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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디 아두이노 릴리패드, , 

웨어러블 컴퓨터 무대의상, , 

디자인 프로세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의 중심 대학지원사SW

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This study presents a new fashion wearable product, a classical music stage 

costume design, using an Arduino LilyPad that can control light-emitting 

diodes(LEDs) and a sound sensor that can set an environmental range of LED 

light. As a theoretical background, LED fashion design research and stage 

costume design research status were reviewed, and Arduino LilyPads, sensors, 

LEDs, and batteries required for LED stage costume production were 

investigated. Based on prior research, the LED stage costume design for the 

soprano stage was presented in a three-step process of design planning,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an actual prototype was produced. This 

process produced meaningful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making clothes with 

the added function of a wearable computer. In particular, fashion designers or 

fashion majors can easily access the Arduino LillyPad and use not only LEDs, 

but other light emitting material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use of the Arduino LillyPad that can develop new creations 

that have been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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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웨어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패션 웨. 

어러블 제품 또는 스마트웨어 대부분에서 광섬유LED, , 

디스플레이 등 발광하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LCD . 

와 같은 발광 소재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을 보여주LED

거나 새로운 볼거리의 장식을 위해 그리고 타인의 감성과 , ,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된다 패션에 와 같은 발광 소. LED

재를 부착하여 빛 컬러 또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은 최근 웨어러블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이 발전했기 때LED 

문이다 이로 인해 의상에 부착할 수 있는 또는 발광. LED 

체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특히 는 크기가 축소되고 수. LED , 

명이 길어졌으며 방수 기능이 추가되었고 더 나아가 , , LED

가 섬유 속에 내장되는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더불어 필요. 

성 심미성 이외에 감성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 

것으로 의상에 부착된 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LED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패션디자인에서 이미. 

지와 미적 감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감성의 패션화가

새로운 표현방식인 발광 소재를 통해 (Kim & Yoo, 2011)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는 패션 뿐 아니라 각종 산업분. LED , 

야 디스플레이 환경 가전기기 자동차 건축 의료기기 등( , , , , , )

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공공미술을 비롯, 

한 예술분야에서도 차세대 유망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Lee & Kim, 2010).

특히 공연예술에서 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해외   LED . 

유명 가수의 공연에서 가수가 가 장착된 드레스를 입고 LED

공연을 하거나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에서 조명 장치, , LED 

나 배경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어 관객과의 소통과 극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처럼 가 일. LED

반 패션산업과 공연예술의 무대의상에 중요한 요소 및 디테

일 표현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공연예술 분야를 . 

세부적으로 나눠 봤을 때 연극 무용 오페라 대중가요 공, , , 

연 등에서는 활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클래식 음LED 

악 공연에서는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LED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각적인 장식성을 중요시하는 클래식 

음악 무대의상에 라는 새로운 표현매체를 접목시켜 음LED

악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의상으로도 관객과 연주자가 교감

할 수 있는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LED . 연구 

방법 및 범위는 최근 를 이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와 무LED

대의상 디자인 연구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이용한 선행 연구, 

들을 문헌 고찰 하고 무대의상 디자인 개발을 위한 , LED 

아두이노 릴리패드의 종류와 센서 등을 조사한다 이를 , LED . 

토대로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우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클

래식 무대의상의 중요 요소를 기반으로 년 월부터 2019 1

년 월까지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금호아트홀2020 10 , 

연세 영산아트홀에서 진행된 소프라노 독창회 중 ( ),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업로드 된 영상에 나온 무Youtube( )

대의상들을 분석하였다 장소 선정 기준은 서울에 소재한 곳. 

이며 성악 여성 독창회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이 가장 많이 , 

열리고 유투브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을 선택하였다, . 소프

라노 독창회를 분석한 이유는 성악 여성 솔로 연주자는 대

부분 소프라노 파트로 본인이 주체가 되어 독창회를 진행한

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로 인해 직접 모든 독창회에 참. 19

석하지 못하므로 소프라노 독창회를 촬영한 영상을 통해 독

창회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대의상 디자인의 대상 콘셉트 기능을 선정하고 웨LED , , , 

어러블 컴퓨터의 재료 아두이노 릴리패드 사운드 센서( , , 

배터리 등 를 선택한다 그리고 디자인 전개 단계에서LED, ) . 

는 형태 디자인을 제시하고 웨어러블 컴퓨터 기능에 맞는 , 

의 배치 효과 디자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무대 의LED , . 

상과 의 연결 방법을 고려한 무대의상 제작 프로LED LED 

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 기획 전개 제작까지 단. , , 3

계로 세분화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무대의상 디자인 LED 

개발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웨어러블 컴퓨터 기능의 패션디

자인을 개발 및 제작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도

움이 되고자 한다.  

선행�연구�II.�

를�이용한�패션디자인�연구�현황1.� LED

   

의 개념 및 장점1) LED

최근 우리 주변의 모니터 간판 조명 등 대부분의 전TV, , , 

자기기에서 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년대 이후 전자 LED . 1980

관련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발달하며 패션과 기술이 접목되

는 실험적인 시도가 늘어났으며 그 중 와이어와 를 , EL LED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기 전반기(Huh & No, 2013). 20

에는 의복보다는 장신구나 패션소품에 사용 되었고 후반기, 

에는 빛의 색과 밝기를 디지털로 조절하는 의 등장으로 LED

의복에서도 를 사용한 디자인이 나타났다LED (Kim & Yoo, 

패션에 접목 할 수 있는 발광 소재는 뿐만 아니2011). LED

라 광섬유 전자발광 재료로 만들어진 필름 또는 와이, 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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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레이저 발광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재료 등 다양하다, , . 

그 중 는 전기 에너지를 빛   LED(Light Emitting Diode)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광 다이오드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반도체 발광 소재이다 이 는 (Lee & Kim, 2010). LED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기 형태 기능 등이 다양해 졌다 패, , . 

션에 사용되는 는 대부분 모듈 형태로 되어 있다 모듈LED . 

이란 것은 픽셀이나 매트릭스들이 그 각각 구별되는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모여 큰 하나의 객체를 이

룰 수 있다 것을 의미한다 모듈 형태의 (Lee & Kim, 2010). 

로 인해 원하는 위치에 를 배치하여 표현하거나 스LED LED

크린처럼 군집되게 배치하여 새로운 이미지 또는 글자 등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패. 

션에 를 사용할 때 큰 장점이 된다 그리고 나 LED . LED EL

와이어 광섬유 등 발광 소재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는 전원 공급원인 배터리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 PCB 

기판1) 연결하는 전기 선 등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 부, . 

품 중 배터리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

문에 의상에 부착 할 때 형태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 그러나 는 다른 발광 소재에 비해 큰 전력이 . LED

필요하지 않아 작은 배터리로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이 역시 . 

패션에 적용 할 때 장점이 된다. 

를 이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사례2) LED

패션디자인에 를 사용한 관련 연구는 크게 빛을 LED LED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거나 개발하는 연구 웨어러블 , 

컴퓨터 기술을 적용한 패션디자인을 분석하여 의 특성 LED

Figure� 1.� Research� Case� of�
Applying� LED� to� Sportswear
(Park & Kim, 2019, p.112)

Figure� 2.� Research� Case� of� Applying� LED� to� Creative� Art�
Fashion

(Lee & Lee, 2017, p.719)

Figure� 3.� Research� Case� of�
Applying� LED� to� Stage� Costume

(Oh & Hahn, 2012, p.57)

집적 회로 저항기 또는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얇은 판으로 대부분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회로는 이 1) PCB(Printed Circuit Board) : , , 
인쇄 회로기판에 설치된다(Lee & Son, 2016).   

및 표현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로 , 

제어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LED . 

를 사용하여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거나 실물  LED

제작 개발하는 연구는 스포츠웨어 창작 아트 패션 무대, , 

의상에 적용된 것이 대부분이다 스포츠웨어에 를 접. LED

목하여 새로운 디자인 제시한 선행 연구 중 Park and 

에서는 움직임에 따라 를 조절할 수 있는 Kim(2019) LED

으로 안전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random lighting jacket

있어 야간 스포츠 활동 시에 팔을 들어줌으로써 원하는 

위치에 가 켜지는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 LED ,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Figure 1). Lee and 

의 연구는 창작 아트 패션에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Lee(2017)

기술과 를 적용한 융합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LED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광원 기술과 동력 기술로 나누어 현

재 제시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 

의상디자인학과 학생과 전자공학 학생을 대상으로 주간의 10

워크샵을 진행하여 를 접목한 패션 프로토타입을 제작LED , 

제시하였다 의 연구는 공연(Figure 2). Oh and Hahn(2012)

용 무대 의상에 특화된 디지털 의상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빛의 패턴 변화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공

연에서 감독의 급변하는 연출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디지. 

털 의상 전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 신호를 받고 실시간으로 빛의 색 변화를 제LED 

어하도록 한 것이다(Figure 3).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빛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LED 



136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5 1

많았다 대표적으로 의 연구에서 . Kim and Yoo(2011) LED

의 빛은 전기가 통과할 때 화학적 복합물질이 발광하는 것

으로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연출이 가능해 밝기에서 오는 

기능성 색채에서 비롯된 감성과 더불어 패턴의 연출에서 오, 

는 디자인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는 . LED

디자인 표현된 방법에 있어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감각, , , 

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다중감각의 감

성 지향적이라고 하였으며 기능성 심미성 상호작용 유희, , , , 

성의 표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Jung and 

의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빛의 유형을 반Geum(2008)

사형 표상형 발광형 투사형으로 나눠 분석하였고 패션디, , , , 

자인에 활용된 빛의 표현 효과를 관능미의 강조 환상적 신, 

비의 동경 상호작용과 소통 유희성의 모색으로 나눠 정리, , 

하였다 발광형의 표현 특성은 일시적 불규칙적 점멸효과를 . , 

통한 재미와 즐거움 표현 환경에 대한 순응 및 저항의 표, 

현으로 환상적 신비의 동경 유희성의 모색 상호작용과 소, , 

통의 표현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를 패션에 사용하였을 때 에 발하는 빛은 새로  LED LED

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장식 요소가 

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의 기능성 심미성 상호작. LED , , 

용성 유희성 등 다양한 표현 효과로 인해 패션에 를 , LED

사용 하였을 때 장식적인 효과는 물론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자 하는 내용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 

   

무대의상�디자인�연구�현황�2.�

무대의상의 개념1) 

공연 예술은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 시간과 공간의 , , , 

제약을 받는 여러 장르의 예술을 말하며 관객 앞에서 직접 ,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로 흔히 무대 위

에서 공연되기 때문에 무대예술이라고도 한다(Choi & Yi, 

공연 예술이 행해 질 때 공연자가 입고 나오는 의상2014). , 

소품 등을 무대의상이라고 한다 공연 예술의 성격에 따라 . 

각각에 맞는 무대의상이 필요하며 그 무대의상을 디자인 할 ,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인물. 

의 성격에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장식성만을 추구하는 라스

베이거스의 쇼걸들을 위한 의상이나 남미의 삼바축제 의상 

등은 쇼의 콘셉트와 화려한 장식 쇼걸의 움직(Kim, 1995) , 

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반면에 연극 뮤지. , 

컬 오페라 등의 무대의상은 극중 인물이 처해 있는 시대, , 

지역 인물의 성격 성별 직업 감정 상태 등을 관객에게 전, , , , 

달 돼야 하기 때문에 공연자의 움직임뿐(Choi & Yi, 2014) 

만 아니라 극 대본의 분석이 선행되고 의상이 제작되어야 , 

한다. 

클래식 음악 공연의 무대의상인 연주복은 무대의상의 범  

주 안에 있는 특수복으로써 객석에게 연주곡의 느낌을 충분

히 전달하고 연주자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효, 

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상이다(You, 2012). Yeo and 

의 연구에서 클래식 음악 장르는 소리로 들려지Jung(2004)

는 청각적 감동과 예술성이 그것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요소

에 크게 좌우되고 이에 소리로 구성된 음악을 표현하기 위, 

해서는 시각적 요소인 연주복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의 연구에서는 음악이라. Byen and Beak(2012)

는 매개체로 무대와 객석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향하고 있기에 관객과 연주자의 교감이 중요하며 이때 연주, 

자의 의상은 무대의 어떤 것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을 주목

성이 있는 의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클래식 음악 공. 

연에서 연주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연주복 디자인을 

개발 할 때 연주자의 악기 종류에 따른 움직임 또는 성악가

의 미세한 호흡 연주하는 곡의 특성을 고려하며 시각적인 , , 

장식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사례2) 

무대의상 디자인 관련 선행 연구 중 의 Choi and Lee(2014)

연구는 무대의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무대의상 관

련 논문을 최초 발표 된 년 논문부터 년 논문을 1979 2012

모두 검색하여 이를 년 단위로 그룹을 나눠 분석하였다5 . 

그 결과 장르별 분석에서 뮤지컬이나 발레 댄스와 같이 시, 

각적인 요소가 강하며 춤과 음악 스토리가 있는 종합 예술, 

무대에 관한 연구는 증가 추세인 반면에 연극 클래식의 무, 

대의상에 관한 연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 

서 제시된 연구는 총 편이였고 대부분 연극 무용 오페200 , , , 

라 뮤지컬 등 스토리가 있는 종합 예술 공연 위주의 무대, 

의상에 관한 연구였다 그 중 클래식 및 연주 무대 관련 연. 

구는 총 편으로 기제 되었다 클래식 음악의 무대 의상에 8 . 

관한 연구는 연주복 구매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 분석하는 

연구와 그 분석 결과를 통해 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로 나

눌 수 있다. 

클래식 음악 연주복의 구매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 관련   

연구 중 의 연구는 연주 악기 종류 피Byun and Kim(2005) (

아노 현악기 성악 관악기 로 나누어 선호 디자인을 비교하, , , )

여 연주복 특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의복태도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연주복에 대한 의복 태도 요인을 개성추구 요인. , 

편리성 요인 미적추구 요인 경제성 요인 조화성 요인 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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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눠 연주 악기에 따른 연주복에 대한 의복 태도를 분

석하였다 특히 성악 연주자들은 타 연주자에 비해 개성추구 .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주복의 .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소매 네크라인 색상 장식, , , 

의 유무 실루엣 소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 Lee, 

의 연구에서는 음악분야 중에서 다른 Lee, and Park(2007)

악기와 차이가 있는 피아노에 초첨을 맞추어 피아노 연주자

들의 연주복 구매동향 점포선택기준 제품선택기준 그리고 , , 

구매 후 만족도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클래식 음악 장르의 무대의상 디자인 개발 관련 연구는   

대표적으로 의 패션쇼를 위한 무대Byun and Baek(2012)

의상 디자인 개발 바이올린 연주복을 중심으로 라는 연; 

구가 있다 이 연구는 공연의 융합화를 위해 패션쇼와 바. 

이올린 음악회를 결합하는 공연예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

며 이때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복을 총 가지의 디자인, 4

을 제시하고 실제로 의상을 제작하여 새로운 문화 공연, 

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무대의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클  

래식 음악의 무대의상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관객들이 클래식 음. 

악은 재미가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학계에서도 점점 연구

가 줄어드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시각적인 장식 요소. 

가 중요시 되는 클래식 음악 장르의 무대의상에 새로운 

웨어러블 컴퓨터 기능과 를 접목시켜 세기의 트렌LED 21

드에 맞는 새로운 연주복 디자인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

다.  

 

아두이노�릴리패드�연구�현황3.�

아두이노 릴리패드의 개념 1) 

무대의상에 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라LED (Arduino)

는 작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 아두이노는 컴퓨터 장치. 

에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 계열 학생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이탈리아 이브레아 스(Cha, 2017) 

쿨 에서 피지컬 컴퓨팅(Interaction Design Institute Ivrea) 1)

을 가르치던 마시모 반지 교수가 년에 (Massimo Banzi) 2005

개발안 단일 보드 마이크로컬트롤러 이다 아두이노 컴퓨터. , , 

1) 피지컬 컴퓨팅 댄 오설리번 과 탐 아이고 교수가 (physical computing) : (Dan O’Sulivan) (Tom Igoe)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에서 인터랙티브 피지털 시스템를 가르치는데서 시작되었다 현실세계의 여러 현상들을 센서나 여러 장치들Program, New York University . 

을 통해 감지하고 감지된 값들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통해서 물리적인 장치를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Kim & Kim, 2016). 

이 둘을 연결하는 케이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센서를 USB

연결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게 할 수도 있고 모니, 

터나 를 연결하여 사물을 움직이거나 빛을 만들어낼 수LED

도 있다(Seo, 2016).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 장치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통  

합 개발 환경 라는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IDE

오픈 소스 하드웨어이다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통해 아두이. 

노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 소프트웨어는 IDE , 

아두이노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간단

한 컴퓨터 언어로 되어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예제 프로그래밍 소스를 제공하여 자신이 구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Cha, 

또한 사용자가 기본 예제를 응용하여 더욱 발전시킬 2017). 

수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도 할 수 있다, . 

아두이노 보드는 기본적인 보드부터 특정 기능에 따라 성  

능이 개선된 것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호환 보드, 

까지 합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기본 하(Seo, 2016). 

드웨어인 아두이노 우노 외에도 아두이노 (Arduino UNO) 

나노 아두이노 프로 아두이(Arduino Nano), (Arduino Pro), 

노 메가 아두이노 레오나르도(Arduino Mega), (Arduino 

아두이노 마이크로 등이 있고Leonardo), (Arduino Micro) , 

아두이노 릴리패드 역시 아두이노 종류 (Arduino Lilypad) 

중 하나이다. 

아두이노 릴리패드는 미국   MIT 교수 연Leah Buechley 

구실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원형 판에 Sparkfun 

연꽃 잎 모양으로 핀이 있으며 핀 끝에 구멍이 뚫려 있어 

전도성 실을 이용해 원단에 바느질 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이다 이 아두이노 릴리패. 

드 보드는 용도에 따라 입출력 핀의 수가 다르거나 컴퓨터

와 연결하는 커넥터 종류가 다른 몇 가지의 보드가 있고(Ko 

아두이노 릴리패드는 & Shim, 2015), Sparkfun, adafruit, 

곳에서 제조되는데 제조사가 보드의 종류interl 3 Sparkfun 

가 가장 다양하다 각 제조사 마다 전용 전자부품 배터리. ( , 

센서 등 이 있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 , IDE 

하다.

아두이노 릴리패드의 특징은 다른 마이크로컨트롤처럼 전  

선이나 센서를 납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성 실을 통해 바

로 직물에 부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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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릴리패드와 호환되어 센서와 연결하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하여 원하는 기능IDE 

의 효과를 표현 할 수 있다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비. 

해 가격이 저렴해서 스마트의상 뿐만 아니라 교육 실습, 

용 스포츠웨어 일상복 패션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활, , , 

용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Kang, Han, & Kim, 2011).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이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사례2) 

아두이노 릴리패드는 전도성 실과 바늘을 이용해 손바느

질 하여 고정해야 하는 마이크로컨트롤 보드로 원단 의, 

류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개발되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에서 무상 소프트웨어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코딩소스( )

의 활용 방법에 대해 사진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제공되

고 있어 컴퓨터 언어 및 전자 회로에 (Kang et al., 2011) 

대한 지식이 없는 예체능 계열의 디자이너들도 제공하는 

자료를 보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선행 연구를 통해 패. 

션디자인 분야에서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사용하여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에서는 아두이노 릴리  Buechley and Eisenbery(2008)

패드 개발 배경 개발 내용을 설명하며 사용성을 체크하기 , , 

위해 다양한 연령의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 6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두이노 릴리패드의 사용. 

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이용한 연구, 

들이 진행 되었다 이 외에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이용하여 . 

패션디자인을 제시 또는 개발하거나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

작 하는 연구 웨어러블 컴퓨터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에 활, 

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디자인 제시 및 실제 프로토타입 . 

제작하는 연구는 먼저 의 연구는 무용에 Kang et al.(2011)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접목 시켜 무용의상에 아두이노 릴리

패드와 가속도 센서 를 부착하여 무용수의 자연스러운 , LED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착용성을 극대화하며 시가적인 미, 

를 강조하고 관객에게 지적 정서적 감동을 주는 무대의상 , ,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 웨어러. Ha and Kim(2014)

블 컴퓨터 기반의 인터랙티브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역시 

전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 되었다. Kim and 

의 연구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정성 향상 및 헬멧 Kim(2016)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활용한 방향지

시기능의 자전거 헬멧 커버를 제시하였다. 

아두이노 릴리패드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  

으로 기본 아두이노 보드인 아두이노 우노를 활용한 연구는 

많았으나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활용 연구는 현저히 적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두이노 릴리패드의 특징 중 하나. 

인 원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사용자가 패션디자

이너 또는 패션 전공자들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그럼에도 패션디자이너 또는 패션 전공자들의 선행 연. 

구가 미미한 것은 아무리 사용이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스스로 프로그래밍의 컴퓨터 언어와 

간단한 전자회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아두이노 릴리LED

패드와 빛의 환경 범위를 설정 할 수 있는 사운드 센LED 

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패션 웨어러블 제품인 클래식 음악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 . 방법은 디자인 기

획 전개 제작 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 

무대의상�디자인�개발�및�제작III.� LED�

무대의상�디자인�기획�프로세스�1.� LED�

대상 및 아이템 선정 1)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무대의상의 대상 선정은 LED 

무대의상 관련 선행 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를 접목 시LED

켰을 때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연주자와 관객 모, 

두에게 만족 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선행 .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클래식 무대에서 연주자가 입은 무대

의상은 극의 이해을 위해 매우 중요 역할을 한다 그리고 . 

클래식 음악의 무대의상은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의상으로 

연주자에 대한 관객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무대의상에 비해 화려한 장식요소가 중요시 된

다 따라서 를 접목한 무대의상을 연주자가 입었을 때 . LED

기존 무대의상의 화려한 보석 대신에 장식용으로 를 사LED

용하여 빛의 밝기조절에 따라 활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다. 

빛으로 인해 관객들이 음악소리를 시각적으로 교감하LED 

여 무대에 몰입 할 수 있고 클래식 음악 무대에 대한 새로, 

운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양한 무대예술 장. 

르 중 클래식 음악 무대를 선택하였다. 

특히 클래식 음악 무대에서도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 , 

등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아닌 연주자 본인이 악기가 

되어 무대예술을 하는 성악 연주자를 위해 무대의상을 제

작하고자 한다 성악 무대의 의상을 선택한 것은 다른 악. 

기를 다루는 연주자에 비해 연주자 자체에 집중이 되어야 

하여 의상의 장식성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선행연

구 에 따르면 여성 성악가들은 타 (Byun & Kim, 2005)

연주자에 비해 개성추구를 중요시 하며 화려한 디자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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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매 없는 홀터 네크라인 탑 . , 

드레스를 선호하며 검정색 파스텔 톤 다크 톤의 컬러를 , , , 

선호하고 실루엣은 상의는 피트 되고 하의는 플레어 스, , 

타일을 선호한다 하였다 이 연구는 년에 진행 된 . 2005

것으로 최근 성악 여성 솔로가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소프라노 독창회 . 

중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업로드 된 영상에 나온 Youtube( )

의상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여성 소프라노들이 착용. 

한 드레스를 분석하여 로 정리하였다 실루엣의 경Table 1 . 

우 라인으로 상의는 피트 되고 스커트는 플레어를 선호A 

하고 네크라인에서는 오프숄더 네크라인과 하트 탑 네크라, 

인을 선호하였다 컬러는 실버와 골드가 많았고 새틴 소재. , 

가 대부분이었다 새틴 소재와 쉬폰 소재를 같이 사용하거. 

나 망사 소재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선행 연구 , . 

결과와 이 리서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를 접목할 무대LED

의상은 성악 여성 연주자를 위한 라인의 드레스로 선정하A

였다.  

무대의상의 기능을 위한 재료 선정 2) LED 

성악 여성 연주자를 위한 무대의상은 단순히 에LED LED

서 빛이 들어오는 드레스가 아니라 센서를 사용하여 기능

을 추가하고자 한다 클래식 음악의 모든 무대에서 음악 . 

소리는 매우 중요한 예술이지만 성악 여성 솔로 무대는 , 

특히 고음의 소리가 중요한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 

가 부착된 무대의상을 통해 성악 여성 연주자의 음악 LED

소리를 시각화하여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면 더욱 연주자와  

Table� 1.� Analysis� of� The� Dress� Design�Worn� by� the� Soprano� in� a� YouTube� Video�

Silhouette
Trumpet A-line Mermaid Ball Empire Tunic Suit H-line

8 33 13 11 1 2 1 1

Neck� line

Off-sho

ulder
V-neck Illusion Halter

Asymm

etric

Straight 

across

Sweet 

heart
Scoop Jewel

Spaghetti 

strap

21 10 5 2 9 2 12 5 1 3

Sleeve
Sleeve ness Cap Long

56 9 5

Color
Green White Ivory Red Pastel

Metall

ic

Dark 

tone

Colorf

ul

Nude 

tone
Black Pink Blue

6 4 3 12 3 12 6 4 5 7 5 3

Fabric
Satin

Georg

ette

Mikad

osilk

Spangl

e

Chiffo

n
Tulle Velvet Race

Jacqua

rd
Taffeta Cotton　

31 5 7 5 5 2 2 1 5 6 1

Detail
Race Bead Spangle None

14 28 3 25

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객과 연주자 사이. 

의 교감은 더욱 상승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 

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무대의상은 의상에   LED 

부착할 수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사용하고 마이크가 탑재된 사운드 센서를 이용하려 한다, . 

이 재료들을 통해 성악 연주자의 음악 소리 크기에 따라 

의 빛이 켜지고 꺼지는 기능을 추가하여 소리를 시각LED , 

적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며 의 빛으로 시각적 장식성을 , LED

더욱 극대화 하고자 한다 무대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LED 

서 아두이노 릴리패드 보드와 사운드센서 배터리 전, LED, , 

도성 실 등이 필요하다 은 무대의상 제작 때 . Table 2 LED 

필요한 전자 부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무대의상�디자인�전개�프로세스2.� LED�

무대의상의 디자인 개발 1) LED 

무대의상 디자인은 기획 단계에서 사이트LED Youtube 

에 업로드 된 소프라노 독창회의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와 

선행 연구의 디자인 선호도를 바탕으로 디자인 형태 실루(

엣 컬러 소재 디테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 .

� �먼저 형태 실루엣 은 의 드레스로 여성성을 가장 ( ) A-line

잘 표현하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콤플렉, 

스를 커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체부. 

터 힙까지는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타이

트하게 디자인하였다 특히 상의 부분은 입체 바디 패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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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Materials� Required�When�Making� LED� Stage� Costumes�

Lilypad�
Arduino� 328�
Main� Board

Lilypad� FTDI�
Basic� Breakout

MEMS�
Microphone�
Breakout
(Sensor)�

Lilypad� LED
USB� Mini-B�

Cable
Auxiliary�
battery

Conductive�
thread

Figure� 4.�
Lilypad

(www.sparkfun

.com) 

Figure� 5.�
Lilypad

(www.sparkfun

.com) 

Figure� 6.�
SparkFun

(www.sparkfun

.com) 

Figure� 7.�
Lilypad

(www.sparkfun

.com) 

Figure� 8.
USB� cable
(taken by 

authors) 

Figure� 9.
Battery

(taken by 

authors) 

Figure� 10.
Thread

(taken by 

authors) 
  

이용하여 새로운 절개 라인을 디자인하여 여성이 더욱 날씬

해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의 부분은 으로 플레어 . A-line

주름을 잡아 여성스러우며 우아함을 표현하도록 디자인 하

였다 네크라인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 홀터 네크라인 탑 , 

드레스를 선호하였으나 의 영상에 나온 의상을Youtube 조  

사 결과 오프숄더 네크라인과 네트라인이 가장 많았다V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네크라인을 V 

선택하여 앞면과 뒷면의 네트라인을 네크라인으로 디자인 V 

하였다 소매는 없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암홀 라인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디자인하였다 대부분의 여성이 고민하는 팔뚝. 

과 부유방을 커버할 수 있는 암홀라인을 위해 입체 바디 패

턴을 이용하였다 앞의 암홀 라인은 부유방 부분을 가려서 . 

안보이도록 하고 뒤쪽의 암홀 라인은 팔을 움직일 때 움직, 

이는 날개부분은 편안 하도록 디자인하였다(Figure 11). 

컬러와 소재는 날씬해 보이는 어두운 계열의 그레이 컬러  

와 새틴 소재에서 표현되는 은은한 광택감을 이용하여 여성

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 

하는 그레이의 광택이 있는 새틴 원단은 빛에 따라 실버처

럼 보이기도 하고 퍼플 계열의 그레이처럼 표현되기도 한, 

다 이는 무대의상의 곁에 부착되는 릴리패드 전용 . LED 

기판의 보라색 컬러가 시각적으로 튀지LED 

않을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된다 또한 의 빛과 조화. LED

를 이루며 장식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Figure 12).

디테일은 의 빛뿐만 아니라 비즈를 사용하여 더욱 화  LED

려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대의상에 만 부착. LED

되어 있을 때 빛이 안 들어 올 때는 허전한 부분이 있고, 

빛이 들어 올 때는 인위적인 장식처럼 보이는 부분을 고려

하여 비즈장식을 같이 사용하고자 하였다 네크라인에 목걸. 

이처럼 비즈 장식을 하고 상체 부분에 비즈를 별빛 무늬로 , 

장식하여 빛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LED (Figure 13).

무대의상의 배치 및 효과 디자인 개발2) LED LED 

무대의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의 컬러와 LED LED

를 어떻게 배치 할 것인지 그리고 빛의 효과를 LED , LED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하여야 한다 우선 사용할 를 선. LED

택하기 위해 릴리패드 의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화LED , , , , 

이트 가지 종류의 밝기를 테스트 하였다 이에 릴리패드 5 . 

의 부분에 코인 배터리의 를 연결하여 들어 LED +, - +, -

오는 빛을 컬러 별로 주변 환경이 밝을 때 어두울  , +, - 

부분에 코인 배터리의 를 연결하여 들어오는 빛을 컬러 +, -

별로 주변 환경이 밝을 때 어두울 때로 나누어 촬영을 하였

다 촬영 시 불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검. LED 

정색 종이를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사진을 통해 보이는 . 

의 빛을 밝기를 비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를 선택LED LED

하였다 는 릴리패드 의 빛의 밝기 테스트를 정. Table 3 LED

리한 것이다 에서 보기와 같이 그린 컬러와 블루 . Table 3

컬러의 가 가장 가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ED .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를 무대의상 제작 시 사용 하고LED 

자 하였으나 그린 컬러의 경우 무대의상의 원단 그레LED (

이 컬러 와 조화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배재하였다 그래서 ) . 

두 번째로 가시성이 좋은 화이트 컬러의 와 블루 컬러LED

의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LED . 

앞서 선택한 를 이용하여 무대의상 디자인에   LED LED 

어떻게 배치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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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chematic� of� an� LED� Stage� Costume� Design� (Front-Side-Back)�
(made by the authors)

Figure� 12.� Gray� Colored� Satin� Fabric� Used� in� LED� Stage�
Costume� Design�

(made by the authors)

Figure� 13.� Bead� Detail� of� an� LED� Stage�
Costume� Design�

(made by the authors)

Table� 3.� LilyPad� LED� Light� Brightness� Test

Color Red Yellow Green Blue White

When the 

environment is 

bright

When the 

environment is 

dark
  

  배치 디자인을 제시 할 때 무대의상의 새로운 절개 LED 

라인을 돋보이게 하며 의상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여성 신, 

체 콤플렉스 커버에 도움이 되고 네크라인과 상체의 비즈, 

장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고려하였다 무. 

대의상의 가슴 다트 라인과 복부의 아치형 라인 스커트의 , 

곡선 라인을 이용하여 배치를 과 같이 LED Figure 1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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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 배치는 가슴 부분의 c . a

다트 절개 라인과 각도가 맞지 않아 복잡해 보이며 의 배, b

치는 중심에서 옆으로 퍼지며 날씬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과 반대로 표현되어 의 방법은 배재하였다 그래서 의 a, b . c

방법처럼 상체와 스커트가 만나는 곡선 절개 라인을 따라서 

블루 컬러의 를 개를 배치하고 아치형으로 절개된 LED 10 , 

복부 중심에 블루 를 개를 배치하였다 복부 중심의 LED 10 . 

를 기준하여 대칭으로 들을 배치하해 의상 디자인LED LED

의 절개 라인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복부 중심의 를 기. LED

준으로 양 옆으로 블루 컬러 개 화이트 컬러 LED 9 , LED 8

개 마지막으로 화이트 컬러 개를 배치하였다, LED 7 (Figure 

15). 

무대의상에 를 접목 시킨 것은 단순히 빛  LED LED LED 

만 켜지게 하여 장식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센

서를 사용하여 기능을 추가해 음악 소리를 빛으로 시LED 

각화하기 위해서이다 사운드 센서로 음악 소리를 감지하고. , 

그 값에 따라 빛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지와 음악 LED 

소리의 시각화를 위해 어떤 효과가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디

자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운드 센서의 값에 따라 빛. LED 

이 들어오도록 디자인 하였다 들 마다 센서의 값을 다. LED

른 게 설정하고 센서에 감지된 소리의 크기가 설정한 값 , 

보다 크면 빛이 들어오고 설정 값 보다 적으면 빛이 LED , 

꺼지는 효과를 이용하여 스커트 라인과 복부 중심에는 작은 

소리에도 불이 들어오도록 하였고 소리가 커질수록 분수처,  

럼 빛이 옆으로 퍼지게 디자인하였다LED (Figure 16).

Figure� 14.� Various� LED� Layout� Designs�
(made by the authors)

Figure� 15.� Final� LED� Layout� Design
(made by the authors) 

무대의상�실물�제작�프로세스3.� LED�

성악가 솔로 연주자를 위한 드레스 제작 1) 

디자인 기획 전개의 단계에서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 

실제무대의상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전개 단계에서 확정. 

된 디자인을 입체 재단 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였다 본 . 

연구에서 무대의상 제작은 샘플용으로써 여성 기본 LED 

사이즈의 바디를 사용하였다 원단의 식서 방향을 기준55 . 

으로 입체 재단을 진행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단의 바, 

이어스 방향을 기준으로 재단하였다 그 이유는 원단의 .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면 식서 방향에 비해 신축성

이 생기기 때문이다 성악 연주자들은 노래를 할 때 호흡이 . 

매우 중요한데 상체가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어도 호흡에는 , 

부담이 없도록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다 바이어스 재단으. 

로 의상을 제작 할 때 단점은 재봉할 때 재봉틀로 인해 길

이가 늘어나 의상이 울 수 있다 하지만 재봉할 부분에 심. 

지 테이프를 부착하면 이 점을 보안 할 수 있다. Figure 17

은 실제 의상 사진이다.

컨트롤을 위한 아두이노 릴리패드 시스템 설정 2) LED 

무대의상에서 와 센서를 컨트롤하기 위해 아두이LED LED

노 릴리패드를 사용하였다 이 아두이노 릴리패드는 아두이. 

노 소프트웨어를 통해 센서와 를 컨트롤 할 수 있IDE LED

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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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ED� Design� Effect� in� LED� Stage� Costumes
(made by the authors) 

Figure� 17.� Basic� Dress� of� an� LED� Stage� Costume�
(made by the authors)

사운드 센서 테스트(1) 

효과 디자인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우선 사운드 LED 

센서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과 같이 아. Figure 18

두이노 릴리패드에 프로그래머를 연결하고FDTI , USB 

타입 케이블로 릴리패드와 컴퓨터를 연결하였다mini-B .

그리고 아두이노 릴리패드와 사운드 센서를 연결해야 하  

는데 원단에 바느질로 고정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악어클

립의 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그래서 아두이노 릴리패. 

드의 핀 중 과 사운드 센서의 핀을 연결하고a1 AUD , 

핀은 릴리패드의 핀에 핀은 릴리패드의 GND , VCC + – 

핀에 연결하였다 는 사운드 센서의 뒷면. AUD, GND, VCC

에 적혀 있으며 사운드 센서가 워낙 작아서 악어클립으로 , 

잘못 연결하면 합선이 될 수 있으므로 전도성 실로 각 핀에 

연결 후 악어클립을 전도성 실에 연결하였다 연결 후 아두. 

이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운드 센서 값을 아두이IDE 

노 릴리패

드로 읽어서 컴퓨터에서 그 값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래밍을 해주었다 기존 제공된 프로그래밍 소스를 응용하여 . 

사운드 센서 값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후에 컴파일을 하여 코드를 (Figure 19). 

실행 파일로 전환하고 업로드를 하여 아두이노 릴리패드에 , 

실행 명령을 보내준다 이 과정을 거쳐야 사운드 센서가 작. 

동하게 되는 것이다.

사운드 센서 테스트를 위해 연결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  , 

에 따라 사운드 센서가 감지하는 소리의 값이 달라지므로 

상활별로 테스트를 하였다 상황은 아무 소리가 없이 조용할 . 

때 사람 혼자 박수쳤을 때 센서 가까이서 큰 음악 소리가 , , 

들릴 때로 나눠 테스트하였다 정확한 소리의 크기를 위해 . 

휴대폰의 소리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황별 소리

의 데시벨 과 사운드에서 감지되는 소리의 값을 비교하(dB)

였다 는 사운드 센서를 상황별로 테스트한 것을 정. Table 4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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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onnected� Computer,�
LilyPad� and� Sound� Sensor

(made by the authors) 

Figure� 19.� Coding� Source� for� Measuring� Sound�
Sensor� Values

(made by the authors)

Table� 4.� Comparison� of� Sound� Sensor� Values� by� Situation�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Situation

Sound� sensor� values

Explanation
Sound� sensor� data� output Sound� decibel� value

When it is quiet

The average value is 500 when 

no sound is detected by the 

sound sensor due to the quiet 

surroundings.

When clapping

When you clap alone in 1-second 

increments, the average is 450, 

less than the default 500.

When the music 

sounds

When I played music near the 

sound sensor, the value kept 

changing according to the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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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릴리패드 프로그래밍(2) 

앞서 사운드 센서의 값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측정이 되는

지 테스트를 통해 무대의상에 적용할 센서의 기준 값LED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크기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효과를 위해 각 들 마다의 센서 LED LED

값을 설정 하였다 사운드 센서 테스트 결과 기본 값이 평. 

균 으로 나왔다 이를 기준으로 센서에 감지된 소리의 500 . 

값이 이상 일 때 드레스의 중심부분과 스커트 절개 라200 , 

인의 블루 빛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가운데 블루 LED . LED 

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퍼지면서 소리의 값이 보다 크550

면 불이 들어오고 작으면 불이 꺼지고 그 옆은 을 기, , 580

준으로 하고 그 옆은 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프, 600 . 

로그래밍을 하기 전 사운드 센서 테스트 한 것과 동일하게 

컴퓨터 아두이노 릴리패드 센서 개를 악어클립으로 , , , LED 5

연결하였다 그리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Figure 20). IDE 

이용해 릴리패드의 몇 번 핀에 연결된 는 기준 값이 얼LED

마 일 때 빛이 들어오고 꺼지는 지를 프로그래밍 해주었고, ,  

Figure� 20.� All� Connected� Parts� for� Arduino� LilyPad�
Programming�

(made by the authors)

Figure� 21.� Programming� Coding� Source� for� LED� Stage�
Costumes�

(made by the authors)

Figure� 22.� Programmed� Arduino� LillyPad� Operation� Test�
(made by the authors)

빛은 초 간격으로 불이 깜박거리도록 프로그래밍 LED 0.2

하였다 그리고 가장 하이 톤의 소프라노 조수미(Figure 21). 

님의 마술피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시험하였다LED (Figure 

22).

드레스와 아두이노 릴리패드 의 결합 3) , LED

아두이노 릴리패드의 프로그래밍이 끝나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하였으면 실제 제작한 드레스와 아두이노 , 

 릴리패드 센서 배터리를 연결해줘야 한다 먼저 , , LED, . 

배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아두이노 릴리패드와 사운드 LED 

센서를 어디에 부착할 것인지 설계하고 들과 아두이노 , LED

릴리패드 사운드 센서를 어떻게 연결 할 것인지 전자 회로, 

도를 작성하였다(Figure 23). 

전자 회로도를 작성하여 와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연  LED

결 될 때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겹치는 부분은 , 

미리 체크하여 실제 드레스에 부착할 때 참고하며 바느질 

하도록 하였다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겹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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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lectronic� Circuit� Diagram�
for� LED� Stage� Costumes
(made by the authors)

Figure� 24.� Front� View� of� Dress�
with� LED� and� Sensor� Attached

(made by the authors)

Figure� 25.� LED� Stage� Costume�

(made by the authors)

사이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합선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아. 

두이노 릴리패드와 들을 연결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LED 10

개 이상의 를 연결하게 되면 빛의 밝기가 어두워진다LED .

그래서 한 핀에 개 의 극만 연결하고 또 다른 핀에 10 LED + , 

개 의 극만 연결해야 한다10 LED .–

따라서 많은 수의 를 부착할 때는 핀이 많은 아두이  LED

노 릴리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드레스에  를 먼저 일반 실로 배치 디자인과 동 LED LED 

일하게 배치하여 고정을 하고 전동성 실을 이용하여 같은 , 

중에 있는 들의 극은 극 끼리 연결하고 극은 극 LED + + , - –

끼리 연결하였다 그 후 사운드 센서는 스커트 절개 라인의 . 

중심에 오도록 고정을 하고 아두이노 릴리패드는 드레스 안, 

의 안감에 고정하여 연결하였다 끼리의 연결 아두이. LED , 

노 릴리패드 연결할 때 바느질하는 전도성 실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손바느질 하였다(Figure 24). 

무대의상의 작동 테스트 4) LED 

실제 드레스에 프로그래밍 한 아두이노 릴리패드와 사운드 

센서 를 연결한 후 네크라인과 상의 부분에 비즈 장식, LED

을 하였다 그리고 와 사이에 비즈를 추가하여 . LED LED 

와 드레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LED . Figure 25

은 완성된 무대의상의 모습이다LED .

들을 연결 할 때 합선 된 곳은 없는지 사운드 센서  LED , 

는 제대로 작동 여부를 테스트 하였다.  

테스트는 바디에 드레스를 입히고 핸드폰으로 여성 성악  , 

가의 노래를 틀어 의 빛이 들어오는지 확인 하였으며LED , 

동시에 핸드폰으로 노래의 소리 데시벨을 확인 하였다. 

은 무대의상의 작동 테스트를 진행 하며 Table 5 LED LED

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촬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테스트 결. 

과 사운드 센서의 작동 빛의 작동 모두 정상적으로 , LED 

작동 되었다.

결론IV.�

본 연구는 아두이노 릴리패드와 사운드 센서를 활용하여 

성악 여성 솔로 무대의  무대의상 디자인을 개발하LED 

고자 하였다 이에 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한 선행 연. LED

구 무대의상 디자인의 선행 연구 아두이노 릴리패드 관, , 

련 선행 연구를 문헌 고찰하여 음악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의 빛을 이용한 화려한 장식의 무대, LED LED 

의상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 

같다. 

무대의상의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는 무대의상  LED LED 

의 콘셉트를 정하고 다양한 무대 중 어떤 무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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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D� Stage� Costume� Operation� Test� �

Value� of�
sound� sensor

When� the� value� of� the�
sound� sensor� is� 200

When� the� value� of� the�
sound� sensor� is� 550

When� the� value� of� the�
sound� sensor� is� 580

When� the� value� of� the�
sound� sensor� is� 600

LED stage 

costume

Decibels of 

music sound

  (all pictures made by authors) 

으로 할지를 정하고 이에 맞는 릴리패드 사운드 센, , LED, 

서 배터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 . 

무대의상의 대상은 클래식 음악 무대로 성악가의 솔로 LED 

무대를 선정하였다 클래식 성악 무대는 연주자의 음악 소리. 

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의상으로 관객의 집중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대의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연주자에. 

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하여 관객들이 성LED 

악 무대와 상호작용하며 무대에 몰입 할 수 있게 도와줄 , 

수 있어 솔로 성악가의 연주회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디자인의 전개 단계에서는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고  LED , 

배치 디자인 효과 디자인을 제시하였다LED , LED . LED 

무대의상 디자인은 상체부터 힙까지는 인체의 곡선을 위해 

타이트하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절개 라인으로 날씬한 효과, 

를 극대화 하였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원단의 바이어스를 . 

이용해 많은 주름을 주도록 하였다 컬러 및 텍스타일은 은. 

은한 광택감이 있는 회색 원단을 사용하여 빛과 조화LED 

를 이루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배. LED 

치는 복부의 아치형 절개 라인을 따라 분수처럼 배치하여 

디자인의 절개 라인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효과 디. LED 

자인은 빛 중 가시성이 좋은 블루와 화이트 컬러를 사LED 

용하여 사운드 센서의 값에 따라 빛이 들어오도록 디자인하

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무대의상 제작하였는데 우선 원  LED , 

단으로 기본 드레스를 제작 하고 와 사운드 센서를 드, LED

레스의 겉면에서 보이도록 부착하였다 그리고 아두이노 릴. 

리패드와 배터리는 안감에 부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부착 시 전도성 실을 사용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손바느질 

하였다 그리고 사운드 센서로 무대의상을 입고 있는 . LED 

환경의 소리를 감지하고 소리의 크기에 따라 불빛이 , LED 

컨트롤 되도록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릴리패드에 

프로그래밍 하였다 이에 기본 소리의 세기 값이 대략 . 500

으로 나왔으며 이상 일 때 드레스의 중심부분과 스커트 , 400 , 

절개 라인의 블루 빛이 켜지도록 하였고 가운데 파란 LED , 

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퍼지면서 보다 크면 빛이 LED 550

켜지도록 작으면 빛이 꺼지고 그 옆은 을 기준으로 하, , 580

고 그 옆은 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불은 초 , 600 . LED 0.2

간격으로 불이 깜박거리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연구와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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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고찰하고 무대의상 제작 시 필요한 아두이노 , LED 

릴리패드 센서 배터리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바탕으로 , , LED, 

디자인 기획 전개 제작 단계의 프로세스로 소프라노 무대, , 3

를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 실제로 제작 하LED 

였다 이 과정을 통해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을 추가한 의. 

상을 제작 할 때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 패션디자이너 또는 패션 전공자들도 쉽게 아두

이노 릴리패드에 접근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발광 재LED 

료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 할 수 있는 아두이노 릴

리패드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부. 

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스마트웨어 개발 연구가 연구에 

그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와 .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

라 사료된다 이에 . 추후 상용화 가능한 무대의상을 개LED 

발 될 수 있도록 실제 여성 성악가에게 설문을 통해 선호하

는 디자인 요소 및 웨어러블 컴퓨터 기능에 대한 선호 요소

를 확인 후 무대의상을 제작하여 실제 클래식 음악 무대에

서 착용하였을 때 연주자에게는 착의 평가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객에게는 연주에 집중이 되는지 시각적 방해가 , ,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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