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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suitable logo design application of a three colors LED light source and flexible

plastic optical fiber (POF). In this study, characteristic relevant brightness of (according to the embodiment

conditions of the flexible POF for logo design) for smart clothing were analyzed through two experiments.

The suitable conditions of the logo design for three colors of light source were observed in ‘Experiment 1’.

The angle of 80
o
 to 100

o
 and the length of 8cm to 16cm appeared a more suitable condition for green-co-

lored and red-colored light sources. The angle of 80
o
 to 100

o
 at a length of 8cm to 12cm appeared a more

suitable condition for a blue-colored light source. In ‘Experiment 2’, a ‘Klavika’ in small letter was selec-

ted as suitable logo design for the application POF. The alphabet was separated by a morpheme, which is

the minimal linguistic unit. All alphabets were classified into sixteen morphemes. The luminance of four-

teen morphemes (realized by the embroidery method) were measured and analyzed. Subsequently, eight mor-

phemes appeared to show a relatively equal luminance of 3-4cd/m
2
 in a green-colored light source, 2-3cd/m

2

in red-colored light source, and 2cd/m
2
 in a blue-colored light source. Four of the fourteen morphemes,

showed a 20% brighter level of luminance compared to the eight morphemes above, the cast of combination

of green or red light sour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flexible POF with 20% less luminance are believed

more suitable for four morphemes combined with a green or red light sou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

vide fundamental data for further approaches to clothing logo design for the application of a flexible P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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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 의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간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

한 디지털장치와 기능을 의복 내에 통합시킨 의류이다.

이러한 스마트 의류 관련 분야에서 빛을 발광하는 기능

을 지닌 스마트 포토닉 의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유연 광섬유와 LED 광원을

이용한 광섬유 직물 디스플레이와 이를 아웃도어의류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그 연구 중에서도

직물화가 가능하고 부드러운 빛을 주는 유연 광섬유 디

스플레이의 장점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컴퓨터 자수 방식과 적색 LED 광원을 이

용한 연구가 있었으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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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실행한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자수 방식을 적용

한 스마트 의류용 로고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스마트 의류용 로고 디자인 연구에 기초적 자

료를 제공할 것이며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에 변인 선정 배경으로는 첫째, 유연 광섬유를

사용하여 로고 디자인을 할 때 글자내, 글자 간 휘도의

불균일성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유연 광

섬유사가 각도와 길이의 구현조건에 따라 휘도가 달라

지므로 균일한 휘도가 구현되는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

다. 둘째, 세 가지 광원 색채에 따른 휘도 불균일성의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광원의 색채에 따라 달라지는 유

연 광섬유의 휘도를 균일하게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은 연계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 광

섬유사를 사용하여 의류용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

한 심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목표는

첫째, 세 가지 광원 색채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 광섬유

를 적용한 스마트 의류용 로고 디자인의 지침과 제한점

을 도출한다. 의류용 로고 디자인에 적합한 유연 광섬

유사의 광원 색채별 각도와 길이 범위를 도출한다. 둘

째, 유연 광섬유를 자수의 적용에 적합한 서체 디자인

의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세 가지 광원 색채에 따른 스

마트 의류용 광섬유 로고 디자인을 적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휘도

휘도(luminance)란 특정 방향으로 표면의 단위면적당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광도를 의미하며, 단위로서 cd/m
2

를 사용한다(Smith, 2000). 휘도는 어떤 방향의 광도를

그 방향으로의 투영면적으로 나눈 값(L=I/S'[cd/m
2
]; I:

어느 방향의 광도, S': 어느 방향의 투영면적)으로 표시

된다(Ji et al., 2008). 휘도는 측정거리, 투영면적의 크기

등에 영향 받지 않는 밝기 단위이다.

2. 컴퓨터 자수

컴퓨터 자수란 원하는 디자인, 마크 등을 컴퓨터로 펀

칭작업을 한 뒤 컴퓨터로 정밀하게 원하는 디자인이나

마크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하는 글씨나 그

림을 컴퓨터 자수 전용 캐드 프로그램으로 색상과 좌표,

형태를 프로그램화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실의 색을 바꾸고 정해진 좌표대로 바느질되어 고품질

의 자수를 만들어낸다. 컴퓨터 자수는 디자인을 입력한

문자가 코스를 지정한대로 거대한 수틀이 상, 하, 좌, 우

운동을 하는 동안 전진, 후퇴를 계속하고 일정한 한 곳

만을 계속 반복하여 움직이는 바늘에 의해 수가 놓아지

도록 되어있다. 디자인을 0
o
에서 359

o
까지 1

o
씩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고 미러변환(Mirror Image Conversion,

XY 방향 반전), 50~200% 범위 내에 축소, 확대가 가능

하다(Kim, 2012).

3. 로고 디자인과 ‘Klavika’ 서체

로고 디자인에서 로고는 로고타입(Logotype)의 약자

이며, 언어와 논리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의 Logos에서

유래되었다(Han, 2009). 로고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브랜드 네임을 시각적인 서체의 방식으로 표현

한 이미지이다.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시각

적인 디자인으로 함축하여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

다(Cho, 2011). 그러므로 사물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특징을 말하며 보는 이의 기억에 남기기 위해 인상적인

디자인이어야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로고는

형태, 색채, 서체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유연 광섬유용 로고 디자인 서체로 ‘Klavika’의

서체를 기본 알파벳으로 선정하였다. ‘Klavika’ 서체는

2004년에 프로세스 타입 파운드리(Process Type Foun-

dry)의 에릭 올슨(Eric Olsin)이 디자인한 것으로 산세리

프 서체 패밀리이다(“‘Klavika’ Wikipedia”, 2012)(Fig. 1).

4. 유연 광섬유와 발광원리

광섬유란 빛의 전달을 목적으로 석영이나 플라스틱

등의 투명한 유전체를 가늘고 길게 뽑아서 만든 섬유이

다. 광섬유를 의류에 적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광섬유

(POF: Plastic Optical Fiber)를 이용한 광섬유 직물 개발

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클레딩 부분의 에칭을 통해

Fig. 1. Lowercase of ‘Klavika’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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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일반적인 광섬유의 경

우, 에칭에 의해 표면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되어 광섬유가 쉽게 부러지며, 내수성 결여로 인해

세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스크

래치면이 형성된 광섬유사의 표면에 합성수지를 경화시

키고, 이와 같이 코팅된 광섬유 원사를 롤러에 권회시켜

보관하는 ‘내수성 유연 발광용 광섬유사의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이 최근 개발되었다(Korea Patent No.

2007-0071801, 2009).

이러한 ‘내수성 발광용 광섬유사 제조 공정’을 통해

개발된 유연 광섬유사는 기존 광섬유에 비해 유연하고,

내구성, 내수성이 강하여 직물화에 적합하고 세탁이 가

능한 장점으로 의류화에 적합하다. 다양한 용도의 광섬

유 직물 제품 제조를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의 광

섬유를 이용한 직물을 발광하기 위한 구성요소에는 LED,

커넥터, 제어부, 전원부(배터리)가 있다. LED를 광원으

로 사용하며, 커넥터는 LED와 광섬유 다발을 효율적으

로 결합하게 해주며 제어부는 LED의 컬러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전원 및 광원인 LED와 유선으로 연결

한다(Kim, 2010).

5. 스마트 포토닉 의류의 연구동향

스마트 포토닉 의류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전달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의류를 가리킨다.

Philips(“Philips Design SKIN”, 2006)는 착용자의 흥분 정

도에 따라 빛을 발하는 LED가 부착된 ‘Frison’과 감정

변화 따라 부풀어 오르며 빛을 발하는 ‘Bubelle’을 개발

하였다. 또한 PDD(“PDD ILLUM Cycling Jacket”, 2008)

가 태양열 충전요소로 빛을 활성화시키는 Cycling Jac-

ket을 개발하였으며 Nike와 Adidas 등에서 제품이 개발

되고 상용화되고 있다(Yang, 2011)(Fig. 2). 그리고 국내

에서는 2002년 연세대학교에서 PDA, 카메라, GPS 등

의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쇼핑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토어 가이드 재킷’을

개발하였다(Cho et al., 2005). 2011년에는 코오롱 스포

츠가 조난 시 발광하는 ‘LIFE TECH’ 재킷을 개발하여

상용화 출시하였다(Kim, 2012).

III. 연구방법

적용 서체로는 형태가 간결하여 유연 광섬유를 적용

하기에 편리하고 산세리프의 특징적인 성격은 잘 들어

나 있어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Klavika

서체를 선택하였다. 휘도계(Minolta CS-200)와 CS-S10W

Professional Ver. 1.5(Konic Minolta)를 사용하여 KS C

7613 기준에 의거, 배치하여 측정하였다. 주변 환경의 밝

기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실 환경에서 휘도 1.0 cd/m
2
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휘도를 측정점에서 5회 연속으로 반

복 측정한 후, 자동 산출된 5개의 측정값들의 산술 평균

을 최종적인 휘도값(cd/m
2
)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

한 광원 색채 및 전원을 녹색(SMD타입, 20mA, 3.3V, 사

이즈 5.2mm×5.2mm, 1400mcd), 적색(SMD타입, 20mA,

2.2V, 사이즈 5.2mm×5.2mm, 680mcd), 청색(SMD타입,

20mA, 3.3V, 사이즈 5.2mm×5.2mm, 400mcd)을 사용하

여 유연 광섬유의 밝기를 측정하였다. ‘실험 1’, ‘실험 2’

와 ‘실험 3’ 모두 동일한 측정방법과 광원으로 휘도를

측정하였다.

1. 실험 1

‘실험 1’은 유연 광섬유의 길이, 구부러진 각도 변화에

따른 휘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직경 0.25mm

의 9수 유연 광섬유사를 사용하여 60
o
, 80

o
, 100

o
, 120

o
의

각도 변화를 주어 30cm×30cm의 20수 검은색 면직물에

컴퓨터 자수 방식으로 시료를 제작하였다. 휘도 측정점

은 시료의 각도 변화 시작점으로부터 2cm 간격으로 배

치되었다(Fig. 3).

2. 실험 2

유연 광섬유를 이용한 로고 디자인에 적합한 서체 디

자인을 위해 ‘Klavika’ 서체 중 소문자를 선정하였다. 알

파벳의 형태론적 수준에서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알파

벳을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였다. 모든 알파벳은 16가지

의 형태소로 분류되었다. ‘실험 1’의 결과로 도출된 제

한점과 적정조건을 토대로 ‘실험 1’의 상응 알파벳 형태

Fig. 2. ILLUM Cycling Jacket (PDD).

– 484 –



3색 LED와 유연 광섬유를 적용한 의류용 로고 디자인 연구 47

소( , )를 제외한 ‘알파벳 소문자 형태소 14가지’의 자

수된 시료를 대상으로 휘도를 측정하였다(Table 1). 휘

도 측정점은 알파벳 형태소의 중간점으로부터 1cm 간격

으로 측정점을 표시하여 휘도값은 측정되었다(Fig. 4).

IV. 결과 및 논의

1. 광섬유사의 길이, 각도 변화에 따른 밝기 특성

분석 결과 - 실험 1

유연 광섬유를 이용한 로고 디자인에 적합한 구현조

건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실험 1’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든 광원 색채 길이가 짧을수록, 각도가 예각일수록

측정점의 전반적 휘도는 높은 경향을 띄었다(Fig. 5)−

(Fig. 8).

모든(녹, 적, 청) 색채에서 8cm일 때 유연 광섬유의 밝

기 분포가 가장 높으며 20cm일 때 가장 낮은 밝기 분포

를 보이며 길이가 길어질수록 밝기 분포가 어두워지고 짧

아질수록 밝기가 밝아지는 경향을 띄었다(Fig. 5)−(Fig.

8). 광섬유사의 밝기는 모든 광원 색채에서 각도가 가장

작을 때(60
o
)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녹색광원의

Fig. 3. Position of the luminance measurement (sam-

ples examples of length 12cm).

Fig. 4. Position of the luminance measurement point

point (samples examples of alphabet c).

Table 1. Shape of the alphabet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corresponding alphabet (①: Measured morphemes in

‘Experiment 1’, ②: Measured morphemes in ‘Experiment 2’)

Fig. 5. Sample pictures of the light-emitting flexible

plastic optical fiber - Green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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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편차가 가장 컸으며 적색, 청색광원의 순으로 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5)−(Fig. 8). 광섬유사의 밝

기는 모든(녹, 적, 청) 광원 색채에서 각도가 클 때(100
o
,

120
o
)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며 100

o
 이상일 때 균일해

Fig. 6. At the length of 8cm, 12cm, 16cm and 20cm, the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ngle - Green light source.

Fig. 7. At the length of 8cm, 12cm, 16cm and 20cm, the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ngle - Red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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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편차는 청색의 경우가 가장 작았

으며 적색, 녹색의 순으로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5)−(Fig. 8).

이와 같은 휘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연 광섬유를

적용한 의류용 로고 디자인에 적합한 범위를 도출하였

다. 녹색과 적색광원의 경우 유연 광섬유의 길이가 8~

16cm와 80~100
o
 각도에서, 청색광원의 경우는 유연 광

섬유의 길이가 8~12cm와 80~100
o
 각도일 때 안정적으

로 고른 밝기를 유지하며 유연 광섬유를 이용한 로고 디

자인 적용에 적합한 범위로 나타났다.

2. 광섬유사의 알파벳 서체 적용을 위한 밝기 특

성 분석 결과 - 실험 2

‘실험 1’의 결과를 기반으로 로고 디자인으로 적용하

기 위해 ‘Klavika’ 알파벳 소문자들을 형태소 조합의 형

태인 시료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방법으로는 컴퓨터 자

수 방식을 사용하였다. 알파벳 조합 형태소 조합의 내

용은 <Table 1>과 같다(Fig. 9).

‘실험 2’의 결과 총 8개의 형태소 , , , , , , ,

는 녹색광원일 때 3~4cd/m
2
, 적색광원일 때 2~3cd/m

2
,

Fig. 8. At the length of 8cm, 12cm, 16cm and 20cm, the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ngle - Blue light source.

Fig. 9. Sample pictures of the light-emitting flexible plastic optical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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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광원일 때 2 내외 cd/m
2
 휘도 범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총 4개의 형태소 , , , 는 녹색광원일

때 4~5cd/m
2
, 적색광원일 때 3cd/m

2
, 청색광원일 때 2~

3cd/m
2
로 고른 휘도 분포를 보였고 8개( , , , , , ,

, )의 형태소보다 약 20% 더 높은 휘도값을 보이며 밝

게 나타났다(Fig. 10)−(Fig. 13).

형태소 , 는 녹색광원일 때 3~5cd/m
2
, 적색일 때

2~4cd/m
2
의 휘도 범위로 높은 휘도값과 1.5cd/m

2
 이상

의 편차로 고르지 못한 휘도 분포를 보였다. 청색의 경

우 2~3cd/m
2
의 편차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Fig. 14).

‘Klavika’ 서체의 소문자 알파벳 총 8개의 형태소 ,

, , , , , , 는 녹색, 적색, 청색광원일 때 고른 휘

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알파벳 4개의 형태소 , , ,

는 녹색, 적색, 청색광원일 때 다른 형태소보다 약 20%

더 높은 휘도 분포를 보이며 밝게 나타났으므로 녹색과

적색광원일 때 20% 저휘도 처리된 ‘저휘도 광섬유사’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색광원의

경우 밝기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휘도의 크기도 크지

않아서 모든 형태소에서 고휘도용 유연 광섬유사를 적

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알파벳 , 에

Fig. 10.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morpheme - morpheme , morpheme

 and morpheme .

Fig. 11.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morpheme - morpheme , morpheme

 and morpheme .

Fig. 12.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

urement point according to morpheme - mor-

pheme , morpheme .

Fig. 13.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morpheme - morpheme , morpheme

, morpheme , morph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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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녹색광원과 적색광원일 때 높은 휘도를 나타냈지만

고른 휘도 분포를 나타내지 못했다. 고른 휘도 분포를

위해 디자인 서체를 수정하여 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실험 1, 2’의 결과 요약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지침

과 디자인 적용사례들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1. 결과 요약

‘실험 1’의 결과 모든 광원 색채에서 길이가 짧을수

록, 각도가 예각일수록 측정점의 전반적 휘도는 높은

경향을 띄었다. 녹색과 적색광원의 경우 유연 광섬유의

길이가 8~16cm와 80~100
o
 각도에서, 청색광원의 경우

는 유연 광섬유의 길이가 8~12cm와 80~100
o 
각도일 때

안정적으로 고른 밝기를 유지하며 유연 광섬유를 이용

한 로고 디자인 적용에 적합한 범위로 도출되었다.

‘실험 2’ 결과 총 8개의 형태소 , , , , , , , 는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총 4개의 형태소 , , , 는

앞의 8개의 형태소보다 약 20% 더 높은 휘도값을 보이

며 밝게 나타났으므로 녹색과 적색광원일 때 20% 저휘

도 처리된 ‘저휘도 광섬유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알파벳 , 에서 녹색광원과 적색

광원일 때 고르지 못한 휘도 분포를 나타내어 디자인 서

체를 수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의류용 로고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지침

유연 광섬유를 이용한 자수의 휘도 측정 결과를 통하

여 의류용 로고 디자인에 적합한 디자인 지침과 제한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광섬유사가 균일한 밝기특성을 갖기 위해서

광섬유사를 80~100
o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알파벳 16가지의 형태소( , , , , , , , ,

, , , , , , , )의 조합( = +역 + )으로 재구성

해야 한다.

셋째, 고른 밝기 분포를 보이지 않는 알파벳 형태소

에 대해 서체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16개의 기본 형태소 중 다섯가지( , , , , )

형태소 부분에는 ‘저휘도형 광섬유사’를 사용해야 할 필

요가 있다(Fig. 15).

3. 연구결과의 디자인 적용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휘도의 불균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지침을 이행하여 유연 광섬유 자

수를 적용한 엔터테인먼트용 의류의 로고 디자인을 적

용하였다. 이 의류는 조명이 어두운 환경의 파티나 클럽

에서 발광하는 글자를 통하여 재미있는 내용 전달을 통

Fig. 14. Lumin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measurement point according to morpheme - morpheme , mor-

pheme .

Fig. 15. Alphabet typeface applied flexible plastic op-

tical fiber for logo design in clothing (Dotted

line: Plastic optical fiber application of low

luminance, Full line: Plastic optical fiber ap-

plication of high 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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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성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혹은 야

간 야외활동 시 보호용 의류로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고는 형태소의 길이를 8cm 기준으로 하였

으며 광섬유를 적용한 전체 크기는 22×16.5cm(가로×세

로)로 제작하였다. 알파벳 점선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

은 휘도의 형태소 조합이므로 20% 저휘도 광섬유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실선 부분은 고휘도 광섬유사를 사

용하여 형태소 간의 밝기 균일성으로 맞추어 제작하였

다(Fig. 16)−(Fig. 17). 유연 광섬유를 의류에 적용할 때

상대적으로 인체의 움직임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인 등

부위에 적용하였다(Fig. 18).

본 연구의 의의는 스마트 의류용 로고 디자인에 있어

휘도가 글자 특성에 따라 고르지 못했던 기존의 문제점

을 해결하였고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던 녹색과

청색의 광원 색채를 추가하여 각도, 길이에 따른 유연 광

섬유의 밝기 특성에 관해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무

엇보다도 LED와 유연 광섬유를 디자인에 적용시킴으

로써 과학 기술을 디자인에 접목한 중간 브릿지 역할의

연구로 각 학문 분야의 틀을 깬 연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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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xample of logo design for clothing - Green,

Red and Blue light source (sample picture).

Fig. 18. Example of applied clothing logo design -

Green light source.

Fig. 16. Example I of logo design - Green and Red

light source (Dotted line: Plastic optical fiber

application of low luminance, Full line: Plastic

optical fiber application of high 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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