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 식 문 화 연 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제 18 권 제 3 호, (2010. 6), pp.488～498

－ 488 －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연구
김  미  현†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for Developing the Prototype of LED-Safety Vest
Mi-hyun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10. 3. 17. 접수일 : 2010. 4. 20. 수정완료일 : 2010. 6. 4.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 multi-purpose, multi-functional design for safety vest to enhance the safety 
and user’s availability. With a limited scope to LED-applied safety vest, this study contemplates on the problems 
of safety vest on the market and directions for design development with a view to develop its prototype. This is 
a significant study because it has been conducted concerning a prototype, a cut above the study method of 
constructing a basic theory. For study method, theoretic considerations on LED and safety vest are followed by 
case study for LED-applied safety vest currently on the market to draw out problems. Then, solutions for problems 
with LED safety vest will be found, while planning for a design direction in consideration of safety, functionality 
and beauty. Scope of study was limited to cases of LED safety vests currently on sale online and offline, excluding 
cases of common-form luminosity such as HB luminous vest without LED. Accordingly, results of study will help 
develop the prototype for LED safety vest with an increase of the wearer’s safety, an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developing high-value-added fashion prodcts to meet his aesthetic sense and functionali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Restricted scope for LED-applied safety vest should be extended to an outdoor wear in follow-up 
research for the foundation of higher valu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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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조끼의 안전성 증진과 사

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목적, 다기능성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적절한 보호 장비의 착용
은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작업 조건을 보다 쾌

적하게 할 수 있다. 각 작업 용도에 따른 작업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으나, 작업복이나 
일상복 위에 착용이 가능한 안전조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야간 도로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이나 활동시 주변 상황으로부터 신
체를 보호해 주고 다양한 용도에도 활용이 가능하
며, 기능성이 향상된 안전조끼에 관한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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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영진, “디지털 컬러 의류(Digital-Color Clothing)의 디자인 프로세스”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43. 
2) 이인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IT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29.
3) 박혜영,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광섬유 스마트 의류 디자인 프로토타입의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 32. 

하고자 한다.
어두운 도로나 장소에서는 시설물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야간 도로나 어두운 장소
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시선유도시
설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도로나 장소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1).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
한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LED
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디
자인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안전조끼 프로토타입을 제작
한다. 셋째,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에서 안전성 증진을 목적
으로 착용되고 있는 안전조끼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 개발 방향을 도출한다. 
그리고 실증 고찰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안
전조끼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시판 중인 
안전조끼 중에서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사례
를 고찰하여 문제점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안전조
끼 프로토타입의 제작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착
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심미성을 만족시키는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한 안전조끼 프로
토타입을 제작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안전조끼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LED 관련 전문 서적, 선행 연구, 인터넷 자료를 조
사하였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안전조끼의 국내․
외 사례를 검토하여 디자인적 관점과 테크놀로지
적 관점에서의 기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LED가 적용

<그림 1> 연구 구성도.

된 안전조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인터넷 자료 검
색에서는 ‘LED’, ‘안전조끼’, ‘LED 안전조끼’, ‘안
전용품’, ‘작업복’, ‘재귀반사 소재’ 등의 검색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증적 고찰에서 프로토타입 설
계 및 제작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조끼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여 실물 
제작을 한다. 

이러한 인간의 감성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첨
단 패션 디자인의 개발에는 지속적인 융합형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프
로토타입 제작을 통하여 미래 패션 디자인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LED에 관한 고찰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도 하며,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 발광하는 
반도체 소자이다2)(그림 2). 수명이 백열전구보다 
상당히 길어 에너지 효율이 좋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형광등이나 전구를 대체할 
광원으로 기대되고 있다3). 또한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다른 대다수 광원과 다르게, 불필요한 자외선
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는 빛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4).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민감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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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코산업연구소, LED 및 LED조명 시장의 실태와 전망, (서울: Jinhan M&B, 2009), p. 12.   
5) Ibid., p. 27.

나 예술 작품이나 열조사를 꺼리는 물건의 조명에 
사용된다. 입력 전압에 대한 응답이 빨라서 통신에
도 사용되고, 조명으로 사용할 경우는 점등하자마
자 최대 빛의 세기를 얻을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하
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전구처럼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

LED의 구조와 패션에 적용된 사례

LED의
구조와
실제 모형

        <그림 2> LED(Light Emitting 
Diode)의 구조

        <그림 3> LED(발광 다이오드) 
실제 모형

패션에 
적용된
LED
연구사례

            <그림 4> LED Tank Tops-mit midea 
lab-leah buechley 작품

   <그림 5> Turn signal bike jacket-mit 
midea lab-leah buechley 작품 

패션에 
적용된
LED
연구사례

 <그림 6> Philips Lumalive - 패션
에 활용된 Photonic Textile

 <그림 7> nyx clothing built-in 
flexible display screens

     <그림 8> Speed Vest

이며 진동에 강하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고장
날 확률이 낮다5). 발광 다이오드는 낮은 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광원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치
에 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림 3).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 직접 바라보면 눈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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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키백과, “LED,” (2010년 2월 1일 [2010년 2월 1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n. 

wikipedia.org/wiki/LED
 7) 이인호, op. cit., p. 39.
 8) 남상엽, 박문수, 강정규, (그린에너지의)LED 기술 및 응용, (서울: 상학당, 2010), pp. 17-20. 
 9) 김지원, “한국철도공사 작업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29.  
10) 서은홍, 전기아크로 인한 재해의 예방대책 연구, (서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p. 14.  

현재 소비 전력이 낮고 수명이 길어서 많은 전자
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1개의 소자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는 구조의 발광 다이오드도 있다. 기
기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기의 소형화에 기여하였다. 초기에는 휘도가 낮
았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동작 표시등이나 옥내 용
도에 한정되었지만, 빨강이나 녹색의 고휘도 종류
의 발광 다이오드가 실용화되고 나서는, 역의 행선
지 안내판 같은 옥외용 디스플레이에도 사용되게 
되었다7). 또한 고휘도의 파란색이나 흰색 발광 다
이오드가 생산되고 나서는 경기장의 스크린같은 완
전한 색의 대형 디스플레이, 전구를 대신한 손전등
이나 신호기, 자동차의 방향 표시등이나 미등 같은 
다양한 조명에 이용되고 있다8). 

다음은 LED가 적용된 패션 분야의 사례이다. e- 
Fashion은 전도성 실과 섬유, 마이크로칩, LED, 충
전식 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입을 수 있는 전기가 통하
는 옷을 말한다(그림 4).〈그림 4〉는 스탠포드 대학
의 Computational Textile의 전문가 Leah Buechley
의 'LED Tank Tops'이다. 또한 Leah Buechley는 ‘방
향등 티셔츠’를 개발하였는데,〈그림 5〉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방향등 티셔츠로 사용자의 진행 방
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
다. 이 티셔츠는 뒷면에 화살표 모양의 방향등이 
있어 자전거 뒤 차량에게 전환 방향을 알릴 수 있
도록 디자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등 조절기는 
허리에 위치해 작동이 간편하며,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그림 6〉은 필립스의 ‘Photonic Textile’
로 플랙서블한 얇은 LED에 충전 가능한 전원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옷, 가구, 가방 등에 적용 가능하며, 
정지 화상과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그림 
7〉은 nyx clothing 사의 ‘nyx illuminated clothing’으
로 flexible display screen이 내장된 재킷을 상용화 
하였다. 이는 PDA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원하는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한 마이크가 달려 있어 음악의 비트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도 하고 빛의 밝기도 조절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컨
트롤할 때나 보안요원, 야간작업 환경 등의 여러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그림 8〉은 미국 미네소
타의 자전거 회사 헙 바이크 샵이 개최한 자전거 
장비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속도 전광판 조끼. ‘스
피드 베스트’란 이름의 이 조끼는 등판에 LED 광
선 숫자판이 부착되어 있어 자전거 속도에 따라 해
당 숫자가 후면에 표시된다. 등판의 불빛으로 자전
거 운전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쉽고, 속도까지 정확
하게 표시되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상기 사례는 패션과 LED 기술의 융합에 따른 전
반적인 현황으로 패션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나타
낸다. 다음 장에서는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사
례를 중점으로 고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하여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디자인 설계 방
향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2. 안전조끼에 관한 고찰
안전조끼는 일반적으로 안전을 요하는 작업장에

서 사용되거나 어두운 장소에서 시인성을 주기 위
해서 착용된다9).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는 기존의 
재귀반사소재의 조끼 형태에 LED 튜브를 적절하
게 조끼에 부착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최근 야외 스
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간에 자전거나 조깅을 
하는 이들이 착용하는 생활용 안전조끼로 구분된
다. 세부적인 용도는 야간 스포츠나 야간 낚시용, 환
경공무원, 경찰, 건설현장, 주차 안내원용으로 판매
되고 있다10).

안전조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
다. 하나는 반사소재 안전띠를 조끼 형식으로 제작
한 것이고(그림 9, 10), 다른 하나는 전자에 LED를 
접목한 종류로 구분된다. 이는 야간 작업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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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야간 시인성 증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개발 연구보고서, (서

울: 건설교통부, 2006), p. 32.  
12) 정진아, “재귀반사 안전소재를 활용한 아동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30.
13) “안전조끼” (2009년 12월 [2010년 2월 1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mall.ecplaza. 

net/btobsell/selldetail.do?no=42550
14) “안전조끼” (2010년 1월 [2010년 2월 1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itempage3.auction. 

co.kr/DetailView.aspx?itemNo=a514360103&frm3=V2 
15) “안전조끼” (2009년 12월 [2010년 2월 1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blt-lights. 

com/product/signal_vest/

성 증대를 목적으로 기본 착장복에 덧입는 형식으
로 착용된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도로 보수 작업, 
건설 현장, 비행장의 야외 작업자 등 주로 야간이
나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착용하여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11).

안전조끼의 전반적인 경향과 전개 현황에 대해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웰빙 트렌드에 따라 건
강과 레저를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으로 
야간에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는 등 야외 활동이 많
아지면서 안전을 목적으로 시인성 증진을 위해 착
용하는 안전조끼의 기능성과 패션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모색이 필요하다12). 안전성 증진을 위해 야
간 작업자뿐만 아니라 야간 야외 스포츠 활동 인구
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용품 시장
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안전조끼는 안
전성이라는 기능성만이 강조된 형태이므로 이를 
보완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그림 11〉은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로 일정한 

리듬에 따라 반짝이는 리듬타입으로 램프의 색은 빨
강색이며, 일반 알칼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바
탕재료는 무게감이나 통풍성을 고려하여 망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에 잘 띄도록 형광색을 사용하
고 있다. 그리고 안전띠 부분에 빛에 반사하는 고
휘도 반사테이프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
다. 잠금장치는 어깨와 허리 부분에 벨크로어 테이
프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크기를 조절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온오프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허리 벨트에 위치하며, 주간에는 LED를 
작동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LED를 
작동시켜 사용할 수 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벨크로어 테이프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여 일반인 
착용이 가능하다.〈그림 12〉는 다목적 LED 벨트로 
야간 산행, 낚시,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산업현

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조끼 형식으
로 허리 부분에 여밈이 있으며, LED 빛을 가이드에 
투과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뚜렷하며 눈부심이 적다.〈그림 13〉은 LED 빛을 가
이드에 투과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시인성이 좋
으며, 기존의 LED 램프를 조끼의 일정 간격에 부
착한 방식의 시인성을 개선한 안전조끼 제품이다. 
기존 안전조끼에 고휘도 반사테이프를 사용하여 
낮에는 전원 없이 사용하고, 야간에 LED를 이용하
면 전원을 절약할 수 있다.〈그림 14〉는 ‘Lighting 
Child Safety Vest’로 인라인스케이팅, 사이클, 조깅 
등 야간운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운동시 인버
터 스위치를 작동하면 앞, 뒤로 조끼에 부착되어 있
는 LED가 발광 점멸되며 약 1km 전방에서도 조끼
의 불빛이 식별되어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
방할 수 있다. 조끼의 치수는 약 5세부터 15세까지 
치수 조정이 가능하게 제작되었고, 색상은 오렌지, 
그린, 핑크, 노랑색등이 있다13).〈그림 15〉는 Nite 
Ize사의 LED를 이용한 Sports Vest로 야간 조깅, 사
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그 외 어두운 곳에서의 시
인성 증진을 위해 출시되었다. Nite Ize는 미국 콜
로라도에 위치한 아웃도어 및 플래쉬라이트 부속 
생산 업체이다. Nite Ize Sports Vest는 나일론 망사 
소재로 착용감이 가벼우나, 포켓 등이 없어 기능성
이 부족하다. 가격은 미국에서는 $30에 판매하고 있
으며, 국내 각종 쇼핑 사이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
다14).〈그림 16〉은 캐나다의 자전거 라이트 용품을 
생산하는 BLT사의 ‘Signal Vest’는 조깅이나 자전
거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방향 전환에 따라 방향 
지시등이 발광하여 야외 스포츠 활동시 안전성을 
도모한다. 기존의 제품들이 발광하는 기능에만 치
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방향 지시등이 작동
하여 사용자의 방향 전환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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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끼 사례

<그림 9> 일반 안전조끼 <그림 10> 경찰 안전조끼 <그림 11> LED 안전조끼

  

<그림 12> LED 안전조끼 <그림 13> LED 안전조끼 <그림 14> Lighting child 
      safety vest

<그림 15> Nite Ize sports vest <그림 16> BLT사의 signal vest

고 예방에 기여한다15).
사례 분석에 따른 안전조끼의 문제점으로는 먼

저 시인성 부족에 따른 안전성에 관한 문제이다. 
반사소재 안전띠로 만들어진 안전조끼의 경우, 빛
에 반사하는 특성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
완한 LED가 사용된 안전조끼가 출시되었다. 김지
원(2008)은 “한국철도공사 작업복에 관한 연구”에
서 작업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귀반사 소재
를 사용하여 가시성 문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강희정(2007)은 “조선소 용접복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야간 작업장이나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
을 하는 인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복의 가시성  

향상을 언급하였다. 기존의 LED가 사용된 안전조
끼의 경우 램프가 일률적으로 깜박거리는 점멸 기
능만 있어 주목성과 안전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
하다. 그리고 일정한 리듬에 따라 반짝이는 리듬타
입의 LED 램프는 야간 혹은 어두운 장소에서 빛의 
반사가 심해 사용자의 눈부심에 따른 눈의 피로도
를 높인다. 이는 작업 효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
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능률적인 활동을 위한 안
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안전조끼는 주로 작업장에서 안전사고 방
지를 목적으로 작업자에게 착용되고 있다. 즉, 지나
치게 기능성만이 강조되고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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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진경, “환경미화원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58. 
17) 테플론 가공은 직물에 분자보호막을 형성하여 물, 커피, 음료수, 빗물 등과 같은 수성오염물질, 음식물, 자동

차기름 등과 같은 유성오염물질, 흙, 먼지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을 직물에 스미지 않게 하고 표면에서 구슬
처럼 뭉쳐 굴러 떨어지게 해 제거를 쉽게 한다.  

아 심미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경애(2008)는 “자동
차 정비업체 작업복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작업복
에서 작업능률의 향상과 사용자의 만족도를 위하
여 심미성이 고려되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지
원(2008)은 “한국철도공사 작업복에 관한 연구”에
서 작업복에 요구되는 기능에서 심미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안전조끼는 디자인과 사용 목적
에 따른 연계성이 부족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활
용도가 떨어진다.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장선
옥(2005)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복 개발에 관
한 연구”에서 작업복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기능
성 향상을 개선방안으로 모색하였다.

사례 분석에 따른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문
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인성 부족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 LED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 
현상, 기능성에 치중한 심미적 디자인 결여, 디자인 
및 사용 목적에 따른 연계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 및 개선
할 수 있는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
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실증적 고찰
1. 디자인 방향 및 설계
본 장에서는 기존 안전조끼의 문제점을 파악하

여 이를 보완한 개선된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여 프
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디자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안전조끼 소재에 요구되는 가장 큰 특성으로는 오
염에 저항하는 오염 방지와 통기성에 따른 위생기
능을 들 수가 있다16). 이에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하
여 테플론 처리가 된 "Teflon®"17) 소재를 사용하고
자 한다.   

사례 분석에 따른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문
제점 도출로 이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시인성 부족에 따른 안
전성의 문제는 가이드를 사용하여 빛의 면적을 넓
게 표시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LED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 현상은 가이드에 빛을 투과하
여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기능성에 치중한 심
미적 디자인 결여에 관한 문제점은 기능성 의류의 
대표적 문제점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능성
과 심미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다목적, 다
기능 디자인을 진행하여 디자인 및 사용 목적에 따
른 연계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림 17〉은 안전조끼의 착장화로 착용시 실루

엣을 살펴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앞트
임으로 쉽게 착용이 가능하며, 옆면에 벨클로어를 부
착해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18〉
은 도식화 앞면으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
를 사용하여 LED 램프의 빛을 투과시킨다. 이는 
눈부심 방지와 넓은 면적의 표시로 안전성 증진도 
된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그 밖의 소지품을 수납하
기 위하여 포켓을 디자인하였다.〈그림 19〉는 도식
화 뒷면으로 가이드를 형광 반사 원단에 배치하여 
LED의 빛을 투과시킨다. 또한 등판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표시할 수 있도
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
였고, ‘안전’ 문구는 5단계로 발광을 달리하도록 프
로그래밍 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단순 깜빡거리는 점멸 기능의 안전조끼는 시인
성과 주목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LED의 주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하여 안
전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즉, 디스플레이 방식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되며, 그러지 않을 경
우 기본 텍스타일이나 상호를 넣을 수 있다. 그리
하여 안전조끼의 착용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
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지 혹은 야간 야외 활동자의 경우 착용자의 취향에 
맞게 로고나 텍스타일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
〈표 1〉은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도식화 및 기

기장착 도면으로 LED, LED 디스플레이, 알칼리 배
터리, 전원 버튼의 위치를 설계한다. 안전조끼에는 
다양한 기기와 전선들이 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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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도식화 및 기기 장착 도면
안전조끼 프로토타입 착장화 및 도식화

<그림 17> 착장화 <그림 18> 도식화 (앞) <그림 19> 도식화 (뒤)
안전조끼 프로토타입 제작 도면 및 투시도

<그림 20> LED 디스플레이/ LED/ 전원 위치 도면 <그림 21> LED 디스플레이/ LED/ 전원의 전선 연결 투시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LED 램프와 가이드는 앞․
뒤로 전선과 연결되어 양쪽에 각각 배치되며, 전원 
버튼은〈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면 어깨 
부분에 각각 위치한다. 안전조끼 뒷면의 LED 디스
플레이는 작동의 편의성을 위하여 전원과 알칼리 
배터리를 앞면 허리부분에 설계한다.  

시판 중인 안전조끼는 기능성에만 치중되어 있
기에 착용자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안전성 향상만을 위한 단순 기능에서 벗
어난 인간과 조화되는 심미적 디자인 개발이 필요
하다. 착용자의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
능하여 다양한 여건에 충족하는 다기능성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관한 디자인 모색으로 안
전조끼와 배낭으로 변신이 가능한 가변형 디자인

을 제시한다. 
 
2. 프로토타입 제작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방향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본 연구의 디
자인 방향은 다목적, 다기능성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안전조끼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이 가능한 연계성이 높은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한
다. 

프로토타입 제작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표 2〉는 실물로 제작된 프로토타
입의 상황별 착장 모습으로 크게 3가지 용도로 변
형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시인성을 높인 안전조
끼 용도로의 사용이다. ‘안전’이라는 문구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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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물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상황별 착장 모습
안전조끼 프로토타입 착장 모습 앞/뒤

착장 모습 앞 착장 모습 뒤
안전조끼 프로토타입 후드 착장 모습 앞/뒤/옆

후드 착장 모습 앞 후드 착장 모습 뒤 후드 착장 모습 옆
안전조끼 프로토타입 가방 변형 착용 모습 앞/뒤/옆

배낭 변형 착용 모습 앞 배낭 변형 착용 모습 뒤 배낭 변형 착용 모습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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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윤정, “다기능형 여행용 재킷의 디자인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52.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하고, 안전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즉 추
운 날씨나 눈․비에 대비한 후드의 착용이다. 평소
에 후드는 조끼의 칼라 부분에 접어 넣어 거추장스
러움을 없애고, 필요시 사용자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더하였다. 셋째로는 배낭으로의 변
형이다. 안전조끼로 사용하지 않을시 보관의 용이
성을 주기 위해 배낭으로 변형하여 간단한 물품을 
담을 수 있게 기능성을 더하였다. 혹은 배낭으로 
변형 후 야간 활동시 LED를 작동할 수 있어 시인
성을 증대시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야간 산
행이나 자전거 운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앞면의 LED 가이드 선은 안전조끼의 발광 효과
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방으로 변형시 배낭끈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앞면 가슴 부분과 뒷면의 허리 
부분에 고휘도 반사 테이프를 사용하여 LED를 사
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뒷면의 LED 디스플레이는 안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빛의 변환이 5가지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전원은 알칼
리 배터리를 사용하며, 버튼과 컨트롤러는 앞 쪽의 
안주머니에 부착하여 보관과 사용의 용이성을 더 
하였다.

후드는 안전조끼의 칼라 부분에 넣어 보관하며, 
필요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안전조끼의 
기능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
을 고려한 디자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안전조끼는 배낭으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최근 트랜스포머 기능을 갖
춘 패션 아이템의 트렌드18)에 따라 일상생활과 특
수상황을 연계하는 다목적, 다기능성 디자인을 모
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낭으로 변형시 양 
옆선과 밑 도련선에 지퍼를 연결하여 지퍼를 열면 
안전조끼로 사용하고, 지퍼를 잠그면 배낭으로 변
형이 가능하게 하였다. 목 부분이 배낭의 입구가 
되며, 이동시 간단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배낭
으로의 변형 용도나 목적이 미흡하나, 본 연구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개선된 방안을 도
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조끼의 안전성 증진과 사

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목적, 다기능 디자인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프로토타입의 개
발을 목적으로 시판 중인 안전조끼의 문제점과 디
자인 개발 방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
초이론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방법보다 한 단계 발
전한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 방법은 LED와 안전조끼에 관한 이론 고찰
을 하고 현재 시판 중인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LED가 적용
된 안전조끼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을 모색하여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
인 방향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온․오프라
인에서 시판되고 있는 LED 안전조끼를 사례 고찰
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LED가 부착되지 않은 고
휘도 발광조끼인 일반 야광 형태의 사례는 그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LED가 적용된 안전조
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착용자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착용자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패션 상품 개발의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프로토타입 제작에 따른 디자인 체계 방안의 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기능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자인 방법을 모
색한다. 둘째, 단순한 안전조끼에서 벗어난 사용자
의 요구에 부합하는 트랜스포머 기능을 부여하여 
미래 디자인 방향을 고려한다. 셋째,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디자인 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안전조끼
의 시인성 증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장에
서는 작업 효율의 증진이다. 둘째,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체계를 제시한다는데 있
다. 셋째,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영역의 교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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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과 삶의 질
을 생각하는 웰빙 트렌드는 생활 스포츠의 확대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LED가 적용된 안전조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아웃도
어 웨어로 범위를 넓혀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 구
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화 시켜 나가면 후속 연구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 연구를 위하
여 시제품 제작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디자인 방
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후속 연구와 연계되어 기
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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