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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섬유 스마트백, , , 

발광 사용자, 

―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

력역량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KIAT)

연구임 산업 융합형 웨어러블 스마트 . (

디바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과제번호 , 

: P000239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propose creative smart bags in 

emotional e-textiles using LEDs that inform smartphone users of motion-induced 

luminescence and ringing of cell phones. The LED light-emitting operation tasks 

produced in the study were applied to each of the three design smart bags, 

setting the five cases of luminance by a call initiated, absent phone, rejecting 

answering phone, texting, and motion-induced luminescence. In the male 

laptop bags of LED luminous images using wappen, 10 LEDs could be 

separated by a total of three pins to display the luminous mode, and all 10 

LEDs became a total of five luminous patterns, including all that illuminate and 

those that illuminate randomly. E-wappen rendered the motif a strong sense of 

visibility and performed six roles on phone rings and texting. To develop a 

women's tote bag, we did a laser cut and attached the leather strips and 

placed 10 triangular LEDs to form a geometric LED e-textile. It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ing simple design from traditional fashion into a more 

interesting and various smart designs. An entertainment smart bag using 

graphic design was constructed by applying a tilt sensor to look like a light in 

the night sky by shaking and moving the bag. The graphic design and 

composition of LEDs indicate that LEDs and fashion item are applied in 

harmony rather than heterogeneous, enabling them to be applied as 

fashion-oriented wearable smar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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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인간 능력의 향상 혹은 편의를 위한 

디지털 기능이 사용자의 개인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 

용자에 의해 제어되며 작동과 상호작용에 항시성을 제공하, 

는 기술이라 정의하며 현대는 개개인이 (Lee & Kim, 2014), 

소지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액세서리처럼 작용됨에 따

라 기기에 패션성이 부여되는 패셔놀로지, IT (fashion & 

의 시대이기도 하다 현대technology) (Hong & Kim, 2012). 

의 스마트 패션이라는 제품 영역이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대부분의 컴퓨팅과 엔터테인먼트 기능

이 스마트 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볼 때 전통적인 패, 

션 제품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특정 사용자 혹은 사용 상황

에 요구되는 특수한 차별적인 기능성을 제공하는 패션 제품

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에 있어 스마트 패

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패션제품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 구축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Lee & Lee, 2019). 

또한 패션시장에서 섬유의 발전과 함께 패션제품으로 활용, 

되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는 기술이 가져온 테크ICT 

놀로지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감성이 융합되어 새로운 패

션 아이템으로 확장되면서 소비자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

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마트 의류는 (Syn, 2017). 

운동선수 의료분야 군대 특수 직업군의 필요에 의한 제품, , , 

군이 대부분이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대중적인 일반소비자로의 시장성 , 

및 대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매일 일상에서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

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까지의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이 기  

술 자체의 영역에 만족하는 제품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의 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으로 개발되

어 온 것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 

기술과 패션감성이 함께 융합되는 실용성 있는 제품을 제안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방의 원단과 . , 

를 함께 디자인 요소로 융합하여 을 개발하고 LED e-textiles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엔터테이닝 기능과 기본적인 기능을 

함께 제안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패션 중심의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기술과�패션�웨어러블�제품1.� IoT�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에 인터IoT(internet of things)

넷을 장착해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로서 인터넷 기술

의 발달로 사람의 물리적인 조작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이

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블. 

루투스 근거리 무선통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해 이들을 제어할 수 있다 사물들은 이러한 기. 

능을 통해 서로 간의 통신과 제어가 가능해졌으며 이들 간, 

의 통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센서가 필요하다(Shin & Lee, 

또한 패션도 디자인의 한 분야로 그 시대를 살아가2018). 

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투영하므로 스마트 기술의 발

전은 디자이너에게는 새로운 기능의 디자인에 대하여 연구

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개인의 제품이나 행동의 (Syn, 2017). 

선택권을 넓히고 활동의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따라서 . 

현대의 새로운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시대에 부응하는 패션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

이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yn, 

이와 같이 블루투스 및 통신과 연관된 스마트폰과 2017). 

패션 제품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융합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구체적이며 대중적인 제품으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과�연동된�웨어러블�테크놀로지의�사례� � �2.�

최근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AI), , (IoT), 

데이터 등의 기술 확산과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등 부품, ,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 헬스밴드는 이미 대중적인 . ,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조끼 신발 형태의 의류형, , , 

애플의 에어 팟과 같은 이어웨어 구글글래스 등 다양한 형, 

태의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하량 (Jeong, 2018). , 

전망은 년에는 억 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2022 1 9980

있다 이에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 , 2018). 〔 〕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용적인 기능을 탑재한 제품 개

발이 패션산업에서의 디자이너의 나아가야 할 시급한 방향

인 것이다. 

패션의류제품에 적용된 스마트폰 연동 제품 사례1) 

재킷에 적용된 더 휴먼 핏 은 근(The Human Fit)(Figure 1)

거리 태그를 남성용 재킷의 손목 부위 단추에 내장하NFC 

여 핸드폰을 태그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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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다 회의모드에서 수신 전화를 거절하거나 오피스 모. 

드에서 일정 캘린더를 실행하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내비게

이션 앱을 실행하고 명함을 전송하는 기능 등 비즈니스의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 

기술 제휴로 진행한 더 휴먼핏 브랜드 제품이다 패션과 . 

기능이 만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NFC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구글 자카드 재킷 은 구  (Google Jacqard Jacket)(Figure 2)

글의 기술 팀과 리바이스가 만든 스마트 데님 재킷으로 자

전거 사용자가 자전거를 탈 때 유용한 기능을 탑재하였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음악듣기 곡 넘기기 전화 수신 문자 , , , , 

수신 네비게이션 기능을 넣어 목적지까지 방향 표시를 음성, 

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재킷의 데님 원단에 전도사를 . 

삽입하여 탭하거나 슬라이드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패션제품에 음악 네비게이션 전, , 

화에 관한 서비스를 잘 녹여낸 제품의 예라 할 수 있다 기. 

존의 하드한 웨어러블이 아닌 소프트한 패션의 장점을 그대

로 살린 점이 패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블랙야크의 야크온 는 스마트 발  H(Yakon H)(Figure 3)

Figure� 1.
The� Human� Fit

� (www.youtube.com)

Figure� 2.
Google� Jacqard� Jacket

(www.theinspirationroom.com) 

Figure� 3.
Yakon� H

(www.youtube.com)

Figure� 4.� Athos�
(www.youtube.com) 

Figure� 5.� Mbody
(www.innovationworldcup.com)

열재킷으로 스마트폰에서 재킷의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하, 

며 등판 안쪽에 발열 섬유와 함께 전원을 공급하고 의류 내

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휴대용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야크온 제품은 (Juhee Kim, & Yukyung Kim, 2018). P

전도성 은사 섬유 소재로 착용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스

마트폰과 연동하여 생체신호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가진 제

품이다. 

팬츠에 적용된 예로는 아토스 의   (Athos)(Figure 4)

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신체의 근compression shorts , 

육활동량 심박수 를 스마트 어플(muscle activity), (heart rate)

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주는 스마트 

기능성 의류지만 전도성 필름을 사용하므로 신축성과 통기, 

성이 부족하고 두껍고 뻣뻣하고 무거운 단점이 있어 실용성 

부분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핀란드의 근육센서 스마트바. 

지 의 는 자전거 유저를 대상으로 Myontec Mbody(Figure 5)

근육 부하와 심박수 이동속도 이동 거리 등의 정보를 스마, , 

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며 은 운동 , Mbody Pro TM

선수를 대상으로 운동과 관련된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하

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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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가방에 적용된 스마트폰 연동 제품 사례2) 

가방의 경우 의복에 비해 신체접지 면적이 좁고 공간의 여, 

유가 있어 시스템 구성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잇

점이 있어 매일 활동시에 휴대하는 가방(Lee & Lee, 2019), 

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용하는 방법은 신체의 불편함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까지 스포. 

츠나 아웃도어의 활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백팩 중심의 연

구가 주로 개발되어온 추세이다 자전거 사용자의 무선 신호 . 

안전 백팩의 경우 장갑과 연동된 빈폴 아웃도어의 블루투스 , 

바이크 백 이 있고 은 자전거 (Figure 6) , Seil Bag(Figure 7)

손잡이의 컨트롤러와 연동되어 백팩의 로 신호 방향LED , , 

메시지 등의 안전성을 주는 기능의 제품이다 또한 내부 조. 

명을 점등함으로써 가방 내부의 수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의 여성 핸드백Maria Roza Szczepanska (Figure 8)

이 있고 충격 감지 시 경고음을 발산하는 보안 기능과 멀어

지면 경고음을 주어 환기 기능을 주는 의 서류가Antistatic

방과 백팩이 있다 그외 로 백팩 내부의 소지품의 수. RFID

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백팩 의 연구(Figure 9) (Lee & 

가 있다 이와같이 스마트 백은 백팩 위주의 개Kim, 2014) . 

발 제품과 보안 및 소지품 수납여부 체크와 야간 안전과 관

련된 기능 등으로 주로 개발되어온 실정이며 의류에서와 같, 

Figure� 6.
Blootooth� Bike� Bag� �
(www.ktnews.com)

Figure� 7.
Seil� Bag

(www.hispotion.com)

Figure� 8.
Maria� Roza� Szczepanska� Bag�

(www.coroflot.com)

Figure� 9.
RFID� Bag�

  (Lee & Kim, 2014, p.518)

Figure� 10.� T-ShirtOS
(www.cutecircuit.com)

Figure� 11.� The� Mirror� Handbag
(www.shop.cutecircuit.com)

Figure� 12.� Glimm� Bag
(www.youtube.com)

이 스마트 폰 연동 제품의 개발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를 활용한 스마트폰이 연동된 스마트 패션제품 사례3) LED

대표적으로 를 적용한 패션제품으로는 패션 브랜드 LED

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에Cute Circuit , T-ShirtOS(Figure 10)

는 초박형 디스플레이를 내장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LED 

이나 의 상태 및 착용자가 선호하는 음악Facebook Twitter

과 그림을 공유하고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

를 전달할 수 있다(Janghyeon Kim, & Youngsam Kim, 

동일 브랜드의 은 2018). The Mirror Handbag(Figure 11)

앱과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연결되며 사용자의 감정

에 대한 메시지나 에니메이션을 디스플레이로 나타낸다 이. 

들은 인터렉션 패션으로 사용자와 상대방의 심리와 감정을 

연결시키고 소통과 유희로 상호적인 컴뮤니케이션을 위해 

적용된 예이다 반면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핸드백 브랜드 . 

쿠론에서 출시한 글림백 은 근거리 (Glimm Bag)(Figure 12)

무선 통신 기술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사각 엠블럼에 전화, 

문자의 수신을 표시하는 기능의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개발한 사례이다 위의 티셔츠와 가방에서와 같이 . 

를 활용한 스마트폰 연동 제품들은 상대방과의 소통과 LED

유희를 위한 기능이며 글림은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전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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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문자 등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지금까지의 웨어러블 기술 및 시장은 기술 중심으로   IT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나 최근들어 애플의 행보를 보면 더 , , 

이상 신기술 중심이 아닌 디자인 중심의 패션 제품 개, IT 

발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Juhee Kim, & Yukyung Kim, 

이와 같이 기능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패션2018). ‘ ’

이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성도 높

은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Juhee Kim,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의 & Yukyung Kim, 2018). LED 

패셔너블 를 제작하여 기본적인 심미적 엔터테이닝 e-textiles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의 과 수신여부 calling message 

확인을 동시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가방과 토

트백을 개발하여 패션 중심의 스마트 폰 적용 스마트백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계획과�과정III.�

패션제품의 미적인 감각의 발광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스

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움직임이나 모션에 의한 발광 및 소란

한 장소에서도 핸드폰 전화벨의 울림을 알려주는 를 활LED

용한 스마트 백을 개발하고자 한다creative .

디바이스�작동�과정과�하드웨어�플랜1.�

Figure� 13.� Operating� Process� for� Smart� Bag�
(drawn by authors)

제품의 디바이스에는 가 내장되어 사용자의 움직tilt sensor

임에 따라 를 발광시켜 주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LED , 

의 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스마트폰의 전화LED on/off . 

가 걸려왔을 때 무음 상태에서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 

도록 블루투스를 이용한 발광 기능을 설정하였다 하LED . 

드웨어는 와 그리고 전력tilt sensor bluetooth, CPU, LED, 

을 공급하는 배터리로 구성된다 작동 과정은 과 . Figure 13

같다 각 모듈의 세부와 역할은 에 나타내었다. Table 1 . 

센서�디바이스�구조�및�시스템�2�

를 조절하는 디바이스는 두께의 얇은 플라스틱 LED 1-2mm 

기판을 사용하여 뒤쪽에는 움직임을 센싱하는 가 tilt sensor

있고 앞쪽에 와 블루투스를 장착하고 배터리를 연결하, CPU

였고 스위치 버튼으로 를 온오프할 수 있는 구조로 하, LED

였다 디바이스 구조는 에 나타내었다 연결된 디. Figure 14 . 

바이스의 스위치를 켜고 스마트폰의 어플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전화가 걸려오거나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혹은 센서에 의해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tilt , 

의 에 기능별 디자인 패턴으로 발광 점등이 e-textiles LED

표시된다. 에 스마트폰 기능별 발광 패턴을 나타내Table 2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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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nsor,� Battery,� LEDs,� CPU,� and� Bluetooth� Specifications

Hardwear

Sensor 

Module

Tilt sensor: Tilt-a-whirl breakout-RPI-1031

It is capable of sensing a change in orientation in four different direction.

It works at either 3.3. or 5v.

Battery

Lithium ion polymer battery 3.7V

Power lead length: 127.5mm / 5"•

Output: 150mAh at 3.7V nominal•

LED

Use to show signal 

Size: 0805 (0.8mmx0.5mm), Color: White

- 0.5" (12.5mm) diameter circle PCB, 0.1" (2.5mm) total thickness

- 5-9VDC power 

Bluetooth Bluetooth transceiver module HC-06

Bluetooth protocol: Bluetooth 2.0+ EDR standard

Operating frequency: 2.4GHz ISM frequency band

Supply voltage: +3.3 VDC 50mA

CPU

Arduino Nano

The Arduino Nano is a small, complete, and breadboard-friendly board based on the ATmega328P  

(Arduino Nano 3.x). 

Figure� 14.� Device� and� Composition�
(photo by authors)

Figure� 15.� Notebook� Bag� and� E-wappen� Design�
(photo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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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활용한�패션� 및�스마트�백�디자인과� �3.� LED e-textiles�

컨셉�� � �

와펜을 이용한 남성용 노트북가방 개발을 통한 , e-textiles 

여성용 토트백 그래픽 디자인 도안을 이용한 엔터테이닝 스, 

마트백의 총 가지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스마트백의 활용3

도를 적용해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사용과의 적, 

합성 및 패션에서의 실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 발. LED

광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검정색 원단을 겉감으로 선택하

였고 사용한 와펜 내부의 개의 도안이 삼각 형태이10 LED 

므로 와펜의 주변에 삼각 모티브를 반복하여 다이아몬드형 

와펜과 삼각형이 함께 어울리는 기하학적 디자인을 추구하

였다 개발에서도 와펜의 삼각 모티브를 그대로 . e-textiles 

응용하여 분할된 삼각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외곽의 삼

각 모티브와 통일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와펜을 이용한 노트북 가방 개발1) 

현대생활의 중심인 스마트폰의 전화벨 소리를 무음으로 처

리한 상태에서도 가방의 외관에서 전화 걸려옴을 알려주는 

시각적인 발광 이미지를 구현하는 남성용 노트북 가방LED 

을 개발하였다 네오프렌 원단에 삼각형 도안의 . leather 

을 레이저 커팅하여 부착하고 가운데에 와펜을 위치하strip . 

여 디자인 부분을 중심 포인트로 부각할 수 있게 구성LED 

하였다 은 모티브에 개의 발광 를 부착하. e-wappen 10 LED

여 이미지에 포인트를 주어 강한 패션이미지로 시인성이 효

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감성을 주는 와펜의 디. 

자인으로 를 적용하였다 에 노트북 가방 디LED . Figure 15

자인과 디자인을 나타내었다 노트북 가방의 사e-wappen . 

Figure� 16.� Leather� Strip� Design� and� LED� Position
(drawn by authors)

Figure� 17.� Graphic� Design� and� LED� Position
(drawn by authors)

이즈는 가로 세로 로 제작하였다38cm, 27cm . 

개발과 토트백 개발 2) e-textiles 

여성용 토트백 개발을 위해 검정 원단에 100% polyester 

을 레이저 커팅하여 삼각 모티브로 부착하고 삼leather strip

각형 모양의 개의 를 위치하여 기하학적인 10 LED LED 

을 구성하였다 에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 e-textile . Figure 16

있다 여성용 토트백 사이즈는 가로 세로 로 . 25cm, 33cm 

제작하였다.

그래픽 디자인 도안을 이용한 엔터테이닝 스마트백3) 

그래픽 도안을 과 같이 디자인하여 가죽 원단에 Figure 17

전사 프린트 한 다음 도안과 어울리는 위치에 개의 , 9 LED

를 배치하여 발광 포인트를 추가하였다 가방의 흔들림과 움. 

직임에 의하여 밤하늘의 불빛처럼 보이도록 센서를 적용tilt 

하여 모션에 의한 발광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에 . Figure 17

그래픽 도안 및 디자인을 나타내었다e-textile .   

결과�및�고찰IV.�

1. 을�이용한�노트북�스마트백�구성e-wappen

과 같이 외부의 와펜에 개의 를 붙인 기판Figure 18 10 LED

을 붙이고 가방 안쪽에서 와 같이 화살표 모양의 Figure 19

웰딩 원단을 접착하여 커버하였다 그 위에 디바이스와 . 

기판을 덮을 수 있도록 내부 다이아몬드형 와펜을 부LED 

착하였다 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디바이스는 . Figure 19 .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부 끝부분에 스냅을 달아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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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LED�Wappen� and� Leather� Strip� Layout�

(photo by authors)

Figure� 19.�
LED� and� Device� Connection� /� Inside� Device� Cover�Wappen�

(photo by authors)

� Figure� 20.
Leather� Strip� &� LEDs� �

(photo by authors)

Figure� 21.
Graphic� Design� Smart� Bag� and� LED� e-textile�

(photo by authors)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형 와펜과 내부 삼각 와펜 외LED, 

부의 삼각 스트립이 조화를 이루어 기하학적인 디지털 감성

의 모티브를 연출하여주었다.

를�이용한� 제작과�토트백�구성2.� LED e-textile�

과 같이 검정 원단에 삼각 Figure 16 , 100% polyester strip

을 도안대로 부착하고 의 사이 부분에 돌출형 를 strip LED

구성하는 모티브를 제작하였다 에 스트e-textile . Figure 20

립과 의 실제 구성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레이온 안감 LED . 

원단으로 토트백의 안감을 구성하여 겉감과 안감 . e-textile 

사이에 디바이스 주머니를 만들어 달고 안감부분에 절개를 

두어 가방 내부에서 디바이스의 착탈이 용이하게 제작하였

다 골드 컬러의 가죽 스트립과 가 연결된 트라이앵글 . LED

모티브는 검정 바탕의 토트백에서 디지털 장식의 e-textile 

효과를 강렬하게 표현해주었다.

그래픽�디자인�도안을�이용한�엔터테이닝�스마트백� � �3.�

구성� � �

의 라이팅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의 LED 100% polyester

검정 원단으로 겉감을 구성하고 중심부에는 가죽 소재로 그

래픽 디자인을 전사한 다음 그 위에 과 같이 Figure 17 LED

를 구성하고 디바이스를 연결시켰다 에 겉감 위의 . Figure 21

그래픽 스마트백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깊은 밤하늘의 별빛. 

이나 조명 혹은 흰 눈이 내리는 듯한 느낌의 몽환적 감성적

인 분위기를 연출해주어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패셔너블 

및 심미적 엔터테이닝 기능의 패션 중심의 스마e-textiles 

트백 개발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를�부착한�스마트백의�스마트�기능과�발광�효과�4.� LED

제작한 발광 기능 작동 테스크는 전화 걸려오는 경우LED , 

부재중 전화 전화수신 거절 문자 수신 모션에 의한 발광, , , 

의 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가지 스마트백에 각각 적용하였5 3

다 전화를 받지 않는 과 직접 거절하는 . miss calling reject 

은 통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동일한 디자인 모드로 calling

표시하였다 또한 와펜과 타입은 디자인이 . e-textile LED 

동일한 형태이므로 와펜을 이용한 스마트백 타입에만 특정 A

번호 전화수신과 문자 수신의 가지 발광 기능을 추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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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그래픽 타입은 디자인이 불규칙 패턴이어서 발. 

광 패턴이 다양하면 직관적으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하였다 각 기능별 발광 패턴은 . LED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도안에서 라이팅이 되는 위치에 다른 . LED 

Table� 2.� LED� Lighting� Function� Task� Summary�

Mode
E-textile�

LED� pattern� A
(wappen� type)

E-textile� LED�
pattern� B

E-textile� LED
pattern� C

(graphic� type)

Calling

 

Miss calling 

Reject calling

Receiving message

Motion random lighting

Special number 

calling

Receiving message from 

special number

컬러로 표시하여 각 모드에서 발광되는 패턴을 서로 다르게 

도식화하였다 에 전화수신시의 노트북 가방의 라. Figure 22

이팅을 나타내었다 에 가지 스마트백의 외관 이미. Table 3 3

지와 발광 이미지의 예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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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D� Lighting� Images� of� Smart� Bag

Luminescent� Images�

Wappen 

notebook bag 

 Smart bag front image Lighting image

E-textiles 

tote bag

   

Graphic

design

tote bag

(all photos by authors)

Figure� 22.� Led� Lighting�When� Being� Called�
(photo by authors)

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노트북 가방에서의 스  Table 4

마트폰 상황별 발광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남성용 노트북 스. 

마트백과 여성용 토트백을 제작하여 와 스마트폰 e-textiles

발광 모드를 적용해보았다 노트북 가방은 네오프렌 원단으. 

로 노트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고 오피스 라이프에 적

합한 디자인의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를 적용한 와펜과 LED

잘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개의 는 총 가지. 10 LED 3

의 핀으로 분리하여 발광모드를 표시할 수 있었으며 개 , 10

모두 점등 하는 경우와 랜덤 발광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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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D� Lighting� Images� by� Smartphone� Use� Situation

Luminescence� Images� of� Laptop� Bags� for� Smartphone� Use� by� Situation�

Luminescent� pattern� images� of� telephone� calls� and� text Luminescent� pattern� outline

Receiving 

telephone calls
Total 30 luminescence after the calling

Unanswered call
30 times luminescence in the absentee phone 

pattern

Refuse to receive 

call

15 Luminescence by phone rejection pattern after 

telephone rejection

Receiving messages
Luminescence with message receiving pattern 30 

times when text message is received

Receiving specific

telephone

number call

Luminescence 30 times with a specific pattern when 

receiving a specific number call

Receiving specific

number Text

Luminescence 30 times with a specific pattern when 

receiving a specific number text

(all photos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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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발광 패턴이 되었다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개의 5 . , 10

가 다 점등되고 회 발광 후 꺼지도록 하였고 부재중 LED 30 , 

전화는 전화가 걸려오고 총 회 전체 점등 후 받지 않을 30 , 

시에는 부재중 전화 패턴으로 회 발광후 꺼지도록 프로그30

래밍하였다 전화가 걸려오고 스마트폰으로 전화 거절하는 . 

경우 전화거절 패턴으로 회 발광 후 점멸하게 하였다 메, 15 . 

시지 수신과 특정번호 전화 수신 및 문자 수신에도 서로 다

른 패턴으로 회 발광 후 점멸하도록 설정하였다30 . Table 4

에서와 같이 은 발광 를 개 사용하여 모티e-wappen LED 10 , 

브 전체에 강한 시인성을 부여하였고 전화벨과 문자 수신에 

관한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광 패턴6 . 

은 발광 횟수나 발광 패턴을 사용자의 기호나 편리성에 따

라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을 변경 가능하므로 좀 더 다양한 

발광 패턴을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창의적인 사용

자 중심의 패션지향적 스마트백이라 할 수 있다.   

기하학적인 을 적용한 토트백은 평면적인 차원  e-textiles 2

의 원단에 조각과 발광의 움직임에 의한 leather strip LED 

상호작용으로 입체적인 효과를 더하여주었다 또한 스트립 . 

사이의 입체형 는 발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LED

스마트백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한 가지 디자인의 가방이지

만 상황에 따라 발광 패턴이 가지로 변화함에 의해 가지 , 5 , 5

디자인을 가진 스마트백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어 기존의 패션에서의 단순한 디자인을 좀 더 흥미로

운 디자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여성용 토트백에 있어서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한 토트백  

은 야간에 사용자가 착용하고 움직일 때마다 센서의 작tilt 

동으로 움직임에 의한 랜덤 발광이 엔터테이닝 기능도 수행

하였다 눈 내리는 밤이나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효과가 . 

있어 착용자의 심미적 만족도를 높여주었고 보다 리드미컬

한 역동적인 아름다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그래픽 . 

디자인과 의 구성으로 와 패션 아이템이 이질적이LED LED

지 않고 조화롭게 웨어러블 스마트제품으로 융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를 접목한 를 스마트폰의   , LED e-textiles

사용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고부가가치의 텍스타일 제작,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움직임에 따른 빛의 . LED 

패턴 발광은 입체적인 구조와 형상을 만들면서 변화하는 유

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준다 가방 내부의 물건의 위치나 . 

부피에 따라 입체 형상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으며 의 LED

빛과 패턴의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고 더욱 다양한 입체 패

턴으로 표현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에 국한하고 한 가지 센서  

의 활용만을 제안하였는데 향후 사용자의 니즈에 적합한 센, 

서들과 함께 적용된다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 

적으로도 아름다운 고부가가치의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론V.�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의 생활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패션IT 

제품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술의 차가운 느낌, IT

이 아닌 사용자의 감성과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개인적인 기호를 고려한 스마트 웨어러

블 디자인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 

사회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움직임이나 모션에 의한 발

광 및 소란한 장소에서도 핸드폰 전화벨의 울림을 알려주는 

를 활용한 감성적인 와 크리에이티브 스마트 LED e-textiles

백을 개발하여 그 실용화를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 

구에서 제작한 발광 작동 테스크는 전화 걸려오는 경LED 

우 부재중 전화 전화수신 거절 문자 수신 모션에 의한 발, , , , 

광의 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가지 디자인의 스마트백에 5 3

각각 적용하였다 또한 와펜을 이용한 스마트백에는 추가적. 

으로 가지 발광 기능을 더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 2 . 

및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방의 외관에서 전화 걸려옴을 알려주는 와펜을 이용한   

시각적인 발광 이미지의 남성용 노트북 가방을 개발하LED 

였다 개의 는 총 가지의 핀으로 분리하여 발광모드. 10 LED 3

를 표시할 수 있었으며 개 모두 점등 하는 경우와 랜덤 , 10

발광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총 가지의 발광 패턴이 되었다, 5 . 

은 발광 를 개 사용하여 모티브 전체에 강e-wappen LED 10 , 

한 시인성을 부여하였고 전화벨과 문자 수신에 관한 가지 6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여성용 토트백 개발을 위해 검정 원단에   100% polyester 

을 레이저 커팅하여 부착하고 삼각형 모양의 leather strip 10

개의 를 위치하여 기하학적인 을 구성하LED LED e-textile

였다 스트립 사이의 입체형 는 전화수신의 상황에 따. LED

라 변화하는 스마트백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한 가지 디자인

의 가방이지만 상황에 따라 발광 패턴이 가지로 변화함으, 5

로 가지 디자인을 가진 스마트백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 5

있어 기존의 패션에서의 일률적인 디자인을 좀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그래픽 디자인 도안을 이용한 엔터테이닝 스마트백은 가  

죽 원단에 전사 프린트 한 다음 도안과 어울리는 위치에 , 9

개의 를 배치하여 발광 포인트를 추가하였다 가방의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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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과 움직임에 의하여 밤하늘의 불빛처럼 보이도록 tilt 

센서를 적용하여 모션에 의한 발광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그. 

래픽 디자인과 의 구성으로 와 패션 아이템이 이질LED LED

적이지 않고 조화롭게 적용되어 패션지향적인 웨어러블 스

마트제품으로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세 가지 . 

유형의 스마트백 개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일상에서 사용, 

하는 스마트폰과 패션제품의 연동성을 보다 패션지향적인 

제품으로 융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 

이와 같은 제품의 개발은 패션제품 전반에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센서와 스마트폰의 사용에 국한하  

여 개발됨으로 좀 더 개인적인 취향이나 특정 목적에 부합, 

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적용해보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

으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향후 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 4

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으로의 심화 및 다양

한 패션제품 적용의 확장에 관한 후속 연구를 시도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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