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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afe and convenient wearable technology wear for 
bikers. For this, we studied the current usage of two-wheeled vehicles and have also researched 
the rate of accidents and its causes. We then used them along with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visual perception as factors to decide the crucial elements of the riders' apparel. Case studies and 
the break down for the established prototypes for bikers were practiced as well. Based on this 
process,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needs of the bikers in the areas of both apparel 
and technology and then proceeded to produce the appropriate design and device modules. In 
the apparel sector, the result of the survey indicated that it was considerable that any digital de-
vices were not shown to sustain a natural visible look. It also was essential that the materials 
were durable and made for safety and easy movement. In the digital function sector, it was sig-
nificant that a motion input interface which will be embedded into the wear was needed to avoid 
any dangerous situations. This would ensure the safety of not only the rider but the surrounding 
riders as well. Lastly, protecting the rider's skin from any harmful elements was regarded neces-
sary as well. Based on these requirements, a new prototype was created and will be tested if the 
requirements stated above are all met and will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ffectiveness of it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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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몸에 걸치거나 손에 드는

등 디지털 유목 문화적인 이동성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신체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될 수 있는 디지

털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모바일 환경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의복의 접목이라는 의복

고유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다.1) 의류분야의 적용사

례로 웨어러블 컴퓨터나 스마트웨어 등의 디지털 기

능이 결합된 의류가 있다. 이들은 의복 고유의 기능

을 유지하면서 착용자의 일상생활이나 특수한 착용

목적에 적합한 디지털 기능이 부여된 것이 특징이며,

인간의 신체에 가장 근접한 의복이라는 환경에 디지

털 기술을 접목하여 인간의 편의와 능력의 확장을

꾀하는, 패션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을 도모하

는 분야이다.2) 오늘날 테크놀로지와 패션의 융합은

보다 인간 친화적으로 패션성이 가미된 사용자 중심

의 개발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3) 이에 따라 이

륜차 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또한

개발되고 있는데, 이륜차량의 운행 및 사고 형태를

감안한다면 연구가치가 있는 영역이라 사료된다. 사

륜차에 비해 크기와 탑승공간이 협소한 이륜차는 유

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을 위한 디바이스의 배치와 장

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장착

및 기능 수행의 위치를 차량에서 의복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륜차는 협소한 차제 크

기로 인하여 안전과 운전의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기구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며, 크기

와 위치가 사륜차에 비해 협소하여 시인성이 좋지

않아 야간 주행 시 타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 주위의

공간 면적을 가늠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국토해양부

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813,562대의 이륜차

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는데4), 사고건수는 경찰청

사교통계에 따르면 10,629건에 달하며, 그중 8.8%에

달하는 517명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5) 또한

2009년에 발행된 2008년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이

륜차 사고의 발생건수는 40.1%가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의한

측면충돌 사례였으며, 주간 5,086건, 야간 5,543건으

로 야간사고 발생비율이 높았다.6) 이는 상기한 이륜

차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한 시인성의 부족 및 운

전자의 방향 표시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차량 사이를

주행하는 등의 운전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점은 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도로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소음이 크고 혼잡한 도로변에서 이륜차가 접

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체, 즉 의복에 광원(방향지시등 및 차폭등)

을 내장한다면 시인성이 강화됨으로서 사고 위험 및

타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도로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착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

으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입력인터페이스 방

식의 도입 및 부족한 시인성의 강화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보조할 수 있을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개발에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의복의 기본적인 정의와 특성, 사례를 조사함

과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하여 개발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사례를 조사ㆍ분석을 행하였다.

두 번째로 이륜차 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보완점

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통계 중 이륜차관련

사고 통계자료를 조사ㆍ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 번

째로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에 인터페이스로서

적용 가능한 동작 인식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후 사용자 요구조사

를 행하여, 의복 측면의 미적, 기능적 요소와 디지털

기기 측면의 필요 기능 요소를 추출하여 컨셉 설정

및 디자인과, 안전과 쾌적한 운전 행위에 도움이 될

디지털 기능을 추출하여 설계 작업을 행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디자인과 설계 결과를 토대로 이륜차운전

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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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발 생 건 수 사 망 자 부상자

(명)(건) 주 야 점유율 1만 대당 (명) 주 야

2008 10,629 5,086 5,543 4.9 58.6 517 244 273 12,518

2007 7,588 3,766 3,822 3.6 50.1 472 228 244 8,878

전년대비 3,041 1,320 1,721 1.3 8.5 45 16 29 3,640

증감율 40.1% 35,1% 45.0% 37.4% 16.9% 9.5% 7.0% 11.9% 41.0%

- 도로교통공단 편 (2008), 교통사고통계분석, pp. 23-120 통계 편집

<표 1> 2007-2008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대비

위반법규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침범

발생횟수(건) 5887 1,778 760 702

비율 (%) 55.4 16.7 7.2 6.6

사고유형 측면충돌 횡단 중 충돌 차량과 추돌 이륜차 단독

발생횟수(건) 4156 1605 1541 1031

비율 (%) 39.1 15.1 14.5 9.7

- 도로교통공단 편 (2008), 교통사고통계분석, pp. 23-120 통계 편집

<표 2> 이륜차 사고 시 위반법규 및 사고유형 분류 (도로교통공단 (2009) 교통사고통계분석(2008))

Ⅱ. 이론적 고찰
1. 이륜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이륜차 운행 및 사고 현황

이륜차는 주로 단거리 수송에 많이 이용되며 신속

성, 기동성 및 경제성과 아울러 최종 목적지까지의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해 젊은이들 과 배달업 종사자

들에게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선호되고 있다.7)

또한 사륜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용, 대도시

교통난의 심화는 이륜차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배달

업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기과시 심리의 발

로로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젊은 층8)과 신속성을 요

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필요이상의 과속 및 차량사

이로 진행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등의 운행

형태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차체

특성상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과 타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서 이륜차 이용이 많은 지

역을 일부 선정하여 총 600명의 운전자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상기의 운전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2009년도에 발행

된 도로교통공단의 2008년 교통사고통계자료10)에 의

하면, 이륜차 사고는 10,629건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

고의 4.9%에 해당하며, 총 517명이 사망하였고

12,5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이륜차 사고의 발생건수는 40.1%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9.5%, 부상자는 41.0%가 증가하였다<표 1>.

이륜차 사고 시 법규 위반 내용에서는 ‘안전운전불이

행11)’이 55.4%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위반’

16.7%, ‘안전거리미확보’ 7.2%, ‘중앙선침범’ 6.6% 순

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유형 중 제일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39.1%에 해당하는 측면충돌 사고이다

<표 2>. 이륜차 사고의 법규위반 내용과 주요 사고

유형을 두고 봤을 때,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점등

하지 않거나, 차량과 차량 사이에 빠르게 끼어들거나,

항시 비상등을 점등하여 진행방향을 알 수 없어 측

면으로 진입하는 이륜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발생되

는 측면충돌 사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륜차의 사고위험성은 야간에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어두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진행방향의 이륜차가 방

향지시등을 작동하더라도 좌우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으며, 신체 말단부가 차체 폭을 초과하여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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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이륜차량일 경우 비상등을 점멸해도 타 차량

의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어 차폭등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야간 운행 시 시인성이

불충분할 수 있는데, 이륜차의 주/야간 교통사고 분

포를 살펴보아도 주간 5,086건, 야간 5,5,43건으로 야

간사고 발생률이 10%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의 신체와 크기와 부피를 같이하는 의복에 보조적인

기능이 부가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륜차 운전자용 의류의 필요 요건

초기의 이륜차 운전자용 의복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승마복의 형태였으나, 현대에는

전문적인 경기복과 바이커 혹은 라이더스타일이라

칭해지는 일상복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전문

적인 경기복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바이커 슈트는 격

렬한 경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섬유 재질의

보호 장구가 부가되며, 고속주행에 따른 체온 상실을

의복 내 굴뚝 효과로 극복하기 위하여 상하의가 일

체형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바이커 스타

일은 검은 가죽 재킷, 청바지, 부츠, 티셔츠로 구성되

며, 오늘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하위문

화 스타일로 정착되어 있으나, 형태나 재질면에서 전

문적인 경기복에 비해 안전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전

문경기복의 기능성과 바이커 스타일로 대변되는 일

상성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륜차운전자

를 위한 의복은 동작 적합성과 쾌적성, 안전성, 보온

성 등 착용 목적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의복이 운

전행위에 장애가 되지 않을 형태와, 신진대사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체의 차단과 보

호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고 등의 돌발 상황 시 운전

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나와 도로에 낙하하거나 주행

중 주위 장애물과 접촉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에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소재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본 모터사이클 협회(MFJ)의 기준에 의하면 시속

200km로 체중 70kg의 사람이 80cm의 높이에서 낙하

하는 경우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의 기준으

로 피혁 제품의 경우 두께가 1.2mm 이상, 타공 등의

가공을 할 경우 피혁 본래의 성능에 손상이 가지 않

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12) 또

한 야간 운행 시 차량의 전조등 및 후미 등을 점등

하더라도 타 차량 운전자가 인체의 폭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외

부 기후에 노출되어 있는 이륜차의 구조상 동절기

주행 시 발생하는 바람에 의해 체온 유지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의복 형태 및 소

재의 적용이 필요하다.

2. 시각 인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
이륜차의 특성 및 사고 유형으로 미루어 보아 시

인성이 안전운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인성의 강화를 주안점을 두고 이

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1) 시각 형태적 시인성

시각은 대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각은 ‘보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시

각은 탐색과 고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탐색은

시각적 자극이 받아들여지는 단계이며, 고정은 안구

의 운동이 멈춰 사고와 인지의 분기점이 제시되어

지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배경

과 사물이 동시에 주시되며 외곽선으로 시각이 집중

되게 되고, 이후 지각의 단계로 넘어가며 관찰 대상

내에서의 시각요소들의 선택적 수용이 이루어지게

된다.13) 지각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는데,

욕구ㆍ흥미ㆍ가치관 등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의 상

황이나 지각자의 생리적 조건 혹은 외부 자극의 변

화에 의해 대상에 대한 지각 정보가 변화될 수 있

다.14) 또한 형태심리학,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에

서는 시지각에 ‘형태적 전체성(ganzheit)’이 존재한다

고 말한다. Max, Wertheheimer 등의 게쉬탈트 심리

학자들은 형태가 지각의 원초적 단위라 지적하였

다.15) 인간은 유년기부터 지각 대상의 일정 ‘부분’들

의 결합을 단위로 파악하고, 실제적 의미에서 결합된

지각 대상의 부분이 ‘전체’로서 인식되는 것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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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배우게 된다.16) 이는 시각을 통해 수집된 전체

의 ‘부분’에 대한 경험적 정보가 지각 과정을 통해

‘전체’의 형태로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지각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형태

적 전체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시각적 자극을 받

아들이는 탐색과 사고와 인지의 분기점이 제시되는

고정까지의 단계에서, 배경과 사물이 동시에 주시되

며 외곽선으로 시각이 집중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경과 관찰물의 ‘외곽선의 분리’ 및 ‘부분’의 정보가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전체’로의 연상으로 이어지도

록 돕는 방향성에서 보조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륜차 탑승 시 가장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말단부에 광원이 부착될 경우, 지각자로 하여

금 배경과 이륜차의 공간적 윤곽선의 분리를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어두운 환경에서도 크기 인지를 보조하여 시각으

로 입력되는 전면 배경공간에서 공간적 점유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의복의 광

원과 차체내장광원이 조합되어 부분에서 전체로 이

어지는 인식작용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보조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원(조명장치)에 따른 시인성

빛의 성질 중 하나인 ‘명시’는 광원을 이용한 시인

성의 강화에 있어 고려할 부분이다. 인간은 빛의 밝

기를 상대적인 차이로 인식하며 밝고 어두움을 비율

로서 인식하는데, 같은 조명이라도 주간과 야간에 따

라 지각자가 느끼는 광원의 밝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명의 4요소 중 눈부심(현휘: glare)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야 내에 휘도가 강한 광원이 있으면 인간은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불쾌감은 주위가 어

두울수록, 광원의 휘도가 강할수록, 광원이 시선에서

가까울수록, 광원의 적용 면적이 클수록, 광원의 수가

많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커진다.17) 또한 빛은 구심성

을 통해 공간감과 확장성을 지각하게 할 수 있으며,

광원의 배치에 따라 공간의 경계를 확정짓거나 모호

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18) 따라서 이륜차운전자

를 위한 시인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공간과 개체

의 경계를 확정짓는 방향성 및 시각적 불쾌감을 고려

한 광원의 배치가 고려되어야한다. 전수호는 차량 광

원장치의 면적이 좁고 광원의 조밀도가 높은 형태일

경우, 동일한 광도의 발광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관찰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

다.19) 최근에는 LED(Light Emitting Diode)가 차량용

조명장치로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LED는

기존에 사용되던 할로겐 광원보다 발광면적이 좁으며

직진성이 강한 빛을 발광한다.20) LED는 일반 할로겐

조명보다 빛의 직진성이 강하여 눈부심 등의 시각적

인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에 광원장치를 내장함에 있

어, 이를 고려하여 시각적 피로를 억제하면서 시인성

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3.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1)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와 인터페이스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의 컴퓨팅 환경은 주

거공간에서 지하철, 야외 등 이동 공간과 외부 공간

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디지털기기의

상호작용을 위한 입력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WIMP

(Windows, Icons, Menus, Pointing device) 패러다임

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WIMP 방식은 움직이는

환경에서 원하는 명령을 적절히 입력하는 것에 어려

움이 있는데, 포인터로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의 크기

가 작은 경우에는 더욱 난이도가 높아지며 정확한

조작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화면크기가 요구된

다. 의복의 형태를 취하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의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기 충분한 화면 크기를 확

보하기가 힘들고, 이동성이 강조된 모바일 환경 하에

서 사용이 전제되므로 WIMP방식은 적합하지 못하

다.21) 독일의 반도체 업체 Infineon Technology사와

Munich 디자인스쿨이 공동 개발한 ‘mp3 player 재

킷’은 전기전도성 섬유소재를 사용하고 버튼에 방수

가공을 하여 세탁성을 확보한 입력장치가 적용되었

으며, 미국의 Microsoft사는 무선레이저 방식을 채택

한 ‘손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의 특허를 출

원하였다. 또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의복’으

로서 입고 벗는 행위적 메타포와 의복의 외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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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항목 개요 사진

필립스사의 야간용

자전거 의류

의복형태 바람막이(wind breaker)형

기능 야간 주행 시 가시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등 기능

입력장치 허리부분의 버튼

출력장치 소매와 배면의 발광장치

작동방식 허리부위의 스위치

레이 부클리의

방향등 티셔츠

의복형태 티셔츠(T-Shirt)형

기능 방향지시등 점등 기능

입력장치 소매부분의 버튼

출력장치 배면의 LED

작동방식 소매 끝의 버튼 조작식

- 이재정, 김윤희 (2009),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패셔너블 컴퓨터 디자인,
서울: 국민대학교 UIT교육개발원, pp. 85-86.

<표 3> 바이커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사례 분석 표

식성으로 활용되는 ‘여밈’이라는 요소를 인터페이스

적인 요소로서 활용하여 ‘패스닝 시스템의 입력장치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단추나 지퍼 등이

입력장치로서 의복에 장비된 디지털기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2)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인터페이스는 움직이면서도 입력이 가능하고 사용자

의 인지 부담이 적으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야하고 사용자 의식

을 독점하지 않는 방향성에서 디지털 기기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2) 상호작용적 동작 의미에 따른 인터페이스

최근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입력방식으로 음성인식

과 동작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음성인식은 주위의 소음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

는 단점이 있는 반면, 동작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23)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음성 인식의 단점, 즉 운전 행위 시 주위의 소음 등

으로 의해 음성인식으로 입력장치를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동작인식이 가장 적합한 입력방식

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행동은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

의사전달, 정보교류, 감정표현, 의례적 행동은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한 행동에 포함되고, 기기제어와 자기제

어는 대상을 제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무의식적 행동은 특별한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24)

상황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동작은 신호

로서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페

이스 또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 변화하여야 한

다.25) 동작감지 인터페이스의 경우, 사용자가 행동을

시스템이 명령으로 인식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실행

하게 되므로, 사람과 입력장치의 상호작용에 있어 무

의식적인 동작의 필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3)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사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개념을 정의하면, 인

간 능력의 향상 혹은 편의를 위한 디지털 기능이 사

용자의 개인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에 의

해 제어되며, 작동과 상호작용에 항시성을 가지고 있

는 의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초기 ‘컴퓨터를 몸에

걸치는’ 혹은, ‘디지털 디바이스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형태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연구 방

향성은, MIT의 ‘Beauty & the Bits’ Project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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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지털 의복에 심미성이 가미되기 시작하여, SIG-

GRAPH 2005 Cyber fashion show에 출품된 Whisper

[s]팀에 의해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까지 자극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26) 현재까지 제시된 이륜차운전자

용 의류 프로토타입들의 형태와 기능, 입력, 출력 장

치 별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사례 조사에 있어 자전

거용 의복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동력이 다를 뿐 기

본 골격과 작동 구조, 탑승․운전방식 등이 유사하므

로 참고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Philips사에서 제작한 야간에 자전거를 탑승

하는 운전자를 위한 발광 방향표시 재킷은 평범한

바람막이 재킷의 형태이며 양쪽 소매와 등이 빛을

낼 수 있게 고안되어 야간주행 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레이 부클리의 자전

거 운전자용 방향등 티셔츠는 배면에 화살표 모양의

방향등이 있어 자전거 뒤 차량에게 전환 방향을 알

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방향등 조절기는 허리에

위치되어 손으로 조작하게끔 제작되었다27)<표 3>.

Ⅲ.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사용자 요구조사

1. 사용자 요구조사
현재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 혹은 탑승

한 경험이 있는 의상디자인 전공자 22인(남성 8인 /

여성 14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의복의 형태, 착용성, 웨어러블 테크놀

로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진 조사대상이 필

요하였기에 대상을 의상디자인 전공자로 설정하였으

며, 탑승경험이 조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리

라 생각되어, 현재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탑승경

험이 있는 인원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각 질문문항에 개방형의견제시문항을 포함시켜 보다

자세한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
1) 의복 디자인 부문

의복 디자인 부문에서는 조형성/심미성, 기능성/

안전성, 착용성이 조사되었으며, 주로 의복의 형태와

소재에 관한 측면의 요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외형적

으로는 81%의 응답자가 일반적인 라이더 재킷의 형

태에 방한 및 최소한의 신체 보호를 위한 천연가죽

소재의 적용 선호하였다. 59%의 응답자들은 4개의

주머니가 상의에 부착되는 것을 선호하였고, 77%는

조여지지 않는 통소매를 선호하였다. 또한 71%의 응

답자가 통기성의 확보를 위해 습윤할 수 있는 액하

부분의 매쉬 소재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활

동성 및 방한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 칼라의 높이

에 대한 질문에서는 45%의 응답자가 4-5cm를 선호

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3%의

응답자가 운전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나면서도 피트 되지 않는 적당

한 여유분을 가진 의복을, 59%의 응답자가 신체 돌

출부위 즉 팔꿈치와 무릎에 관절의 가동성을 해치지

않을 만한 소재로 제작된 보호물의 부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2)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부문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부문은 기능성/안전성, 착용

성, 사용성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안전운전에 도움

이 될 만한 기능은 방향지시기능이(54%), 작동방식

은 동작감지입력방식이 가장 선호되었다(82%). 장

착위치는 배면 상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92%). 이어서 전원장치의 장착위치와 장착방식,

기동방식의 경우 상의의 경우, 배터리를 좌측상박

(42%)과 허리벨트부분(94%)의 내부에 위치한 속주

머니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일반적인 원터치 방식의 스위치

로 전원을 기동시키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41%), 이는 패스닝 시스템의 인터페이

스화가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5>.

Ⅳ.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개발

사용자 요구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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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 요소 필요 이유 응답 비율

형태적 측면

4개의 주머니가 부착된 형태.

적당한 여유분량.

소맷부리가 조이지 않는 통소매.

4~5cm의 적당한 높이의 칼라.

운전 행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용성.

미관과 운전 시 활동성을 위한 여유분.

미관과 운전 시 활동성을 위한 여유분.

방한과 안전 운전을 위한 높이 설정.

59%

63%

77%

45%

소재적 측면

가죽 소재.

신체 돌출부의 활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소재 보강.

액하부에 매쉬 소재 적용.

방한과 신체보호를 위한 소재 선택.

신제보호와 관절 가동성을 위한 소재

선택.

통기성 확보를 위한 소재 배치.

63%

59%

71%

<표 4> 가장 높은 선호도에 의해 채택된 의복 측면의 필요 요소

디지털 기기 기능 동작방식 부착 위치 필요 이유 응답 비율

출력장치 진행방향 표시 기능
광원의 점멸을

통한 방향표시
배면-팔하박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54%

전원장치
디지털 장치에

전력공급
스위치로 작동

좌우상박

하의벨트
디지털 장치에 전력 공급

42%

94%

입력장치
방향지시장치의

작동여부 결정 기능

동작(제스처)입력

방식
좌우액하부

사용자의식의 비독점성을

위하여
82%

<표 5> 가장 높은 선호도에 의해 채택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측면의 필요 요소

항목들을 반영함에 있어서 세 가지 수정사항이 발생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패스닝 시스

템의 인터페이스화에 대한 부분으로 의복의 주전원

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나

타난 일반적인 스위치의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은, 디

지털 디바이스의 노출을 억제하기 바란 심미적 측면

의 요구조사 결과와 상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는 패스너의 스위치화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었기에, 디지털 디바이스의 외

부 노출 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스냅 단추를

스위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방향지시등의 부착위치 부

분에서는 사전요구조사 결과 배면상단이 가장 선호

되었으나, 이 경우 착용자의 후방에 위치하여야만 점

등이 확인 가능한 한계성이 도출되어 시인성 강화에

충분치 못한 위치라 사료되었으므로, 전 방위에서 가

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의 재배치를 고

려하였다. 세 번째 전원장치와 제어장치의 장착 방식

의 경우, 전원장치를 의복 좌우상박 내부와 허리벨트

내부의 속주머니에 배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좌측상박과 허리벨트부분은 의복내

부의 여유 공간이 넓지 않고, 배터리가 발열되거나

파손될 경우 신체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

므로, 이 부분의 설문조사 결과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사 결과 두

번째로 선호되었던 좌우 상박의 외부 아웃포켓에 배

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의

수정사항은 향후 사용성과 시인성 강화여부 조사 시

재검증 될 예정이다.

1. 의복 디자인
사전 요구조사에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커재킷의 형태를 견지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의복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방향성

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향지시등의 형태를 디자

인하기에 앞서, 이륜차를 탑승하였을 때 가시성이 가

장 뛰어난 부위를 선택하기 위해 탑승 자세를 촬영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실제 사용 상황에 가장 근접

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륜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촬영하였고, 주행 중 상황에 따른 거리별 가시성을

고려하기위해 5미터와 15미터 기준으로 사진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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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면 후면 측면 대각선 측면

5m

15m

- 필자 촬영, 촬영일자 2009. 12. 14, 국민대학교

<표 6> 거리별 가시성 측정 자료사진

하였으며, 거리 기준은 사륜차량과 피사체 말단부의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하였다<표 6>. 측면과 대각선

측면 방향의 경우, 측면 15미터 거리에 이륜차가 존

재하여도 이를 의식할 필요가 거의 없고, 측면15미터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장시간 응

시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상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를 지양할 것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이어서 분석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사

진 분석결과, 전면과 후면의 경우 5m와 15m 모두

차체의 크기로 인한 시인성의 부족이 공통적으로 드

러났으며, 주위환경이 어둡거나 야간에는 배경과 이

륜차와 탑승자의 경계가 잘 구분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 되었으며 측면과 대각선 측면

방향의 경우 가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인간의 양안시야가 220˚ 정도이기 때문에

시야 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각적 한계성과,

둘째로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의 경계를 짓는 차체

프레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점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촬영은 일반승

용차에서 이루어졌으나, 차고가 높은 SUV 차종의

시점을 고려한다면 조명기구가 의복 하단에 위치할

경우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과 팔꿈

치, 어깨선까지 이어지는 부위에 방향지시등을 내장

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신체의 말단부위인 팔꿈

치에 조명기구가 달림으로서 차폭등의 역할 또한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륜차 탑승 시 손잡이를 잡기위해 팔꿈치가

구부러지게 되고, 전면에서 봤을 때의 가시성을 고려

한다면 방향지시등은 사선으로 배치되는 것이 적합

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1>. 의복의 디자인은 사용

자 요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상의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고

활동성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적당한 여유분이 부가된

슬림 라인의 일반적인 바이커 재킷의 형태에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라펠부위가 여며져 목까지 잠겨 4-

5cm의 하이넥 칼라가 생기도록 배려하였고, 포켓은

주행 시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배치하

였으며, 허리 주머니의 경우 사선으로 부착하여 수납

행위가 원활하도록 배려하였다. 액하부의 매쉬 소재

는 보다 효과적인 통풍을 위하여 상박 안쪽까지 확

장하여 배치하였다. 하의는 로데오팬츠의 형태를 응

용하여 일반적인 바지 위에 한 겹 더 입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피부에 직접

닿아 불쾌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전원장치의 발

열로 인한 불필요한 온기를 차단하기 위해 디자인적

인 측면의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바지위에 덧입는

형태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무릎에 연질 수지 재

질의 보호대를 내장하여 최소한의 관절돌출부 보호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소재의 컬러는 블랙이 채택

되었는데, 이는 개방형질의응답에 있어 가장 선호도

가 높았고, 향후 시인성 강화 여부 평가 조사 시 소

재의 색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시지각적변수를 배

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소재 역시 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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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가죽 소재와

부분적으로 통기성 확보를 위한 매쉬 소재가 적용이

고려되었다<표 7>.

<그림 1> 방향지시등 배치 대상 부위

- 필자 촬영, 촬영일자 2009. 12. 14, 국민대학교

2. 테크놀로지 디자인
디지털 디바이스 역시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의복디자인과 맞물려 디자인과 배치가 진

행되었다. 탈부착성의 확보를 위하여 의복 솔기와 재

봉선을 따라 벨크로 라인을 구축하여 이와 함께 의

복 내의 웨어넷 자체가 모듈화 되도록 설계하였고,

디바이스 모듈과 웨어넷의 연결부위에 소켓을 달아

탈착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배치의 경우, 배터리의 위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좌

우상박과 허리벨트 내부에 속주머니를 부착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고 발열 시 신체에 손상을 입힐 우

려가 있어, 아웃포켓 내부에 위치시키도록 수정되었

다. 전원 관리 스위치는 착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

복 밑단 벨트부위에 위치되었으며, 방향지시등은 배

면에서부터 하박으로 이어지도록 배치하였다. 방향지

시등은 소형의 황색과 백색, 청색의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착용자로 하여금 무의미한 부피감과 활동

성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고, 형태는 의

복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인성의 강화가 이

루어지도록 배면에서부터 팔의 상박과 하박에 걸쳐

사선으로 배치되도록 하였다. 하의에 배치되는 차폭

등의 역할을 하는 조명은 옆선을 따라 흐르도록 배

치하여 신체의 돌출부가 자연히 눈에 띄도록 고려하

였다<표 7>.

1) 패스너의 인터페이스화

일반적인 스위치의 구조는 접점과 그것을 동작시

키는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전기적 회

로의 전류의 흐름을 연결하거나 끊거나하는 전환 동

작을 통하여 디지털기기의 on/off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전도성 금속으로

제작된 스냅버튼에 전극을 연결하여 회선을 설계하였

다. 전원장치와 연결된 스냅버튼이 결합되지 않으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디지털 기기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는 전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

론, 사용자가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운전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하므로, 운전외의 작업

시 상의 하단의 두 번째 금속 단추의 여밈을 해제하

여 시스템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어 불필요한 기능의

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그림 2>.

<그림 2> 주전원 관리 스위치 구조도

- 필자 일러스트

2) 동작입력방식 인터페이스

이륜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특성상, 착용자는 한정

적인 동작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령 의복에 내

장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디바이스의 부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입력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WIMP 방

식일 경우, 핸들에서 손을 때 스크린을 만지거나 버

튼 혹은 다이얼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안전운행에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동작입력방식에 비

해 입력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그동안 착용자의 주

의를 떨어뜨려 도로 상황이나 주위의 위험요소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륜차를 운행하는 상황

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안전하고 빠른 기능의 사용을 위한 입력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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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방식으로 동작(제스처)입력방식의 적용을 고

려하였다. 차선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 쪽의

손을 들어 올리는 이륜차의 수신호체계를 응용하여,

착용자의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작동 명령으로 작용

하여 해당 방향의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도록 설계하

였다.

3) 광원장치 구성

상의의 방향지시등은 전 방위에서 인지될 수 있도

록 팔의 상박과 하박에 걸쳐 사선으로 배치하는 것

을 전제로 설계하였다. 전원장치와 제어장치가 양팔

상박 아웃포켓에 배치되므로 방향지시등 유니트가

팔에 위치하게 될 경우 의복내의 웨어넷 길이가 최

소화되어 착용성 및 활동성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의에는 차폭등의 부착을 고려

하였는데 이는 탑승자세 분석결과 차량에 탑승한 시

점에서 이륜차를 바라볼 경우 하반신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임과 동시에, 야간 운행시 이륜차 자체에

부착된 광원만으론 차체가 가지는 공간 점유율을 잘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차체보다

넓게 분포되는 인체의 말단부의 하나인 무릎과 종아

리로 이어지는 부위에 광원을 배치하였다. 방향지시

등은 라인형의 광원과 면적형의 광원 두 종류의 조

합으로 설계하였는데, 라인형 광원은 배면으로의 확

장을 통해 외곽선의 분리뿐만 아니라 야간 주행 시

공간 점유면적을 보다 원활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

치를 고려하였으며,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방향지시등의 형태와 색을 가진 면적형의 광원을 통

해 직관적으로 방향지시등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면적형 광원과 라인형 광원은 서로

색상을 달리하고 라인형 광원 사이에 면적형 광원을

위치시켜 두 광원의 조화를 도모하였다<그림 3>. 마

지막으로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매

쉬 소재 커버의 부착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디바이스

모듈의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여 기기를 보호하는 효

과와 더불어 디바이스모듈의 노출을 선호하지 않은

요구조사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며, 직진성이

강한 LED의 휘도를 완화하여 눈부심 효과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림 3> 방향지시등 배치도

- 필자 디자인 및 일러스트

4) 전원 및 제어장치 구성

전원장치와 제어장치는 출력장치나 입력장치에 비

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충전, 혹은 교환 등 의복

외부로 꺼내야할 일이 잦고, 전원장치의 경우 장시간

사용 시 발열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장치들은 의

복 내를 순환하는 모든 웨어넷이 집중되는 장소이므

로, 웨어넷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의복 착용성의 악영

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판으로 제작한 케이스에

두 장치를 배치하여 팔의 상박부에 위치한 아웃포켓

에 수납하도록 설계하였다.

5) 착탈성의 확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지보수 및 세탁성의 확보

를 위하여, 의복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웨어넷 간

의 분리와 결합이 용이하도록 의복 내의 벨크로 라

인을 설계하였다. 모든 모듈과 웨어넷의 말단 부를

소켓화하여 벨크로를 통해 의복 내에 고정되도록 하

여 단선 등의 파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

였다. 마지막으로 의복 내부에 디지털 기기가 장비되

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특성 상 의복 착용

성 및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감을 부착함에

있어 탈부착의 용이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감의 끝

부분, 즉 밑단 등의 부위에 소형 스냅단추를 부착하

여 간편하게 겉감과 안감의 탈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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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컨셉

형태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라이더 자켓의 형태와 더불어 웨어러블 테크놀

로지(디지털 디바이스)가 심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관절 돌출부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로서 연질수지의 보호대를 내장.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행위에 장애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여유분이 부가된 슬림한 라인.

소재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방한과 안전성, 내구성의 확보를 위해 가죽(인조 가죽)

소재의 사용.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의복 내 대기 순환 및 통기성의 확보를 위한 액하부 매

쉬 소재 사용.

컬러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라이더 자켓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 지고 있

는 블랙 계통의 색상을 사용.

테크놀로지

컨셉

-착용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소형 경량의 배터리와 메인보드 유니트를 좌우 상박에 위치한 아웃 포

켓 내부에 배치.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간편한 의복 기능의 사용을 위해 입력 방식을 동작(제스

처)을 통한 명령 입력 방식을 채용.

-디지털 디바이스의 유지보수 혹은 세탁성 확보를 위한 벨크로를 이용한 착탈성의 배려.

기능

-사용자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및 쾌적한 운전 행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진행 방향 표시 기능.

-고휘도 LED를 방향 표시 등의 광원으로 적용하여 전면 배면 측면 모두에서 인지될 수 있도록 배

면과 팔의 상박, 하박에 걸쳐 배치하여 시인성 강화를 도모.

인터페이스
입력장치 어깨-팔 부위의 동작 감지를 통한 명령 전달.

출력장치 배면에서 하박에 이어지도록 배치된 LED 조명.

사용

시나리오

바이크 운행 중 차선 이동을 해야할 경우 해당 방향의 어깨를 상하로 움직여 방향등을 키고 차선

이동을 행한 뒤, 다시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면 방향등이 꺼진다.

구분 앞면 뒷면

상의

하의

- 필자 디자인 및 일러스트

<표 7>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 디자인 컨셉 개요

3. 제작
1) 의복 제작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듈 및 웨어넷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의복제작과 디바이스의 제작을 동시에 진

행하였으며, 제작 과정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

다. 첫 번째로 의복의 패턴 도안 작업과 가죽 재단

및 무두질 작업이 이루어졌다. 패턴에 적용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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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어깨와 연결된 팔의 움직임(제스처)로 발생되는 동체와 상박의 거리차를 이용

명령 수단 어깨와 연결된 팔을 들고 내리는 행위

구분 제스처 명령 Output 동작

테스크1 좌측 어깨를 들었다 내린다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테스크1' 좌측 어깨를 들었다 내린다 좌측 방향지시등 소등

테스크2 우측 어깨를 들었다 내린다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테스크2' 우측 어깨를 들었다 내린다 우측 방향지시등 소등

테스크3 양쪽 어깨를 들었다 내린다 비상등 점등

테스크3' 양쪽 어깨를 들었다 내린다 비상등 소등

- 필자 디자인 및 일러스트

<표 8> 동작인식 인터페이스 명령 동작 체계

스펙은 일반적인 남성용 기성복의 100호 사이즈를

기본으로 디바이스 모듈 및 웨어넷의 장착위치에는

패턴에 변화를 주었다. 두 번째로 봉재작업이 진행되

었는데, 디바이스 모듈과 웨어넷의 배치 및 착탈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위해 겉감과 안감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종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모듈 및

웨어넷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탈부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벨크로 라인의 설치와 배선이 드나들 곳

의 타공 및 안감과 겉감, 또 주전원 스위치와 배선이

설치될 밑단 벨트 부분의 스냅 단추 부착 등의 마무

리작업이 이루어졌다.

2)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제작 또한 의복과의 상관관

계를 고려하여 의복 제작과 병행되었으며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어장치에 해당하는

Arduino의 프로그램 코딩이 이루어졌다. 입력장치인

거리 센서의 입력 펄스 및 방향지시등의 작동을 제

어하기 위해 어깨와 팔을 드는 동작이 명령어로서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코드를 작성하였다. 1회 동작시

작동 명령어로, 2회 동작시 정시 명령어로 입력이 되

도록 인터페이스 체계를 구성하였다<표 8>. 두 번째

로 각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듈 및 웨어넷의 제작이

진행되었다. 각 모듈 별로 의복의 부착위치를 고려하

여 모든 디바이스 모듈과 웨어넷은 연결단자를 부착

하여 각각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방

향지시등 유니트의 라인형 광원은 파이핑 처리를, 팔

꿈치 부위에 장착되는 면적형 광원은 벨크로로 제작

된 베이스위에 부착하여 팔의 가동성에 악영향을 줄

경우 그 개수와 면적의 조절이 가능하면서 탈착성의

확보를 도모하였다. 적외선 거리인지 센서는 별도의

가죽 파우치를 제작하여 수납함으로서 의복 외부 노

출을 최소화하였으며, 수납 파우치에 벨크로를 부착

하여 의복 내부에서 위치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였다. 또한 안정적인 기능의 사용을 위한 트랜지스터

유닛을 제작하여 장착함에 있어 웨어넷에 직접 장착

할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도의 PCB기판에 소켓과 함께 연결시켜 유니트화하

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디바이스 모

듈과 웨어넷을 의복에 장착하고 불필요한 웨어넷을

간소화하였다. <표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향지시

등기능의 기능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의복에 디지

털 디바이스가 부착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최대한 자

연스러운 의복외관을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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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모습 이륜차탑승 모습 방향지시등 작동모습

전면

측면

배면

- 필자 촬영, 촬영일자 2010. 4. 4, 국민대학교

<표 9>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위치별 착용 및 작동 사진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복의 개발을 위하여,

먼저 이륜차운행 현황과 이륜차운전자용 의복의 필

요사항 및 시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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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블 테크놀로지 웨어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현재

연구ㆍ개발되어진 이륜차운전자를 위한 웨어러블 테

크놀로지 의류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

대로 사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의복 관점과 디

지털 테크놀로지 관점의 필요 요소를 도출하였고, 도

출된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작업 및 디바이스 모듈

의 설계ㆍ제작 작업을 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

서 도출된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의복의 필요 요소

는 다음과 같다. 의복의 관점에서는 운전 시 움직임

에 저해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적당한 여유분량

의 확보, 미관과 사용성을 고려한 포켓의 배치, 방한

과 신체보호를 위한 일반 직물보다 내구성이 강한

소재의 사용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능의 관점에서는

착용자는 물론 이륜차의 주행 시 함께 도로를 주행

하는 타 차량의 안전을 고려한 방향지시 기능과 동

작입력방식의 간편한 입력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또한 출력장치인 방향지시등은 전면, 측면, 배면 모

두에서 인지될 수 있도록 이륜차 탑승 시 가장 돌출

되는 부분 중 하나인 팔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

하다. 전원장치의 주 구성물인 배터리는 양팔과 대퇴

부의 아웃포켓에 배치하여 활동에 장애요소로서 작

용하지 않으면서 발열이나 파손 등의 돌발 상황에서

신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이

륜차는 사륜차에 비해 형태가 작고 가벼우며 민첩하

지만, 외부의 물리적 위험요소가 운전자에게 직접 전

달될 수 있는 형태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외부 환경과 외부 위험요소에서 운전자를 보호하

기 위해, 또 운전자뿐만 아니라 함께 도로를 사용하

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류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택

배서비스업 종사자들이나 고배기량 이륜차를 운행하

는 운전자들은 신체 보호를 위하여 보호 장구와 의

류를 함께 착용한다. 그러한 장비들에 본연구의 시스

템이 적용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용자요구 조사에 참

여한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주로 20대 초반에서 30

대 후반까지의 연령대로 편성되어 보다 고 연령의

운전자의 요구 사항이 결여된 점이 본 연구에 있어

서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서는 본 연구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실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2차 사용자 평가를 시행함으로서 보다 개선된 형

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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