시도 평가 결과

1) LED 색상별 조도 측정 결과

조도계를 이용한 조도 측정결과 [그림 6]과 같이 색상

별 빛의 평균 밝기는 녹색(6077Lux)과 백색(5250Lux)이 

두드러지게 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황색

(2510Lux)과 적색(2477Lux)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청색

(700Lux)은 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LED 색상별 조도 측정 결과

2) LED 색상별 가시성 비교 결과

주관적 가시성 비교 평가에서는 어떠한 색상이 가장 

눈에 띄는지를 실내와 실외에서 평가한 결과, 실내에서는 

[그림 7]과 같이 36%의 피험자가 녹색이 가장 밝다고 응

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백색과 적색이 모두 27%, 그 다음

은 황색(9%)으로 나타났다. 녹색이 가장 밝고 청색이 가

장 어두운 것으로 평가된 것은 앞에서의 조도 측정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림 7] 실내에서의 주관적 평가 결과

그러나 실외 실험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백색이 가장 

밝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64%였으며, 그 다음은 적색 

18%, 황색 9%, 청색 9%, 녹색 0%로 조도 실험이나 실

내 실험에서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실외에

서 가시성이 가장 높은 LED는 백색이었고 그 다음은 적

색으로 나타났으며, 조도가 높다고 가시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그림 8] 실외에서의 주관적 평가 결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녹색은 조도도 높고 실내

에서의 가시성도 좋았으나 실외에서는 가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실외에서 주로 착용될 야간 안전복에 적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외 

가시성이 가장 높고 조도도 높은 백색 LED가 야간 안전

복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색상의 LED
가 서로 교대로 깜박이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색상이 더 선택되어야 하는데, 백색 다음으로 실외 가시

성과 조도가 높은 적색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야

간 안전복은 가시성뿐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

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목성과 명시도

가 높으며 긴장감을 주는 색은 적색으로 알려져 있다(한
국케엠케색채연구소, 2010). 따라서 안전복에 두 가지 색

상의 LED를 적용할 경우 실외에서 가시성이 높은 백색

과 함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적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시성이 우수한 야간 안전복 개발을 

위해 시판 야간 안전조끼 6종의 가시성과 착용감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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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그리고 5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의 LED 조도와 주관적 가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

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안전조끼의 가시성 평가 결과, 재귀반사 소재만 

적용된 안전조끼 보다는 LED가 같이 적용된 안전조끼의 

가시성이 월등히 우수했다. 그리고 안전조끼에 적용된 

LED의 조도가 높고, 다른 두 색상의 LED가 서로 교대로 

깜박이도록 설계된 안전조끼의 가시성이 가장 높았다. 
둘째, 안전조끼의 착용실험 결과, 앞여밈과 조끼 앞부

분에 전원 스위치가 있는 제품이 선호되었으며, 측면에 

사이즈 조절 장치도 요구되었다. 
셋째, 백색과 적색 LED가 조도와 가시성 측면에서 야

간 안전복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상으로 평가되었

다. 녹색은 조도와 실내에서의 가시성이 높았지만 실외 

가시성이 가장 낮아 안전복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청색은 

조도뿐 아니라 가시성도 매우 낮았다. 
넷째, LED의 조도가 너무 높거나 앞면에서 깜박일 경

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전복의 뒤판은 

안전을 위해 조도가 높은 LED를 적용하고 두 색상의 

LED가 서로 교대로 깜박이도록 설계하여 가시성을 높이

고, 앞판은 작업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도가 다소 

낮은 LED를 적용하거나, 빛 투과성이 약간 낮은 재귀반

사 소재 등으로 LED 부분을 덮어줌으로써 눈부심을 방

지하고, 점멸기능이 없는 LED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후 개발될 야간용 안전의복 개발

에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LED 의복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도 다양

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작업효율성을 떨어

뜨리지 않고 눈에 피로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시성을 최

대화 할 수 있는 LED의 조도 범위를 찾아내어야 하며, 
작업이나 활동특성에 맞게 점멸 기능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AA 건전지가 2개 정도 들어

가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배터리 무게가 활동 및 착용

감을 저하시킬 수 있어 보다 가볍고 오래 쓸 수 있으며 

충격에도 강한 배터리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실험 중 LED 및 컨트롤러 등의 연결부분의 접촉이 불량

해지는 등의 문제가 종종 있어 연결부분의 내구성을 높

일 수 있는 제품 제작방법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가시성이 높은 야간 안전복, LED의 가시성, 

재귀반사소재, LED의 조도, LED의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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