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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늦은 귀가시 밤길 교통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복을 개선하기 위한 발광체를 제작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발광체 제작을 위한 적절한 도구로 Lilypad arduino를 활용하여 e-textile을 개발하였으며, e-textile
을 개발을 위하여 기존 발광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품의 전반적인 구상, 제품의 디자인,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및 오류 검토, 
제작의 과정을 걸쳐 발광체를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작된 발광체는 기존 재귀반사판과 같은 발광체에 비해시각적 인식률을 

높일 수 있었고 더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이 가능했으며 부착 위치에 있어서도 기존 발광체보다 융통성을 갖추게 되었다. 

키워드: E-textile(E-textile), 릴리패드 아두이노(Lilypad Arduino), 교복 개선(School Uniform Reforming)

I.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이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수업, 학원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학생들의 어두운 

교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어두운 교복은 야간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둘째, 어둠을 틈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범죄도 그 심각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위험에 처한 그들이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발광체인 

재귀 반사체가 있다[2]. 디자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표현할 수 없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빛의 세기가 약해 사람들의 인식률이 LED에 

비해 떨어진다.

그림 1. 야간 교통사고 발생률 및 치사율 그래프

Fig. 1.  graph of night traffic accident and fatality rate 

  
우리는 발광체 제작에 앞서 이러한 문제 및 기존 발광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적 인식률이 보다 향상되었고 원하는 위치에 탈부착이 가능한 

발광체를 만드는 데에 본 연구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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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발광체인 재귀반사체

Fig. 2. Existing luminaries named Reflective Reflector

Ⅱ. 이론적 배경

1. E-textile

1.1 E-textile

전자 섬유라고도 불리는 e-textile은 현대 wearable computer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주목을 받고 있는 전도성 소재이다. 이 원단에 

LED, 진동센서, 소리 센서, 온도 센서, 빛 센서 등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 장치를 연결하고 작동은 프로그래밍으로 설정하여 전도성을 

활용하는 지능적인 소재이다[1]. 

1.2 특징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를 찾던 중 e-textile을 

선정하게 되었다. e-textile은 기존 납땜 방식에 비해 제작이 쉬우며 

사용에 있어 공간이나 범위의 제약이 없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성, 감성 반영이 가능하며 시각적 효과 설정에도 

뛰어나다. 게다가 전자 섬유임에도 불구하고 세탁 및 탈부착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1.2 개발 동향

현재까지 전자섬유의 기술개발은 섬유에 전자재료를 접목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과 전자섬유 회로설계 기술, 전자섬유와 IT기

기간의 커넥팅 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발된 직물 기반 전자부품

으로는 전도성 실을 이용한 전자회로 접점, 안테나 등의 직물 회로와 

pH 센서, 비접촉 정전용량 센서, 압력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 시제품 그리고 물리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섬유 자체가발전

하는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전자부품을 섬유 속에 

삽입하거나 궁극적으로 직물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

2. Lilypad Arduino

2.1 하드웨어

Lilypad Arduino는 그림 3처럼 심플 보드, 빛 센서, 온도센서, 부저, 
RGB LED, LED, 버튼, 전원 스위치,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심플 보드는 핵심부품으로 다른 부품의 동작을 제어하며, 빛 센서와 

온도센서는 프로그래밍으로 설정한 일정한 빛이나 온도를 감지하여 

동작한다. 부저와 LED, RGB LED는 진동, 빛을 통해 다양한 촉각적,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RGB LED 같은 경우는 많은 LED 
없이도 빨강, 초록, 파랑과 같은 다양한 빛의 색깔 표현이 가능하다. 
버튼과 전원 스위치는 동작 실행에 필요한 부품이며, 배터리는 수은 

전지, 리튬 전지 등 다양하게 사용하며 전지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다[3]. 

그림 3.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와 다양한 부품 및 재료

Fig. 3.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and a variety of 

components and materials

출처: http://www.sparkfun.com/products/

이러한 부품들을 제작 목적에 따라 전도성 실로 천에 부착하여 

연결한 후, 심플 보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설정하며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2.2 소프트웨어

Lilypad Arduino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Modkit이나 Arduino를 사용한다. Arduino는 오픈 소스로서 수정, 
활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있어 프로그래밍 제어를 위한 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가적인 학습시간이 필요하다[4]. 반면에 

Modkit은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언어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서 문법을 익히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또한 동작 제어에 필요한 

블록을 하나씩 쌓으면 되므로 프로그래밍이 쉬워 사용자의 부담이 

없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Lilypad Arduino의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프로그래밍 학습,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Modkit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림 4. Modkit 프로그램

Fig. 4. Modki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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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발 과정

1. 아이디어 구상

야간 보행의 안전뿐만 아니라 개성을 살리기 위한 발광체를 구상하

였다. 특히 어두운 교복에 맞는 부착 위치, 크기, LED의 사용 개수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설계하였다.

2. 디자인 설계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에 의미

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착할 부품들의 배치 위치도 고려하였다. LED, 
light sensor, 배터리, 릴리패드 등 자신이 사용할 부품들을 (+)극과 

(-)극이 겹치지 않도록 전도성 실을 사용하여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3. 회로 설계

디자인 설계 후 LED, light sensor, 배터리, 릴리 패드 등 부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회로를 구현하였다. 이때 

각각의 부품들을 전도성 실로 연결할 때에는 (+)극과 (-)극이 접합되면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여 회로 설계를 하는 이유는 바느질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5]. 
따라서 제작하기 전에 미리 회로를 설계하고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

는지 악어클립 이용한 검사를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4. 프로그래밍

설계한 회로를 통해 각 부품들이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odki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Modkit에는 이미 

코딩이 되어있는 블록들이 있어서 앞서 설계한 회로를 통해 각 부품들

이 원하는 동작에 해당하는 블록을 옮겨서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그 프로그래밍을 작동해 봄으로써 회로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5. 회로 테스트

부품 동작을 위해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사고과정과 부품의 동작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 생각하고 코딩하

여 검사하는 과정을 여러 번 실천하여 검사하였다.
그 중 light sensor의 값을 설정할 때 각자가 임의의 값을 설정하여 

작동해 본 결과 값을 좀 더 낮춰야 하거나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각자의 발광체에 맞는 어둠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었다.

6. 제작

디자인과 회로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펠트지와 색실을 선택하여 

제작하였고, 필요에 따라 색실을 이용해 스티치 작업도 하였다. 다음으

로 (+)극과 (-)극이 겹치지 않도록 각 부품들을 전도성 실로 연결하였다. 
이 때 (+)극과 (-)극이 겹칠 경우에는 전선으로 대체하거나 펠트지를 

덧데어 이를 방지하였다. 또한 바느질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성 페인트를 이용하거나, 전선을 활용하였고, 글루건 

또는 본드도 활용하였다.

그림 257. 발광체 제작

Fig. 5. Artifact

IV. 개발 결과

본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우리는 빛이 일정한 각도에 있어야만 

반사체 역할이 가능했던 기존 발광체(재귀반사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LED 발광체는 LED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각도에서도 빛을 내며 이에 따라 시각적 인식률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림 6. 기존 발광체와 LED의 시각적 인식률 비교 

Fig. 6. Comparing visual recognition rate of existing and 

LED luminaries

뿐만 아니라 한정된 디자인이 아닌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배터리를 연결함으로서 원하는 위치에 

발광체 부착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는 밤길 보행 안전 효과를 

더 증폭시킴과 동시에 실생활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야간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 다양한 범죄 

발생 등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밤길 안전 보행에 있어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시각적 인식률이 

미비하며 심미성에도 부족한 기존 발광체보다 더 뛰어난 시각적 

인식률을 보이며 디자인적으로도 발전한 발광체를 제작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lilypad arduino와 같은 도구 선정 이후 사용도구 

및 재료 대한 분석, modkit 프로그래밍 이해를 거쳐 제품의 전반적인 

구상을 하고 제품의 디자인 및 제작을 하였으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회로설계 후 프로그래밍 작업 및 실행을 마쳤다. 마지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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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체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체적인 오류 검토의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결과적으로는 LED 발광체를 만들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시각적 인식률을 발전시켰으며 사용자의 사용 공간적 범위나 사용 

계층에 있어 제약이 없을 수 있도록 간편한 실행 장치를 구성하고 

휴대성을 높였다. 또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제작 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첫 번째는 (+)극과 (-)극이 

어쩔 수 없이 교차되는 경우였다. 이런 경우에는 전선이나 펠트지를 

덧대어 극복했다. 두 번째는 Light sensor 값을 설정해야 했던 경우였

다. 처음에는 50 정도로 추정했지만 그 값이 너무 밝은 빛에도 작용하였

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5~10 정도로 값을 설정한 결과 

조금 어두운 초저녁 정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세 번째는 

바느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였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전선이나 전도성 페인트, 또는 글루건 등을 사용해 시간을 단축시켰다.
현재에는 부품이 다소 비싸고 낯선 발광체에 대한 사용이 적어 

발광체의 제작과 사용 정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정부는 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많은 홍보와 함께 디자인의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발광체의 

제작 및 사용을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발광체의 개성과 감성을 반영할 수 없는 디자인, 

일정한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며 발광체 효과가 없는 한계, 
저조한 시각적 인식률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디자인, 높은 

시각적 인식률, 편리한 휴대성 등의 장점을 갖는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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