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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down jacket prototype that utilized sunlight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with no air pollution. The jacket is filled with flexible solar panels 

and has a heat-generating function and LED function. In this study, three smart down 

jacket prototypes were developed, and the jacket's capabilities were demonstrated through 

the thermal effect on the performance test. The typical output voltage of the flexible solar 

panels was 6.4V. By connecting the 2 solar cell modules in series, the final output voltage 

was 12.8V. A battery charge regulator module was used the KA 7809 (TO-220) of 9V. 

Three heating pads were to be inserted into the belly of the jacket as direct thermal 

heating elements, and the LED module was configured, separated by a flash and an 

indicator. The smart down jacket was designed to prevent damage to the down pack 

without the individual devices' interfering with the human body’s motion. Because this study 

provides insulation from extreme cold with a purpose, the jacket was tested for heat 

insulation properties of non-heating, heating on the back, heating on the abdomen, and 

heating on both the back and abdomen in a sitting posture in a static state. Thermal 

property analysis results from examining the average skin temperature, core temperature, 

and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within clothing showed, that placing a heating element in 

one place was more effective than distributing the heating elements in differen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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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I. 

대기환경 오염으로 발생된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  

을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으며 선택의 여지, 

가 없이 우리는 대기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를 찾아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무상일 뿐더러 무제한으

로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미래에너지인 태양광은 일

상생활 및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

로 보이며, 태양광 자가발전 사업은 미래의 에너지 

고갈로 인한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Shim. M. J., 2014).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태양전지는 고효율 저비flexible , 

용 경량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생산을 기반, 

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면

서도 고수익의 시장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태양광을 .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긍정적 효용가치가 높은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발열 스마트 다운재킷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태양. 

광 발전은 긍정적 효용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타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태양광 에너지. 

를 적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상품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산업에서는 아직 그 적용이 

미비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을 의류제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다기능 발열 스마

트 다운재킷을 개발하는 하고자 하였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산물인 스마트웨어는 머지않아   

의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스포츠 레(Kim, K. W. 2009). 

저 의류를 중심으로 옷에 다양한 기능을 담고자 하

는 시도들이 엿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는 고. 

기능 고감성 기능소재를 적용한 다기능 의류들을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실례로는 다양한 전자장치들을 , 

접목한 형태의 다기능 스마트 웨어들을 들 수 있다. 

국내 스마트웨어 개발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비교했

을 때 개념정립단계에 불과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 , 

관심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연구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코오롱, 

스포츠에서 주도적으로 제품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방한 군복 멀티성능 스포츠 레저의류 및 차세대 실, 

버 패션산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활용한 

배터리 충전기능 발광기능 발열기능을 보유한 , LED , 

다운재킷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프로토타입에 구현, 

된 기능 중 발열기능에 대한 보온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II.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1. 

재킷의 모듈개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및 기술 조사를 통해 모  

듈개발에 적합한 기술들을 선정하였으며 태양광을 ,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재킷의 전기적 장치들은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의 연구진과 협력

하여 개발하였다 모듈개발에 사용된 센서와 기기들. 

은 충전부와 배터리 구동부로 구성되어있다 충전부. 

는 태양전지와 충전모듈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구동부에는 발열패드 로 , LED Indicator, LED Flash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Figure 1). 

Heating on the back was the most effective for maintaining optimal skin temperature, core 

temperature, and humidity, whereas heating on the abdomen was not effective for 

maintaining optimal skin temperature, core temperature, or humidity within clothing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jacket and the body. 

Key words 다기능 스마트웨어 다운재킷 : multi functional( ), smart wear( ), down Jacket( ),        

태양광 발열                solar light( ), he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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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Configuration of the Module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Size                                                 Unit : cm

Measurement Item Value Measurement Item Value

Back Length 68.0 Hem Girth 108.0

Neck Height (FT/BK) 7.5 Upper Arm Girth (1/2) 38.0

Neck  Round 53.0 Sleeve Cuffs Width 24.0

Shoulder Width 40.0 Sleeve Length 61.0

Chest Girth 104.0 Hood Width 26.0

Waist Girth 93.0 Hood Height 37.0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2. 

재킷의 디자인 개발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재킷의 디자  

인은 투습방수포 외피와 다운 팩 그리고 안감의 구

조로 되어있다 디자인은 기능성 스포츠 웨어 디자. 

이너로 다 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실

무 전문가와 의복인간공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들

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이루어졌다 디자인은 최대. 

한 전자 장치들이 인체활동에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보관 및 세탁이 용이하도록 배치되고 인간공학적인 

요구 성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차에 거쳐 디자, 3

인을 수정한 후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외피로 . 

사용된 투습방수포에는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서도 외관에 관련한 심미적인 효과도 얻어낼 수 있

도록 심실링 및 무봉제 웰딩기법을 적용하였다, . 프

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제품 사이즈는 과 Table 1

같다 아웃도어용 다운재킷은 충전재로 인해 본래 . 

제품치수보다 다소 작아지는 것을 감안해 현재 시판

되는 아웃도어 사이즈의 제품치수로 제작하였다95 .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재킷  3. 

의 보온성능 평가   

피험자  1) 

년 제 차 사이즈 코리아 측정치를 근거로   2010 6

대한민국 평균여성 체형에 해당되는 대 여성 명20 5

을 선정하여 본 실험에 앞서 인체측정 및 예비실험

을 실시하였다 이때 의 연구를 . , Na & Lee (2011)

참고하여 피험자들의 사전 동의를 통해  실험기간 

중 무리한 운동이나 흡연 및 음주를 금하게 하였으

며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하여 실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 

적 특성은 와 같고 체표면적은 을 Table 2 高比良式

활용해 산출하였다 피험자는 시간에 따른 피부온과 . 

체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에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에 앞서 생리주기를 파악, 

하여 결과 데이터의 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동일 식단의 동일 분량으로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실험 시간 전에 식사를 완료하도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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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SA* (m2) BMI**

K 23 166.0 53.0 1.14 19.2

D 22 166.0 53.0 1.12 19.2

O 22 164.5 56.0 1.15 20.7

L 23 165.0 56.0 1.16 20.6

J 20 168.0 54.8 1.16 19.4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BSA(Body Surface Area) = Weight0.425 × Height0.725 × 72.46      ** BMI(Body Mass Index) = 

Weight(Kg)/Height(cm)2

Table 3. Formula of Mean Skin Temperature and Core Temperature 

* Mean skin temperature

= Forehead × 0.07 Chest × 0.35 Forearm × 0.14 Hand × 0.05 Thigh × 0.19 Calf × ＋ ＋ ＋ ＋ ＋ 

0.13 Foot × 0.07＋ 

* Core temperature

= Rectal temperature × 0.65 Average skin temperature × 0.35  (Normal Environmental Condition)＋ 

= Rectal temperature × 0.50 Average skin temperature ×0.50  (Cold Environmental Condition)＋ 

= Rectal temperature × 0.80 Average skin temperature ×0.20  (Hot Environmental Condition)＋ 

하였다 외기온이 피부온과 체온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최소 시간 전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실험 당1

일 착용한 의류 및 신발의 무게를 잰 후 안정을 취

한 상태에서 를 부착하였다Thermistor .

인공기후 실험조건  2) 

인공기후실  ① 

인공기후실은 영하 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15℃

온도편차는 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인공기후±0.5 . ℃

실은 인하대학교 스포츠레저섬유연구센터의 TABAI 

의 이다 실험시간은 영ESPEC EBL-5HW2P3A-23 . 社

하 이하의 극한 환경임을 고려하여 인공기후실15℃

에서의 예비실험을 거쳐 최소한의 안정화 시간과 미

발열 상태에서의 피부온과 체온의 변화 추이 실험, 

의복의 발열에 따른 객관적 실험 데이터와 주관적 

감각의 변화 추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총 분으로 80

정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운 . 

환경에서 활동량이 많은 착의자보다는 정립 또는 착

석자세와 같은 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착의자의 

한랭감이 더 극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피험자에

게 착석상태의 정적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피험. 

자는 인공기후실에 입실한 후 총 분 동안 의자에 , 80

앉은 자세로 실험에 임하였다 피험자가 입실한 후 . 

초기 분은 데이터 안정화 구간으로 보았으며 입40 , 

실 후 분에서 분까지의 피부온 직장온 의복내40 80 , , 

온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된 재킷의 보온성 분석

에 사용하였다. 

평균 피부온과 체온  ② 

본 연구에서 평균피부온은 의   Hardy & DuBois 7

점법을 채택하여 이마 배 전완 손 대퇴 하퇴 발, , , , , , 

등온을 측정하였다 피부온은 휴대용 피부온 측정기. 

사 의 센서를  부위 피부에 밀착(Technox , LT-8A) 7

되도록 외과용 테이프 미국 로 고정( 3M, Transpore)

하여 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심부온의 경우에는 직1 . 

장온으로 측정하였는데 센서를 직장에 정도 , 12cm 

삽입하여 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평균피부온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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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표면적에 대한 신체부위의 안분비율식으로 

계산하였다 체온은 저온의 환경에 맞는 계수를 이. 

용하여 과 같이 산출하였다Table 3 .

피복 내 온습도  ③ 

피복 내 온습도의 경우에도 한국 사  Technox , 

를 이용해 발열패드 위치에서 일정 간격을 유LT-8B

지한 가슴과 등의 부위에서 총 실험시간인 분 2 80

동안 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등 부위의 경1 . 

우에는 발열패드 위치와 직접 맞닿는다는 점을 감안

하여 발열패드의 열이 센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Figure 2. The Controlled Variables Experimental Garments

Table 4. Characteristic of Experimental Garments

Covering area Clothes
Material 

(%)

Thickness

(mm)

Weight

(g)

Upper body

Down jacket

Out shell
WVP 2layer polyester 

100% not 

measurable
  1346.0

Down pack Down & Polyester 100%

Lining Polyester 100%

Semi-zip up shirt Polyester 100% 2.83 390.9

Top Cotton 100% 1.92 24.6

Brassiere Polyester & poly urethane 1.85 34.2

Lower body

Pants Polyester 94%  Poly urethane 6% 1.03 412.5

Brief Cotton 100% 1.97 29.8

Socks 1 Cotton 100% 0.98 35.5

Socks 2 Cotton, Poly-urethane, Polyester 1.89 48.5

Hands Gloves Thinsulate 2.4 79.9

Feet Boots WVP Polyester 100% + Down 7.26 59.9

* WVP : Water-vapor-permeability

미치지 않도록 발열패드가 위치하는 지점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온습도센서를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실험복  3) 

피험자는 언더웨어로 브래지어와 면 러닝셔츠 그  

리고 팬티를 착용하였다 그 위에 상반신은 아웃도. 

어 전문브랜드의 스탠드 칼라의 반 티셔츠Zip-up 

를 하의는 중 본딩된 기모 팬츠를 착의하였다 보, 2 . 

온성 평가는 영하 의 극한 환경에서 진행되었기15℃

때문에 이외에도 면양말을 신고 그 위에 겨울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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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도어 전문 양말을 덧신도록 하였으며 방한용 부츠

를 착용시켰다 그리고 방한방수용 장갑을 착용시켜 . 

실험복 피복부위가 아닌 타 신체 부위에서의 주관적 

온열쾌적감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피험자가 개발된 스마트 다운 재킷을 제(Table 4). 

외하고 변인이 통제된 실험복을 착의한 사진은 , 

에 명시하였다 스마트 다운재킷은 등과 배 Figure 2 . 

부분에 재킷의 안쪽에 발열판을 삽입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발열판은 등 부분에 한 개 배 부분은 . ,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배치하였으며 각 위치별로 

선별하여 발열이 가능하도록 제어하였다.

연구결과III.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1. 

재킷의 모듈개발  

  1) Charging part : 활용기술 Flexible Solar Panel 

은   Flexible Solar Panel Typical Output Voltage 

를 사용하였으며 태양전지 모듈 개를 직렬로 6.4V , 2

연결함으로써 최종 를 로 설정Output Voltage 12.8V

하였다 는 배터리 전압에 따라 결정. Output Voltage

되는데 스마트 다운 재킷에 최종적으로 적용한 배,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Flexible Type Solar Panel

     Model MPT 3.6-75 MPT 3.6-150

     Operating Voltage 3.6V 3.6V

     Operating Current 50mA 100mA

     Typical VOC 4.8V 4.8V

     Typical ISC 60mA 60mA

     Total Size 74×75mm 74×150mm

     Solar Module Size 60×75mm 60×150mm

     Thickness 0.2mm 0.2mm

     Weight 1.6g 3.2g

터리는 개가 직렬로 연결3.6V lithium ion battery 2

되어 의 전압이었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판단할 7.2V . 

수 있는 전류량은 로 확인할 수 Operating Current

있는데 스마트 다운 재킷에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 

전지 개를 직렬로 연결하였을 때 의 출력결2 30mA

과를 보였다 사용된 의 사양은 . Solar Panel Table 5

에 설명하였다.

  2) 배터리 충전모듈Charging part :  

배터리 충전모듈에 사용된 는 의 정격  Regulator 9V

전압을 내는 를 사용하였으며 배KA7809(TO-220) , 

터리에 대한 입력을 로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9V

(Table 6) 태양전지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을 때는 . 

의 최소구동전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Regulator

를 사용함으로써 역전류를 막아주도Schottky Diode

록 설계하였다 배터리에서 충전과 구동을 위해 제. 

공되는 단자는 개로 구성되어있고 모든 것을 동시2

에 사용해야 할 경우 충전 모듈 발열패드 개, LED , 3

의 단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회로구성부분에 배터리. 

의 성분으로 묶을 수 있는 모듈과 발열Output LED 

패드 개에 대해서 병렬연결회로를 새롭게 함으로써 2

배터리에 개의 단자만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2

다 추. 가적 사항으로는 배터리에서 충전과 구동을 

위해 제공되는 단자는 개로 구성되어있고 모든 것2

을 동시에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충전 모듈 그,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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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Charging Module

Charging module

Charging circuit
Input Voltage 5.0V 18.0V∼ 

Output Voltage 9.0V

리고 발열패드 개의 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3

한 단자수가 부족하였다 때문에 회로구성부분에 배. 

터리의 성분으로 묶을 수 있는 모듈과 Output LED

발열패드 개에 대해서 병렬 연결회로를 새롭게 구2

성함으로써 배터리에 개의 단자만을 활용할 수 있2

도록 구성하였다.

  3) Action 발열패드 선정 part : 

 

시판되고 있는 열선제품의 경우에는 열선 주위에  

만 가열이 되고 열선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문제점

이 있어서 면상발열체를 발열패드로 사용하였다 면. 

상발열체는 열효율이 매우 높으며 유연해서 의복에 , 

적용하기에 유리하였다 스마트 다운 재킷에 적용한 . 

면상발열패드는 80 까지 발열이 가능한 고효율 면℃

상발열체로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온도조절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재킷에 사용한 발열패드는 . Figure 3

과 같다 발열패드는 개의 직렬 발열체로 재킷의 . 3

등과 배 부분에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3. Heating pads used for jacket

  4) Action part : 발광모듈 개발LED 

발광모듈은 와 로 구분하여 구  LED Flash Indicator

성하였다(Table 7) 는 배터리 전원만으로 . Flash

를 사용하여 정격전압이 유지되도록 설Regulator 5V 

계하였다 에 사용된 파이 밝기는 입력. Flash 5 LED 

되는 전압에 비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 

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이 줄어들거나 부하저항에 의

해 최종 로 입력되는 전압이 가변적이면 밝기도 LED

변하기 때문에 를 통한 정격전압을 유지시Regulator

킬 수 있도록 를 구동시켰다 는 배터LED . Indicator

리의 충전용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개발하였다 충전. 

용량은 파워로 계산되지만 방전과 완충 사이에는 전

압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사용하는 배터리의 경. 

우 방전 에서 완충 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7.2V 8.2V . 

라서 는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완전 충전Indicator 6 , 

과 방전에 단계씩 배분해서 를 활용한 1 Diode 1.0V 

충전 또는 방전을 단계로 분배함으로써 총 단계의 4 6

를 구성하였다Indicator .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2. 

재킷의 디자인 개발     

 디자인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 다운재킷은 일반적인   

아웃도어용 다운재킷 형태로 후드가 탈착이 가능한 

분리형이었다 그 외 특성으로는 다운재킷의 외피에 . 

이 삽입되어 위치할 수 있도록Solar Panel , Seam 

과 를 활용하sealing Seamless we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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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름 형태의 포켓을 부착하였다 각각의 모든 모. 

듈들은 재킷 앞판의 안감 쪽에 위치한 배터리 삽입

용 포켓에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운백에 구멍을 내는 것은 자칫 재킷 충전재가 밖

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운백을 직접 관통, 

하지 않도록 터널을 만들어서 각 종의 디바이스에 

연결된 케이블이 통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스마트 다운 재킷의 디자인 도식 

화 및 착장사진은 에 명시하였다 인체의 보Table 8 . 

온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위가 체간부이므로 발열패

드는 재킷 내피의 가슴부위와 등부위 그리고 배 부

위에 패드 삽입이 가능하도록 포켓을 만들어서 착, 

Table 7. LED Module and Indicator

Front Back

LED module

LED Indicator

 

Table 8. Specification & Photos of the Jacket

Specification

(Outside)

의자가 보온을 요구하는 부위에 선별하여 발열패드

를 삽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스마트 다운재. 

킷에 삽입된 전기적 장치들은 세탁 용이성을 위해 

재킷과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으면서도 착의자의 움

직임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시켜 디자인하였다 솔. 

라패널은 총 개가 사용되었으며 아랫부분의 팔의 6 , 

경우 규격의 솔라패널 개를 사용하였지75×74cm 2

만 기타 부위에 사용된 패널은 의 규격150× 74cm

이었다 착용자 기준에서의 왼쪽 아래팔에는 가 . LED

있어 조명기능과 배터리 잔량 확인용 의 역Indicator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제품. 

이 등에 삽입하여 발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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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Specification 

(Inside)

Photos

(Front, Side, 

Back)

  

만 발열판 삽입위치의 객관적 선정 과정이 없어서 

개발된 재킷의 프로토타입에 삽입될 발열판의 경우

에는 등발열 배발열을 비교하여 보온효과가 보다 , 

우수한 발열위치를 밝혀내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최종 프로토타입에서의 발열판 삽입위치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소재  2)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 및 요척량  

은 와 같다 겉감은 나일론 의 Table 9 . 100% 2layer 

투습방수포이었으며 다운백에 사용된 직물은 폴리, 

에스터 고밀도 소재였다 충전재는 덕다운 소100% . 

재로 솜털과 깃털의 함량은 각 각 이었80%, 20%

다. 

봉제  3) 

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재킷 개발을   

위해 사용한 봉제법은 일반적인 다운재킷 봉제법과 

동일한 방법이었다 다만 다운재킷 봉제면 안쪽에 . , 

를 부착하여 만일에 있을 수 있Seam sealing tape

는 수증기나 물로 인해 내부에 삽입된 전기적 모듈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발열 패드 개. 3

를 다운재킷의 내피에 삽입하기 위해 배부분과 등부

분에 발열패드를 삽입할 수 있는 포켓을 만들어 구

성하였다. 다운재킷의 외피는 투습방수포로 2Layer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유지

하기에 적합한 봉제법인 과 Seam sealing Seamless 

를 활용하여 재킷을 제작하였다welding technology . 

솔라패널과 와 를 위해서는 필름 LED Flash Indicator

형태의 포켓을 접착하는 무봉제 웰딩기술을 적용하

였다 개발된 재킷에 사용된 봉제의 세부사항은 . 

와Figure 4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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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Fabric

ITEM  MATERIAL NAME & PART STANDARD AMOUNT

Main Fabric(G) NYLON 100%(BJ-34W2) 54" 1.95YD

Sub Fabric (C1) NYLON  100%(BJ-34W2) 54" 0.59YD

Sub Fabric(C2) NYLON 100%(TASLAN) 54" 0.008YD

DUCK BAG WHITE(POLYESTER 100%) 310T 3.20YD

DUCK DOWN PLACKET 80/20 260g

INNER

HAS1oz((POLYESTER100%)) 60" 0.02YD

MICRO SMITHGIMO POLYESTER100% 58" 0.33YD

P/290T(POLYESTER  100%) 58" 0.79YD

WICK WICK(POLYESTER 100%) 36" 0.80YD

ZIPPER 

FRONT ZIPPER(REVERSE)  ZP N#5 1EA

POCKET ZIPPER(REVERSE)  ZP N#3 3EA

HOOD ZIPPER(Nylon)  ZP N#3 1EA

INSIDE ZIPPER(REVERSE) ZP N#3 1EA

E/ZIPPER PULLER LOGO PULLER 3EA

ESTRING Black 2mm 3.00YD

STOPPER PLASTIC 1 Hole 5EA

O-RING PLASTIC Small 5EA

EYELET BLACK nickel Small 10SET

E/BAND CUFFS 20mm 0.33YD

OUT YARN 75D
G YARN 75D  75D 250M

C1 YARN 75D  75D 175M

YARN 60/3
G YARN 60/3 60c/3h 150M

C1 YARN 60/3 60c/3h 150M

LOGO VELCRO CUFFS 7*1.5cm 2SET

VELCRO
HOOD VELCRO 1.5cm& 2.0cm 2SET

PLACKET  VELCRO 1.5*cm 3SET

SUN GRIP HOOD 6, PLACKER2 13mm 8SET

Figure 4. Sewing Detail of the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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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활용한 다기능 스마트 다운   3. 

재킷의 보온성능 평가     

평균피부온     1) 

 

영하 의 환경조건에서 미발열 등발열 배발  15 , , ℃

열 등배발열의 변인을 가진 재킷을 착용한 상태의 , 

대 성인여성 인의 평균피부온 평균을 살펴보면 20 5

등발열 배발열 등배발열 27.81 , 27.64 , 26.5℃ ℃

미발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열패9 , 26.54 . ℃ ℃ 

드가 재킷의 내피 쪽에 삽입되어있었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등발열의 경우에 피험자가 의자에 착석한 , 

자세에서 재킷이 피험자의 등부분에 밀착되어 피부

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 

대로 배발열의 경우에는 착석자세에서 재킷이 인체

의 배부위에서 공극이 발생되어 피부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양상

으로는 개의 발열 패드를 등이나 배에 집중시켜 위3

치시킨 재킷에 비해 등과 배 부분에 발열패드를 분, 

배하여 배치한 경우에는 평균피부온이 거의 미발열

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 등배발열의 경우에, 

는 착의자의 평균피부온 상승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이 결과는 등배발열  5). 

경우 배발열이나 등발열에 비해 발열판의 배치면적

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발열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

Figure 5. Mean of the Average Skin Temperature   

(Unit : )℃

Figure 6.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Skin 

Temperature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발열을 통한 보온을 목적으

로 하는  의류 아이템들의 경우 평균피부온 상승을 , 

기대하기 위해 착의상태에서 의복이 인체에 밀착되

는 부위에 발열패드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 다운 재킷을 착용한   

대 성인여성 인의 평균피부온 표준편차를 살펴20 5

보면 미발열 등발열 등배발열 배, 0.46, 0.72, 0.88, 

발열 순으로 나타났다 미발열의 경우에는 보1.57 . 

온패드가 발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평균피

부온이 인의 피험자 모두에게 고르게 분포하여 표5

준편차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등발열과 등배발, 

열의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표준편차를 보이는 반

면 배발열의 경우에는 인의 피험자의 평균피부온 , 5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평균피부온 상

승효과에 대한 편차가 다소 발생 된 것으로 예측된

다 이 또한 피험자가 재킷을 입고 실험되었던 자세. 

가 의자에 착석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재킷이 착의, 

된 양상에 따라 피부온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차

이가 크게 분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극한 (Figure 6). 

환경의 작업복이나 스포츠 레저 의류 아이템을 착용

하였을 때 배 부위보다는 등 부위가 인체에 밀착될 ,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균피부온 상, 

승효과 뿐 아니라 평균피부온의 편차를 살펴보아도 

등부분을 발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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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발열의 경우 피험자 인의 평균피부온 편차가   , 5

크게 분석되어 그 양상을 보다 더 면밀하게 파악하

기 위해 각 인체 구간별 피부온의 분포를 살펴본 결

과는 에 명시하였다 아래 에서 볼 Figure 7 . Figure 7

수 있듯이 개발된 재킷이 입혀지지 않았던 넓적다리

와 발 그리고 손 부위의 편차가 다른 인체부위에 비

해 상대적로 큰 피부온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 

배발열의 경우에는 넓적다리와 발 그리고 손 부위에

서 가장 큰 편차로 피부온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위들은 스마트 패딩 재킷이 피복되지 . 

않았지만 심부온이 사지의 피부온에 영향을 미친다, 

는 기존 연구들을 볼 때 배발열의 경우가 개인별 사

지부 보온 효과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때 종아리 부위에는 피험자들이 패딩 . 

보온 부츠를 착용하고 있어서 피부온의 편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발열 위치. 

인 배부분과 등부분의 피부온이 전체 인체의 평균 

피부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의 점법을 채택하여 이마 배Hardy & DuBois 7 , , 

전완 손 대퇴 하퇴 발등온을 측정하여 분석하였, , , , 

다. 

Figure 7. Local Skin Temperature

 심부온과 의복내 온습도  2) 

영하 의 환경조건에서 미발열 등발열 배발  15 , , ℃

열 등배발열의 변인을 가진 재킷을 착용한 상태의, 

대 성인여성 인의 심부온 평균을 살펴보면 등발20 5

열 배발열 미발열 등배32.55 , 32.43 , 31.92 , ℃ ℃ ℃

발열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등배발열31.90 . ℃ 

의 심부온의 경우에는  미발열의 심부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미세하게 미발열보다 

낮은 심부온을 나타내었다 심부온의 편(Table 11). 

차를 살펴보면 평균피부온과 유사한 순서로 미발열 

등발열 등배발열 배발열 으0.33, 0.36, 0.38, 0.83

로 배발열이 심부온에서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의복내 온도와 습도는 가슴과 등부위의 재킷 안쪽  

에 센서를 장착하고 측정하였으며 온도와 습도의 , 

평균값으로 의복내 기후를 보면 의복내 온도는 특히 

등발열일 경우의복내 온도가 로 매우 높게 43.69℃

나타났다 이 또한 재킷이 인체의 등부위에 (Figure 8). 

가장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복내 온도를 측정했던 가슴과 등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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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ocal Skin Temperature** and Mean Skin Temperature                              Unit : ℃

          Body       

           Surface

  

Variables

Fore

-head
Chest

Fore

-arm
Hand Thigh Calf Foot

M.S.T.*
M.S.T. M.S.T.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S.D.

Non-

Heating

Subject

K
29.34 34.03 29.70 24.22 21.68 18.92 17.64 27.15 　 　

Subject

D
28.52 34.47 27.87 25.40 16.00 18.84 22.53 26.30  　 　

Subject

O
27.77 34.12 28.36 22.78 21.64 20.32 15.65 26.84  　 　

Subject

L
26.84 33.83 28.90 23.87 20.59 14.57 17.56 25.99  　 　

Subject

J
29.01 31.76 28.99 20.82 24.84 17.09 17.69 26.43  26.54  0.46 

Heating 

on the

Back

Subject

K
28.12  34.77 30.10 24.01 18.28 20.84 19.89 27.13 　 　

Subject

D
31.04 34.55 29.86 23.91 26.67 19.41 20.11 28.64 　 　

Subject

O
28.82 35.23 29.12 20.19 29.32 17.49 17.81 28.53 　 　

Subject

L
28.41 33.65 29.79 22.40 22.35 20.31 17.88 27.20 　 　

Subject

J
29.66 35.97 31.77 28.31 17.26 16.54 23.03 27.57 27.81  0.72 

Heating 

on the

Abdomen

Subject

K
28.16  34.94 30.54 29.00 19.49 20.00 18.53 27.53 　 　

Subject

D
31.40 34.30 29.79 25.19 23.60 17.45 25.64 28.18 　 　

Subject

O
29.98 35.59 29.48 21.99 32.09 19.34 18.17 29.66 　 　

Subject

L
28.77 33.76 29.89 18.88 16.16 15.85 17.22 25.29 　 　

Subject

J
32.11 35.28 28.00 28.76 17.17 21.40 22.01 27.54 27.64  1.57 

Heating 

on the

Back & 

Abdomen 

Subject

K
27.12 35.29 29.43 20.68 18.09 13.94 19.62 26.03 　 　

Subject

D
30.29 33.46 27.72 24.26 20.43 17.15 19.66 26.41 　 　

Subject

O
27.60 35.39 28.56 18.70 19.02 16.42 17.95 26.26 　 　

Subject

L
27.92 32.71 27.91 23.18 19.84 19.23 19.41 26.10 　 　

Subject

J
31.17 35.11 31.85 29.45 18.49 20.49 22.33 28.14 26.59  0.88 

*  M.S.T.(Mean Skin Temperature) = Forehead × 0.07 Chest × 0.35 Forearm × 0.14 Hand ＋ ＋ ＋ 
× 0.05 Thigh × 0.19 Calf × 0.13 Foot × 0.07＋ ＋ ＋ 
** This values are the mean of the local Skin Temperature measured at one minute intervals from 40  
to 80 minutes after  the start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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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복내 온도 평균을 살펴보면 등발열이 32.23 , ℃

등배발열 배발열 미발열이 23.82 , 23.25 , 22.1℃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배발열과 배발열의 경6 . ℃ 

우에는 평균피부온과 의복내 온습도에서 순위가 뒤

바뀌었지만 등발열은 평균피부온 심부온 의복내  , , , 

온도 모두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다 의복내 습도의. 

Table 11. Core Temperature & Temperature and Humidity Inside the Clothing

     Analysis Item

Variables

Rectal T. Core T.* 

Temperature 

inside 

clothing

(Back)

Temperature 

inside 

clothing

(Chest)

Humidity 

inside 

clothing

(Back)

Humidity 

inside 

clothing

(Chest)

Non-

Heating

Subject 

K
37.37 32.26 26.60 19.77 24.25 30.09 

Subject 

D
37.41 31.85 28.76 16.95 21.72 26.81 

Subject 

O
37.63 32.24 28.52 16.73 28.68 43.18 

Subject 

L
37.39 31.69 21.41 18.57 38.53 38.55 

Subject 

J
36.64 31.53 

Mean 37.29 31.92 
26.32 18.01 28.30 34.66 

22.16 31.48

S.D. 0.38 0.33 3.41  1.43  7.40  7.53  

Heating 

on the

Back

Subject 

K
37.60  32.36 41.66 20.58 10.30 26.25 

Subject 

D
37.16 32.90 41.16 21.33 11.63 32.03 

Subject 

O
37.45 32.99 51.15 22.91 16.13 37.36 

Subject 

L
37.23 32.21 40.78 18.31 9.36 33.28 

Subject 

J
37.03 32.30 

Mean 37.29 32.55
43.69 20.78 11.86 32.23 

32.23 22.04

S.D. 0.23 0.36  4.99  1.91  3.00  4.59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의복내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의복내 습도가 떨어지고 의복내 온도가 낮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의복내 습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에서 의복내 온도가 가장 높았던 등발열의 Figure 9

의복내 습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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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Analysis Item

Variables

Rectal T. Core T.* 

Temperature 

inside 

clothing

(Back)

Temperature 

inside 

clothing

(Chest)

Humidity 

inside 

clothing

(Back)

Humidity 

inside 

clothing

(Chest)

Heating 

on the

Abdomen

Subject 

K
37.21  32.37 24.52 22.61 23.64 23.05 

Subject 

D
37.32 32.75 24.37 21.05 24.46 30.39 

Subject 

O
37.53 33.60 27.52 24.20 24.77 37.25 

Subject 

L
37.07 31.18 21.64 20.05 34.83 32.11 

Subject 

J
37.01 32.27 

Mean 37.23 32.43 
24.51 21.98 26.93 30.70 

23.25 28.81

S.D. 0.21 0.87  2.40  1.82  5.29  5.87  

Heating 

on the

Back & 

Abdomen 

Subject 

K
37.35 31.69 27.33 19.48 21.96 29.07 

Subject 

D
37.25 31.83 24.21 20.21 24.59 25.76 

Subject 

O
37.34 31.80 24.30 20.73 27.82 36.58 

Subject 

L
37.18 31.64 

Subject 

J
36.99 32.56 32.64 21.60 33.83 40.52 

Mean 37.22 31.90 
27.12 20.51 27.05 32.98 

23.82 30.02

S.D. 0.15 0.38  3.96  0.89  5.12  6.76  

* Core T.(Core Temperature) =  Rectal temperature × 0.50 Average skin temperature ×0.50   ＋ 

(Cold Environmental Condition)

22.16

32.23

23.25 23.82

31.48

22.04

28.81 30.02

Figure 8. Temperature Inside the Clothing  Figure 9. Humidity Inside the Clothing



이경화 김금화 · / 태양광을 활용한 스마트 다운재킷 개발 및 보온성능 평가

107

결 론IV.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에너지인 태양광을 에너지  

로 변환 할 수 있는 을 재킷에 장착시켜 Solar panel

발열 패드를 통해서는 보온 효과를 얻고 발광, LED 

을 통해서는 충전량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와 플래

시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 패딩재킷을 개발하

였으며 재킷의 구현성능 중에서 보온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을 재킷에 적용하기 위해 모  Flexible Solar Panel

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듈 개를 직렬로 6.4V 2

연결하였을 때 를 로 설정하는 , Output Voltage 12.8V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킷의 요구기능. 

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배터리 전압Output Voltage 

은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3.6V lithium ion battery 2

의 전압으로 태양 전지의 효율을 판단할 수 있7.2V

는 전류량은 로 확인할 수 있었Operating Current

다 배터리 충전모듈에 사용된 는 태양전. Regulator

지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을 때는 의 최소Regulator

구동전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를 Schottky Diode

사용함으로써 역전류를 막아주도록 설계하여야 했

다 배터리에서 충전과 구동을 위한 단자는 개로 . 2

구성했으며 충전 모듈 발열패드 개의 단자가 , , LED , 3

필요하기 때문에 회로구성부분에 배터리의 Output 

성분으로 묶을 수 있는 모듈과 발열패드 개에 LED 2

대해서 병렬연결회로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배터리

에 개의 단자만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2 .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로 축전된 에너지를 활용해   

발열기능을 가진 재킷을 개발하고 그 발열기능을 , 

통해 얻어진 보온성을 오랜 시간동안 유지할 수 있

도록 아웃도어 다운재킷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에너, 

지 효율을 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다운재킷의 외. 

피에는 이 삽입되어 위치할 수 있도록Solar Panel , 

심실링과 무봉제 웰딩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필름 형

태의 포켓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재킷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모든 모듈들은 재킷 앞판의 안감 쪽에 위치

한 배터리 삽입용 포켓에 케이블로 연결될 수 있도

록 설계하였으며 다운백에 구멍을 내는 것은 자칫 , 

재킷 충전재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운백을 직접 관통하지 않도록 터널을 만들어서 각종 

디바이스에 연결된 케이블이 통과할 수 있도록 디자

인하였다. 

최근 소개되고 있는 발열재킷의 경우 발열체의   , 

위치를 선별해서 삽입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판매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 

는 재킷의 발열체 위치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배

부위와 등부위에 발열판 개를 선택하여 삽입 가능3

하도록 스마트 다운재킷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 

통해 개발된 재킷은 극한 추위로부터의 보온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정적상태로 착석자세에서의 미발열 등발열 배발열, , , 

등배발열에 대한 보온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보온성 분석을 위해 평균피부온 심부온 의복내 온, , 

습도를 살펴본 결과 발열체를 분산해서 배치시키는 

것 보다는 한 부위에 집중해서 배치시키는 것이 보

온성에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부, 

위는 등부위에 비해 착의시 인체에 들떠있어서 피부

온과 심부온 그리고 의복내 온습도 모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열체의 위치는 등. 

부위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발열체를 분산시켜 , 

배치하기 보다는 한 부위에 집약시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피험자 수의 부족 등으로 피험자간 통  

계적 분석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향후 논문에서는 피

험자수를 확대하여 비모수통계에 의한 추가적인 결

과분석을 통해 실험복의 우수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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