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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웨어 안전복, , 

모터사이클복 시인성,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 motorcycle safe vest  that can be prepared 

against accidents by mounting a smart module (with built-in sensor) on the 

safe vest in order to emphasize safety among functional aspects of the 

motorcycle clothing. The research method investigated professional books, prior 

research, and Internet data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torcycle wear 

and the theoretical examination of smart wear, and analyzed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by reviewing smart jacket and vest design cases for 

motorcycles currently on the market. As a results of study an interface device 

sensor, which contains a sensor with IMU(Intertial Measurement Unit) and 

CPU(Central Processing Unit), was inserted into a motorcycle top in order to 

draw attention to the safety of motorcycle riders. The IMU sensor attached to 

the vest detected the tilting motion of the rider to either left or right side to 

obtain data on left or right direction, sudden stop, and so forth and displayed 

left or right turn signal and sudden stop sign on the backplate (back) through 

the LED module. As for charging the device to operate LEDs, a generator, 

which is designed to convert the heat energy in the exhaust into electric 

energy, was used to efficiently self-produce the power required to operate LEDs 

of the top while 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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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년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은 다양한 방2000

식의 여가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

으로 형성되었던 모터사이클 라이딩이 동적인 여가활동의 

하나로 새로운 스포츠레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유. 

가증가로 자동차 유지비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모터사이클

의 대중화가 대두되고 있다 내부 장착기관의 변화 변속기 . , 

고성능화 등의 개발을 통해 승차감과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

되고 브레이크 바퀴 페인 기관 시동장치의 내구성 정비성, , , , · ·

편리성 개선으로 모터사이클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모터. 

사이클은 이동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빨라 퀵서비스 택배 우, , 

편물 전달 및 음식물 배달 등 단거리 수송에 많이 이용되며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 

차로를 공유해야하는 모터사이클은 차체의 특징적인 요인으

로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이 신체가 노출된 가운데 도로

에서 운전함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

으며 사고시 인명 피해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터사이클은 방향지시등이 있지만 자동차에 비해 주행정보 

표시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여 주야간 운행시 시인성이 떨어

지며 특히 우천시 노면의 장애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 , 

야간 주행시 짧은 가시거리는 감속 및 저속 운전을 하더라

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사고 대비. 

를 위한 안전성과 관련한 디자인 연구 및 개발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모터사

이클의 조작 원리를 이용하여 관성측정장치 (IMU: inertial 

기능의 센서와 중앙처리장치measurement unit) (cpu: central 

를 포함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탑재한 processing unit) 스마

트 안전 조끼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운전자의 방향성 비상 , 

돌발 상황시 Led(Light Emitting Diode)를 밝혀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모터사이클 웨어의 특성 및 스마트웨어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전문서적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 

를 조사하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외 모터사이클용 스마, 

트 재킷 및 조끼 디자인 사례를 검토하여 디자인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모터사이클. 

용 스마트 안전조끼에 대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여 모터사

이클용 스마트 안전조끼 디자인을 제안한다.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간  4 , 

기술 의복이 결합된 디지털 융합형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 

센서를 활용한 모터사이클웨어 기능 중 안전성 증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Ⅱ

모터사이클�웨어�특성�1.�

모터사이클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그 동력으로 주행하는 이

륜차를 의미하는 말이다 모터사이클 웨어는 라이딩시 착용. 

하는 의복으로 신체 동작과 관련된 기능성 및 안전성을 갖

추어야 한다 운전자는 신체를 외부로 노출한 상태로 승차해 . 

온몸을 이용해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불충족은 교

통사고와 직결됨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모터사이클 웨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복

의 기능성이 필요하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세에서 지속. 

적으로 착장되는 기능복으로 신체의 동작에 적합한 패턴이 

디자인 되어야 한다 신체 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인체부위별 보온성 날씨에 대비한 투습성 사고에 대, , 

비한 인체의 안전성 등의 적합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터사이클용 의류 아이템은 원피스 형태와 재  (one-piece)

킷과 팬츠로 이루어진 투피스 가 있다 원피스의 (two-piece) . 

경우 이너슈트를 입고 착용하며 일체형으로 불편함은 있지

만 완전한 밀착성과 일체성의 장점이 있다 투피스의 경우는 . 

원피스에 비해 착용감이나 일체감으로 떨어지나 상하 분리, 

로 탈착이 용이하고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Kim, Song, Park, Yeom, Han, Cheon, & Ahn, 2010.) 

그리고 헬멧 장갑 부츠로 운전자의 안전성을 위해 꼭 필요, , 

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는 주로 가죽소재의 재킷 슈트로 가죽으로 만든 옷  , 

을 착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가죽소재를 대신하여 가벼우면서

도 사계절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능성 소재로 

변천하고 있다 주행 중에 넘어지면 운전(Kim et al., 2010). 

자는 노면 위를 구르거나 미끄러지면서 노면과 마찰을 일으

킨다 가죽 소재는 마찰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충격을 흡수. 

하는 능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모터사이클의 특성상 외. 

부로 노출되어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 팔꿈치 가슴, , , 

허리 등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프로텍터

패드를 덧붙인다(protector) . 

모터사이클 웨어는 외부로 노출된 조건이므로 모든 경우  

의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눈 비에 대비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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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주행시 바람에 저항할 수 있는 방풍뿐만 아니라 더위, , 

를 대항하여 옷 안의 땀을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투습성 추, 

위를 대비할 수 있는 보온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 국내 모터사이클복의 착용실Choi and Do(2002)

태 연구에서 모터사이클복의 착용목적은 부상방지이지만 움

직이기 불편해서 가격이 비싸서 여름철에 더워서의 이유로 , ,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오토바이 스쿠터 등 . , 125cc

이하 및 미만 원동기를 단 이륜차들은 원동기장치 자전50cc

거에 속하는 차 이다 도로교통법 제 조 호 이륜차 운‘ ’ ( 2 17 ). 

전자는 도로교통법 조 항 하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48 3

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 ‘ 50

조 제 항 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3 ’ . 

재 국내 법령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 헬멧 및 인명안전장구

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헬멧이외의 인

명안전장구 착용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Hwang 

& Kim 2003). 

스마트기능�탑재�스마트웨어2.�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됨에 , 

따라 스마트 의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뿐만 아니라 인간 친화성을 지닌 일상복과 유, 

사한 외관으로 디자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웨어의 디지털 모(Lee & Kim, 2009). 

듈화 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담아 종전에 

비해 디지털기기의 탈착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

으며 관리의 용이함을 추구하는 방향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군사 건강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 , , 

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Kim, 

스마트 웨어는 직물이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2011). 

는 소재의 기능 과 의복에 부착되는 장치의 기계적 기능 을 ‘ ’ ‘ ’

결합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의류로 단지 몸에 부착하

는 수준이 아니라 부착된 기기들이 소형으로 옷 속에 내장

되어 별도로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의류 자체가 착용, 

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알아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

능성 의복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기술과 패션의 (Lee, 2008). 

복합적 융합체인 스마트 웨어는 기능성과 표현성 정도에 따

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모터사이클 웨어의 다양한 의복의 기능성 중에서 안전성  

의 측면에 있어 시인성 은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안(Visibility)

전운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 연구에서. Kim(2010)

모터사이클 사고는 법규위반과 주요사고 유형이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운전자는 방향 표시등을 점등하기 않

거나 이륜차의 콤팩트한 차체를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 사이, 

에 민첩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 

연구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권고하고 교통,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성의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스마트 안전 조끼 제안에 있어 스마트 안전 조끼시장 동

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스마트 안전조끼 시장은 주로 모터사. 

이클 바이크 등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주로 혼용하여 사용이 , 

가능하도록 개발되며 판매되는 추세이다. 

  은 이탈리아 회사 다이네즈가 만든 에어시스Figure 1 D-

템을 장착한 모터사이클용 에어백 재킷이다 위급상황시 속. 

도를 감지하는 가속도계를 활용하여 충돌사고 감지시 에어

백을 터뜨리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있다 는 일. Figure 2

본 사의 옷 속에 내장된 에어백이 충돌 MUGEN DENKO

등으로 라이더가 바이크로부터 일정의 거리 이상 떨어지“ ” 

는 순간 카트리지에 있던 탄산가스 가  순간적으로 분(co2)

출되어 목 척추 옆구리 엉덩이 등 주요부분에 부착된 에, , , 

어백 튜브가 부풀어 올라 인체의 충격을 완화해 인체를 보

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어백 조끼이다. 은 버튼 Figure 3

조작을 통해 방향지시가 가능한 턴 리플렉스 조끼이LED 

고 는 충전방식으로 사용자가 필요 상황 발생, Figure 4 USB 

시 버튼을 조작하여 발광되는 리플렉스 조끼이다.  Figure 5

는 릴리패드 아두이노 를 탑재한 재킷으로 작은 버튼의 조‘ ’

작으로 방향지시가 가능한 자전거 운전자용 재킷으로 자전

거 이용자의 방향지시가 재킷의 등에 표시되어 자전거 이용

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다 은 . Figure 6

미국 미네소타의 자전거 회사에서 개최한 자전거 장비 콘테

스트에서 우승한 속도 전광판 조끼로 라는 이름‘speed vest'

의 조끼이다 이는 조끼의 등판에 광선 숫자판이 부착. LED 

되어 자전거 속도에 따라 해당 숫자가 후면에 표시된다 등. 

판의 불빛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쉽고 속도, 

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Kim, 

안전조끼의 경우는 주로 안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2010). 

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시인성을 주기 위해 착용되며 재귀반, 

사 테이프나 튜브를 적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시중에LED . 

서 판매되어지는 적용 안전조끼 및 일반 재귀반사 안LED 

전 조끼는 대부분 작업장의 환경적 조건이나 레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능성만 이 부가되어 시인성 및 가시

성에 대한 개선 및 안전성 보완을 목적으로 디자인 및 제작

되어 보급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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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Motorcycle� Airbag� Jacket
(www.dainese.com)

Figure� 2.�Motorcycle� Airbag� Vest
(www.hitair.co.kr)

Figure� 3.� LED� Turn� Signal� Light� Reflective� Vest�
(www.ihuniu.com)

Figure� 4.� Reflective� Vest
(www.ebay.com)

Figure� 5.� Turn� Signal� Bike� Jacket�
(www.insturctable.com) 

Figure� 6.� Speed� Vest
(www.make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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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3.�

국내 모터사이클 스마트 웨어와 관련한 연구는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의복의 안전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 이륜차 운전자

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개발에 관한 연구(Lee 

는 모터사이클 웨어에 입력 인터페이스 방식& Lee, 2011)

의 도입으로 착용자가 바이크 운행 중 어깨 팔 부위의 동작-

을 통해 명령을 전달하고 조명으로 출력 모터사이클용 LED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에어. 

백 장착 모터사이클복의 제품개발 및 착용감 분석(Choi & 

에 관한 연구로 에어백 장착 모터사이클복 개발Do, 2005)

을 통한 착용감 실험으로 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동작의 편의성과 관련한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퀵서비스 운송업자를 위한 기능적 모

터사이클 재킷 개발 연구 로 퀵서비스 운송업자(Sohn, 2015)

의 작업 특성과 작업복 실태 조사를 분석하여 퀵 운송업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모터사이클 재킷을 개발하고 제안한 연

구 모터사이클 슈트의 디자인 선호도 및 패턴 개발 연구, 

가 있었다 의 웨어러블 (Hwang & Kim, 2003) . Lee(2010)

테크놀로지 의복 개발에 관한 연구로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디바이스를 

배치하여 인체 동작 제스츄어 입력 방식으로 명령하여 이륜( ) 

차 운전자 안전성을 강화한 의복을 디자인 및 제작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모터사이클 웨어의 보호장구 관련 연구는 스. 

마트헬멧을 이용한 오토바이 운전자 주행정보 및 기e-call 

능 제공 소프트웨어의 설계에 관한 연구로 자동차에 비해 

차량주향정보가 부족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 충돌감지센

서 후방카메라 블루투스 통신모듈 마이크로콘트롤러, , , , 

로 구성되는 스마트헬멧을 제작하여 오토바이 주행정UHD

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시 인명e-call 

피해 감소 및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 연구가 있었

다(Cho, 2017).

연구방법�및�절차.�Ⅲ

스마트�모듈�장착�모터사이클�안전�조끼1.�

모터사이클은 손과 발로 스로틀 모터사이클의 가속장치 과 ( )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전후좌우로 하중을 이동하고 몸 전체

를 사용해 조종한다 자동차는 핸들을 꺾어서 진행방향을 바. 

꾸지만 모터사이클은 핸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차체를 기울, 

여서 선회한다 즉 모터사이클은 운전자가 차체를 기울여 간. 

접적으로 앞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 ’ . 

이유는 모터사이클에 자동 조향 기능 이 있기 때(self steer)

문이다 자동 조향이란 차체를 기울이면 핸들이 자연스럽게 . 

꺾이는 것으로 사이드 스탠드를 사용해 모터사이클을 세우, 

면 저절로 핸들이 꺾이는 것도 자동 조향 기능으로 가능하

다 모터사이클이 선회할 때는 원심력에 대항하기 위해 차체. 

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차체를 기울이면 핸들이 꺾이는 , 

편리한 구조이다 이러한 모터사이클의 구(Ichikawa 2016). 

조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터치스크린이나 버튼을 조작하기 , 

위하여 손을 핸들에서 놓고 시선을 돌려 인터페이스를 조작, 

하는 등의 행위는 동작입력 방식에 비해 입력에 걸리는 시

간이 길고 그 시간동안 착용자의 주의를 떨어뜨려 위험요소, 

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모터사이클 주행은 시선(Lee, 2010). 

이 향하는 방향으로 달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간의 . 

시건 변화에도 진로가 흐트러지며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이

다(Ichikawa, 2016).  

따라서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위한 스마트 웨어 디자인 및   

제작시 운전자가 모터사이클의 방향 지시등을 직접 조작하

는 방식은 차체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모터사이클은 . 관성측정장치(IMU, 

관성 측정 장치 는 차원 공간 Inertial: , Measurement: , Unit: ) 3

내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센서 가속(

도 자이로 지자계 를 축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 , ) 3 Unit

이다(Figure 7) 본 연구에서는 의 제어 요. Pitch, Yaw, Roll

소 중 좌우방향지시의 을 주제어 요소로 사용한다 이는 roll . 

운전자의 신체움직임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이 반응 하는 원

리로 스마트조끼 착용한 운전자 모터사이클의 좌우 동roll 

Figure� 7.� IMU� Sensor(pitch,� yaw,� roll)� Combin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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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다음 스마트 조끼에 좌우 방향지시등 점멸 이후 모터사, 

이클의 방향 움직임의 순서로 동작함으로 후방 차량의 운전

자는 모터사이클이 움직이기 전에 방향지시등 확인이 가능

하다 그러므로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줄 수 . 

있다 방향등 조작은 모터사이클의 조작 원리에서 자동으로 . 

처리됨으로 운전자가 조작 터치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 

다 즉 . 관성측정장치 기능의 센서와 중앙처리장치 를 (CPU)

포함한 인터페이스 장치 센서를 모터사이클 상의에 탑재하

여 운전자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조작�원리�2.� LED�

인쇄회로기판 의 외관재질은 연(printed circuit board/PCB) , 

경성의 휘어지는 성능 탄력성 이 좋아 모터사이클 상의에 탑( )

재하여도 착용감에 불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패널을 . LED

제어하는 제어 중앙처리장치는 운전자의 동작roll 변경 시  

자동으로 좌 우 상태의 움직임을 판단하여 의 지시가 , LED

가능하고 급 정거시 , 모터사이클의 운동에 따른 운전Pitch 

자의 반응으로 비상 정지에 다른 비상등 좌 우 깜박, LED 

임의 동작이 가능하다. LED구동 및 제어에 필요한 전원은 

의류에는 소형 내장 배터리 장착 되고 발전기 장치에서 보, 

조로 안전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모터사이클. 상의의  

LED 작동 원리는  과Figure 8 같다 . 

모터사이클 상의에 센서 부착을 통해 모터사이클 운  IMU

전자의 좌우 기울림을 인지하고 좌 우 방향 급정지의 데, , , 

이터를 획득하여 모듈을 통해 좌 우 급정지 표식을 상LED , , 

Figure� 8.� Principle� of� Motorcycle� Top� LED�Operating

의 뒤판 등 부분을 통해 나타낸다 작동에 대한 플로우( ) . LED

차트는 와 Figure 9 같다. 

그리고 상의 구동을 위한 충전은 과 같이   LED Figure 10

모터사이클 배기부 의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발전기 장치를 사용하여 운전 중에 필요한 상의 동작 LED

전원을 효율적으로 자가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휴대. 

폰의 충전 등 보조 배터리 기능도 가능하다.

연구결과.�Ⅳ

스마트�조끼의�하드웨어�설계1.�

스마트 조끼의 하드웨어 설계는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에서 전원 가 출력이 되고 이 전원은 (A4) DC 5V CPU(A1), 

LED 모듈 센서 에 동작 전원으로 공급된다d (A2), IMU (A3) . 

전원을 공급받은 에서는 운전자의 동작을 감지하는 의 A1 A3

좌 우 급정지의 신호를 전달받아 상황에 맞는 출력을 , , A2

에 명령하게 된다 는 에서 전달 받은 신호에 의해서 . A2 A1

좌 우 급정지의 , , LED를 점등과 점멸을 조끼 후면 등부분으

로 나타낸다 조끼 후면에서 왼쪽은 각 모듈의 전원에 해당. 

되는 전선이 배치되고 오른쪽에는 각 모듈의 제어신호가 배, 

치되어 신호전달의 노이즈를 최소화한다 각 전원과 신호의 . 

전선은 연성이 뛰어난 소재 및 보호 튜브를 사용하여 운전

자의 활동 및 세탁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각 모듈별 제원이 . 

가벼워 몰딩 처리된 모듈화 되었으며 배터리모듈만 탈착하

여 세탁이 가능하다 각 모듈별 재원과 수행기능 (Figure 11). 

및 역할은 과 같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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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ED� Operatio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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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MU� System� Power� Supply� Method�

Figure� 11.� Instrument� Installation� of� Module� &� Conne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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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mart� Vest� Development� Hardware�

Device� Source Function

Led 

Module

 

* Led : Red, Yellow

* Working Voltage : DC 5V 

* Led control drive included

right, reft, sudden stop, signal

Battery

* Output power : DC5V

* Size: 55 X 38 X 32mm

* Weight : 100g

*Electric capacity: 1700mAh

control & Led power supply

CPU

* Core Size: 8bit

* CPU Speed: 16MHz

* Memory: 256KB

* EEPROM :4K x 8

* RAM :8K x 8

* Working Voltage : DC 5V 

* Interface :EBI/EMI, I2C, SPI, 

UART/USART

IMU signal ->Led display 

control

IMU Sensor

* 9 degrees of freedom IMU Sensor 

* 16bit ADC Gyroscope,  

  Accelerometer output

* Dimensions :100 x 80 x 11mm 

* Weight G.W : 7g     

* Working Voltage : DC 5V 

* Interface : I2C 

Motorcycle driver motion 

sensing-> CPU signal  

transmission

탑재�스마트�조끼�디자인2.� IMU�

기존 모터사이클 웨어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마트 

모듈을 장착한 모터사이클 조끼를 디자인 설계하였다 프로. 

토 타입으로 제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스마트 , 

의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의복에 탑재하여 사용자

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모터사이클의 차체 특성 및 위험요. 

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차량과 차로를 공유하며 운전자, 

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차체의 특성 때문에 시

인성의 부족으로 인한 인체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대표적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모터사이클 웨어에 요구되는 가장 . 

큰 특성은 운전자의 안전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강화. 

를 위한 안전장치를 탑재하여 안전 조끼의 후면에 IMU 

LED지시등이 반응 하도록 하였다 모터사이클 웨어 착용 . 

후 위에 덧입는 스타일의 조끼디자인으로 외부 노출로 갑작

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눈 비에 대비한 방수 방풍이 가능, , 

한 소재 선택이 중요하다 가벼우면서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코드라와 케블라 라이크라 등의 고장력 폴, 

리아미드를 접목한 로 이 직물은 인열 마찰저항Keprotec® , 

을 극대화하여 충격시 발생하는 마찰에 대한 ‘crash proof'

를 가지는 특징 이 있으므로 소재는 (Kim et al., 2010)

를 사용한다Keprotec® .

  모터사이클 웨어 착용 후 덧입는 형태의 조끼로 네크라인 

부분을 기존의 의복보다 크게 하여 상부로 탈착하는 스타일

로 디자인하였다 허리선 위치의 옆선에 밸크로를 부착하여 . 

신체에 맞게 사이즈 조절을 하여 슬림한 실루엣으로 여밀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깨부분에는 프로텍터 패드를 덧대어 안, 

전성을 부각하고 가슴선과 옆선에 고휘도 반사 테이프를 사, 

용하여 LED 사용이 불가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의 선행연구에서 안전조. Huh and Choi(2006)

끼의 소재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오염에 저항하는 오염방지와 

통기성에 따른 위생기능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므로 Figure 

와 같이 조끼의 후면의 등부분에 12 LED 지시등이 반응하도 

록 디바이스의 배치는 조끼 후면에만 배치하였으며 전선의 , 

보호 튜브를 사용하여 장착된 배터리 모듈만 탈착하여 세탁

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색상은 라이더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 

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과 비비드 톤의 레드 블루 색상, (Seo, 

을 사용하여 과 같이 무채색계Lee, & Lee, 2010) Figure 13

열로 디자인 하였으며 최종 의류와 디바이스 모듈을 조합한 

사진 및 착장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다음 와 같다Figure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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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Wearing� Simulations

결론.�Ⅴ

기술 및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첨단기술과 패션의 접목을 IT

시도하는 스마트웨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터사이클의 다양한 기능적인. , 

심미적인 측면 중에서 안전성 강조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
스마트 모듈 센서 내장 을 탑재한 ( ) 스마트 LED 안전 조끼를 

모듈을 개발하였다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안전성 불충족은 . 

교통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시판되는 모터사이클 의류의 경우 기능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첨가되어있지만 소재 및 패턴의 기능성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안전성을 위한 디자인 또한 야간 주행시 안전성. 

을 고려한 발광 야광효과를 위한 리플렉티브 테이프 밝기 , , 

조절 안전램프를 모터사이클에 장착하거나 의복에 부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 제안한 모터사이클 상의에   관성측정

장치 기능의 센서와 중앙처리장치를 포함한 인터페이스 장

치 센서를 삽입하여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안전성을 부각하

고자 한다. 센서 부착을 통해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좌IMU 

우 기울림을 인지하고 좌 우 방향 급정지의 데이터를 획, , , 

득하여 모듈을 통해 좌 우 급정지 표식을 상의 뒤판LED , , 

등 부분을 통해 나타낸다 구동을 위한 충전은 모터사( ) . LED

이클 배기부 의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발전

기 장치를 사용하여 운전 중에 필요한 상의 동작 전원LED

을 효율적으로 자가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안전장

치를 탑재한 상의를 착용한 바이크 운전자는 수동 방향지시

기와 병행되는 자동방향 지시기의 작동으로 보다 안전한 운

전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방향성 비상 돌발 상황에 대한 예, 

측에 더욱 적극적인 반응으로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시인성

을 강화하여 모터사이클 운전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수동 방향지시기와 병행되는 . 

자동방향 지시기의 작동으로 보다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여 

안전 조끼 착용 운전자 및 주변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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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분야와의 융합 연구 노력을 통한 디자인의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자는 모터사이클용 상의에 반영되어야하는 소재 및 디자

인을 추가하여 실제 제작 및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착용 실

험을 통한 후속연구로 이어 나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레저 스포츠 인구증가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 

모터사이클 인구 및 사용성의 증대를 인식하고 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전문화된 레저 스포츠 아이템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웨어 시장 확장 및 시장 세분화

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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