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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duction and usability evaluation of smart outdoor jackets that are designed

to provide convenience to middle-aged people by embedding devices for lighting and location trac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Jacket power supplier was a assembled system composed of battery, charger, con-

troller and switch. A solar cell was attached on the upper arm, and a wire type EL on the center line of a

raglan sleeve along with a GPS on the left sleeve with a transparent vinyl pocket. The total weight of the

jacket embedded with devices was 385-520g. 2. Operation of function, activity, acceptability, safety, conve-

nience for device use, appearance, practical maintenance were selected based on an analysis of evaluation

criteria of previous smart wear research. Criteria were narrowed to three major categories of satisfaction,

appearance and maintenance. 3. Use satisfaction criterion consisted of wearable device functionality and

physical, psychological use convenience. The evaluation indicated actual functionality. EL functions were

especially effective and necessary. Convenience of use showed that a smart jacket was thought to be safe

and the size was moderate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Outer appearance was satisfactory and respondents

praised the color. The practical maintenance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re was no challenge in doing the

laundry since the solar battery and GPS were detachable. The practical use of smart outdoor jackets confir-

med by fabric that was washable and dried quickly.

Key words: Eco-friendly, Smart outdoor wear, Wearable device, Usability, Satisfaction; 환경 친화적, 스

마트 아웃도어 웨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성, 만족도

I. 서 론

디지털 기술 혁명은 기계 문명에서 정보지식 문명으로

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빠르고 기계적인 이미지로 느껴

졌던 디지털 문화의 특성은 따뜻한 인간성에 호소하는

감성적 측면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Kwak, 2009). 디지

털 소비문화 확산은 의식주 생활의 전반에 크게 부각되

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형 의류인 스마트 웨

어의 의미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직물이 외

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소재의 기능’과 의복에

부착되는 장치의 ‘기계적 기능’을 결합하여 얻어지는 새

로운 개념의 의류를 뜻한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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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웨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스마트 웨어

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Choi & Lee, 2007; Han & Lee,

2011) 기능과 패션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스

마트 웨어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수용

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T 기술과

의류 기술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기능성 스마트 소재를 활용하고 디바이스

의 크기를 줄이며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기술적 측면과

인간의 감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복디자인 및 관

리, 세탁의 용이성에 개발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0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스마트 웨어가 대

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Hwang &

Lee, 2006; Kang & Jin, 2008)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고, 스마트 웨어 시장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의류(Kim & Kim,

2011; Park, 2007; Park et al., 2009), 건강증진 의류(Choi

& Lee, 2007) 등 다양한 기능성 의류가 시도되고 있으

나 일부는 디자인 모형이나 프로토타입의 제시에 그침

으로써 의복으로서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검증하지 못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의복아이템이나 디

바이스의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며 무엇보다 실용화를

위한 준비와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스마트 웨어는 고가의 가격 뿐 아니

라 무게감, 세탁하기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으며(Choi & Lee, 2006; Paek & Lee, 2014),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어 세탁이 가능하고 관리

가 용이한 스마트 웨어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

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원의 문제는 여전

히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스마트 웨어는 리튬 폴리머 또

는 니켈수소 충전지 등의 전지가 사용되고 있다(Jeong,

2011). 무거운 전지의 무게는 의복의 착용감을 저하시

키며 컨트롤러의 크기 또한 스마트 웨어의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원

이 태양전지인데 이는 친환경 클린에너지로 미래지향

적 에너지이며 정부가 발표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녹색 기술 산업에 태양전지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New growth power”, 2009).

태양열 관련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으

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소

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하고 있어 이러한 추

세는 스마트 웨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

양열을 받으면 축열 보온되는 첨단소재를 이용한 발열

기능 스마트 웨어는 출시되고 있으나 태양전지를 스마트

웨어의 충전용 전원으로 사용한 의복은 많지 않으며 더

욱이 이러한 의류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가방이나 백팩(Backpack)에 태양열 충전패널을 부

착한 기술은 소개되었지만 단순한 평면의 가방에 비해

의복에 태양열 충전패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체공

학적, 감성적 측면의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Jeong(2011)은 솔라(Solar) 의복 개발을 위해서는 착용

쾌적감, 동작기능성, 태양에너지 효율을 포함하여 세탁

관리를 위한 착탈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태양전지를 의복에 적용하는 실험적

의류로 중년층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을

제작하였다. 재킷의 설계시안은 Paek and Lee(20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태양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며 전장

발광(Electroluminescence: EL)과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장착한 친환경 스마트 아웃

도어 웨어이다. 선행연구(Paek & Lee, 2014)에서는 아

웃도어 웨어의 기능성 요구에 근거하여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의복에 통합하여 아웃도어 웨

어를 제작하는 과정을 밝히며, 스마트 웨어 사용성 평가

를 위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개발된 재킷의 착용평가

를 실시하여 그 만족도와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제작

재킷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투습, 방수기능이 강화된

초경량(82g/SQM) 소재로, 3.5LAYER의 PU LAMI이며,

위사 및 대각선 방향으로 신축성이 있다. 겨드랑이와 소

매연결부위에는 통기성과 신축성을 위해 기능성 니트

소재를 사용하였다. 재킷의 패턴은 <Fig. 1>에 제시하였

다. 재킷은 Ji and Park(2009)의 패턴을 참고로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2010)의 30~50대

남녀 평균치수에 근거하여 남성은 98-96-170(가슴둘레-

엉덩이둘레-키, 호칭 100), 여성은 86-94-155(가슴둘레-

엉덩이-키, 호칭 90)로 제작하였다. 남성 재킷(호칭 100)

의 제품치수는 가슴둘레 114cm, 밑단둘레 113cm, 재킷

길이 70cm, 어깨길이를 포함한 래글런 소매의 길이는

75cm이었으며, 여성 재킷(호칭 90)의 제품치수는 가슴

둘레 98cm, 밑단둘레 98cm, 재킷길이 56cm, 어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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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래글런 소매길이 71cm이었다. 추가로 남성

호칭 105와 여성 호칭 95의 패턴을 그레이딩으로 완성

하여 착의평가 시 피험자가 맞는 치수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30~50대 피험자 5명을 대상으로 3차례의 착의평

가를 통하여 실험복을 완성하였다.

아웃도어 재킷제작을 위한 EL과 GPS의 통합과정은

설계시안(Paek & Lee, 2014)에 따라 이루어졌다. EL은

LED(Light Emitting Diode)에 비해 소비전력이 적고 빛

을 고르게 공급하며, 본 연구에 사용된 EL은 지름 2.3mm,

블루그린 컬러의 EL 와이어이고 중량은 10g/m이다. 또

한 사용된 GPS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레저용단말기이

며 USB, 음성녹음, MP3 기능이 가능하다.

2. 스마트 웨어 사용성 평가

1) 사용성 평가 선행연구 분석

스마트 의류의 사용성 평가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기

기 사용성 평가에 기반한 인터페이스 사용성 평가를 넘

어서 피복인간공학적 착용성과 기기의 사용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Cho, 2007).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성

평가항목 개발을 위해 스마트 웨어의 사용성에 관련된

선행연구(Cho, 2007; Choi & Lee, 2007; Kim, 2007; Lee,

2008; Lee, 2009; Park et al., 2005; Yoon, 2005)를 고찰

하여 평가척도와 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1. Outdoor jacke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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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재킷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내용을 참고하되 평가방법이

복잡하지 않도록 재킷의 사용만족도, 외관만족도, 관리

만족도의 3차원으로 평가척도를 나누었다.

사용만족도 평가 시 평가자(착용자)는 재킷치수가 적

합한 30~50대 남녀 62명으로 각 연령대마다 전, 후반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하루 이상 스마트 아웃도어 재

킷을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재킷의 사용에 따른 만족도

를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개발된 디바이스의 작동기능

성(6문항)에 대한 만족도, 재킷에 디바이스를 통합한 후

재킷착용 시 활동성(3문항), 수용성(3문항), 안전성(2문

항), 디바이스 사용편의성(3문항)으로 나누어 총 11문항

이 포함되었다.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의 외관 착의평가

는 착용자(8문항)와 전문가(9문항)가 함께 평가를 실시

하였는데 착용자는 사용만족도 평가자와 동일하며 전

문가는 의류학 전공인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관리만족

도 평가는 세탁 후 재킷의 외관유지 및 디바이스 작동

(3문항)을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5명이 5점 평점척도

로 평가하였다.

3. 자료분석

사용성 평가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성별, 연령별 비교를 위해 다중비교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제작

1) 웨어러블 디바이스 통합

환경 친화적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을 위한 디바이스

통합과정은 다음과 같다. 디바이스의 원활한 기능 작동

을 위한 전원부의 구성은 전지, 충전 배터리, 컨트롤러,

스위치가 통합된 일체형 시스템으로 태양전지에 의해

낮 동안 공급받은 전력을 충전배터리로 저장하여 밤에

도 디바이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태양전지의 사

양은 최대출력이 0.32W, 최대전압(Vmp)이 4V, 최대전

류(Imp)가 80mA, 사이즈는 66Ø, 통합된 전원부의 지름

은 55mm, 두께는 1.5mm로 야간활동 시 3~5시간 정도

사용가능하다.

아웃도어 재킷의 외관이 잘 유지되고 재킷사용 시 디

바이스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태양전지(컨트롤러 일

체형), EL, GPS의 부착 위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실험 및 연구자, 전문가 회의를 통해 통

합부위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Fig. 2>−<Fig. 3>은 태양

전지를 위팔 상단부위에 통합하는 과정이며, <Fig. 4>

는 태양전지를 부착 후 스위치를 작동하는 모습이다.

EL은 야외활동 시 긴급 구조를 위한 신호나 야간조

명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쉽게 눈에 띄도록 래글런 소

매중심선을 따라 와이어형의 EL을 부착하되 투명 비

닐로 EL이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고 그 속에 EL

Fig. 2. Attaching solar cell to connector.

Fig. 3. Embedding of solar cell.

Fig. 4. Solar cell location and switch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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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넣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세탁 시에도

안전하도록 하였다. <Fig. 5>는 EL 부착 후 태양전지에

의해 작동된 모습이다.

GPS는 재킷소재로 입체적인 포켓을 만들어 그 속에

넣어 사용하는데 창은 투명 비닐이므로 걷거나 뛰면서

오른손으로 작동하여 지도, 운동량 확인, 음성녹음, 음

악듣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왼쪽 소매 하

단에 부착하되 세탁 및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다.

<Fig. 6>은 GPS를 부착하고 작동하는 모습이다.

2)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의 무게

<Table 1>은 재킷에 사용된 디바이스의 총 무게와 이

를 통합한 후 의복의 무게이다. EL, 태양전지, GPS를

합한 무게가 117.61g이었으며 의복의 무게는 남녀용 치

수에 따라 달라 디바이스 통합 후 385~520g이었다. 일

반 캐주얼 재킷과 비교 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가

벼운 소재의 선택과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2. 선행 스마트 웨어 연구의 평가방법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설계한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에 대한 사

용성 평가척도 개발을 위해 스마트 웨어 연구개발 사

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평가내용을 분석

하였다.

<Table 2>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Lee

(2009)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장치를 휴대/착용가능한

동계 아웃도어용 스마트 의류에 대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5개로 착용성, 외관, 안정성, 관

리의 용이성, 기기의 위치적합성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

를 평가하였다. 무기 EL 기술을 스마트 포토닉 의류에

적용시킨 Lee(2008)의 연구에서는 사용성 항목으로 기

능의 효용성, 외관만족도, 특이성, 기기안정성, 유지보

수성, 기기부착쾌적성의 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 구매의사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MP3 기능

스마트 의류의 상용화 모형을 연구한 Kim(2007)의 연구

에서는 위 항목에 상용화 가능성이 더 추가된 7개 항목

에 대한 사용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Cho(2007)의 연구

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유아의 음

악놀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의류를 연구한 Yoon(2005)

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편리성이 추가된 8개 항목에 대

하여 사용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

기로 인해 의복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기기의 편

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착용자의 의복 사용만족도에 대

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다.

Fig. 5. EL operating image.

Fig. 6. Embedding and operating of GPS.

Table 1. Weight of device and jacket

Item Weight (g)

EL 16.91

117.61Solar cell 46.95

GPS 53.75

Smart outdoor jacket

embedded with EL,

Solar cell and GPS

size 900 385.00

size 950 410.00

size 100 495.00

size 105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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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Park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 디

자인 후 사용성 평가에 있어서 앞서 고찰된 선행연구들

의 공통적인 항목인 외관과 실용성은 제외하고 기기사

용편리성, 효용성, 모바일 편리성, 동작용이성, 착용 방

식, 심리적 만족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한 후 스마

트 전투복 설계를 수정하였다. Choi and Lee(2007)의 연

구에서는 진동장치가 삽입된 팬츠 개발을 위해 전자파

차단력이 있는 안감을 사용하였으므로 기기의 기능 만

족도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력도 함께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이성 평가를 제외하고 선행연구의

평가척도와 평가내용을 분류하여 7개의 범주로 나누었

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을 위한 사

용성 평가범주를 제시하였다. 나누어진 7개의 범주에 적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동기능성: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에 부착된 GPS와

EL 디바이스 기능의 필요성과 만족도 여부를 평가한다.

2) 활동성: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을 착용하였을 때,

야외활동 시의 적당한 여유감, 입고 벗을 때의 편안함,

GPS와 태양전지 조작 시 동작의 자연스러움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수용성: 기존 의복의 착용감과 관련된 항목으로 스

마트 아웃도어 재킷을 착용하였을 때, 일반 의복과 같

은 느낌인지, 부착된 기기로 인한 긴장감은 없는지, 기

기가 통합된 다른 의복의 수용가능 정도를 평가한다.

4) 안전성: 삽입된 기기가 외부 충격에 안전하다고 생

각하는지, 인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평

가한다.

5) 사용편의성: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에 삽입된 GPS,

EL, 태양전지의 부착 위치가 편리한지, 그 무게감은 적

당한지, 기기의 탈부착이 편리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6) 외관: 색상, 소재, 여유감, 디자인 구성선의 만족도

와 유행에 잘 맞는지, 기기가 부착된 상태에서 외관이

자연스러운지, 기기의 부착 위치가 적합한지, 재킷 안

의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7) 관리: 태양전지의 충전효과에 대한 만족도, 세탁

후 재킷외관유지가 잘 되는지, 세탁 후 기기의 작동이

잘 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범주를 단순화하기 위해 아웃도

어 재킷을 착용하고 활동 시 신체적, 심리적 편안함 여

부를 평가하는 활동성, 수용성, 안정성, 기기의 작동편

Table 2. Evaluation criterion and method for previous smart wear studies

Criterion
Lee

(2009)

Lee

(2008)

Kim

(2007)

Cho

(2007)

Cho and Lee

(2007)

Yoon

(2005)

Park et al.

(2005)

Operation

of function

Wearing

satisfaction

Usefulness

Convenient

function
Usefulness Functionality

Easiness of

device control

Activity
Wearing

comfort
Wearability

Wearing

comfort/

Activity

Wearability
Wearing way/

Easy movement

Acceptability
Perceived

change

Commer-

cialization

Perceived

change
Availability

Availability/

Psychological

satisfaction

Safety Safety Stableness
Risk

perception
Riskiness Risk

Convenience

for device use

Location

appropriateness

Convenience

of attachment/

detachment

Attached

device comfort

Device

convenience

Device

location/

Physical

convenience

Convenient

device use/

Mobile

convenience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Practical

maintenance
Easy care

Facility of

maintenance
Easy care

Facility of

management
Easy care

Special

category
Intent to buy

Electro-

magnetic waves

interception

Evaluation

method

5 point Likert 

scale

Depths

interview

5 point Likert

scale/Depths

interview

5 point Likert

scale/Depths

interview

5 point Likert 

scale

Depths

interview

7 point Likert

scale/Depth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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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통합해 사용편의성이라 하였으며, 여기에 디바

이스 작동기능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작동기능성과 합하

여 사용만족도라 명명하였다. 그 외에 외관만족도와 관

리만족도를 추가하여 평가범주를 3개로 단순화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척도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실시

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Table 2>에서와 같

이 Lee(2008), Yoon(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리

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Kim(2007)과 Cho

(2007), Park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여 사용성을 평가함에 있어 보다 더 구체

적인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3.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완성 및 사용성

평가결과

완성된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용만족도, 외관만족도, 관리

만족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사용만족도에는 재킷을 착

용하고 활동 시 신체적, 심리적 편안함 여부를 평가하는

사용편의성 만족도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작동을 평가

하는 작동기능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킷사용자 즉

착용자 62명이 작동기능, 사용편의, 외관을 평가하였고,

의류학 전공자 10명은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외관을

평가하였으며 연구자를 비롯한 5명의 전문가는 관리실

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자와 피험자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1) 사용만족도 평가결과

사용편의성과 작동기능은 30~50대 남녀가 1회 이상

자신이 즐겨하는 야외활동 시 직접 착용하고 문항에 응

답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착

용, 평가하도록 하였다.

(1) 사용편의성 평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킷의 활동성, 수용

성,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연

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재킷의 여유가 적당하며 비교적

기기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EL은 무게

감이 없고 부착 위치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기기

로 인해 일반 아웃도어 재킷과 다르다는 느낌이나 불편

함은 없으며 다른 종류의 스마트 웨어에도 수용적인 태

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친화적 태양전지를 이

용하는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기의 탈부착도 비교적 편리하

나 GPS의 부착 위치는 전체 평균이 3.4, 무게감은 3.0으

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의복에 적

용할 수 있는 GPS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특히 스포

츠, 레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에 지나

지 않아 기종 선택의 폭이 좁았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

한 GPS의 무게는 약 54g으로 다소 무거워 만족감이 낮

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

라 GPS의 기능은 스마트폰이 대신하는 추세이나 방전

의 우려가 없고, 운동량 체크가 가능하므로 개인의 필

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의 층

Table 3. Evaluating group

Group Subjects (N) Evaluation content

User (N=62)

30s
Male 10

21

62

· Operation of function

· Use convenience

· Appearance satisfaction

Female 11

40s
Male 10

21
Female 11

50s
Male 10

20
Female 10

Expert panel (N=10)

30s
Male 1

2

6 · Appearance satisfaction

Female 1

40s
Male 1

2
Female 1

50s
Male 1

2
Female 1

Expert panel (N=5) - · Maintenan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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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valuation of smart outdoor jacket use convenience

Group

Item

Total

(N=62)

30s

(n=21)

40s

(n=21)

50s

(n=20)
F

Male

(N=30)

Female

(N=32)
t

Mean

(S.D.)

Mean

(S.D.)

Mean

(S.D.)

Activity

Jacket size is moderate

to enjoy outdoor activities

4.00

(0.80)

4.00

(0.67)

4.00

(0.84)

3.90

(0.91)
0.18

4.00

(0.95)

4.00

(0.65)
0.15*

Devices do not restrict removal of jacket
3.70

(0.90)

3.80

(1.08)

3.90

(0.66)

3.60

(0.95)
0.67

3.70

(0.99)

3.80

(0.82)
−0.63*

It is easy to operate the devices

while putting on the jacket

GPS
3.80

(0.92)

3.50

(0.93)

3.80

(0.93)

4.00

(0.86)
1.76

3.50

(1.11)

4.00

(0.62)
−2.21*

Solar

cell

3.60

(0.88)

3.30

(0.90)

3.70

(0.85)

3.90

(0.81)
2.46

3.50

(1.01)

3.70

(0.74)
−0.69*

Acceptability

I feel the same sensation

as I wear the ordinary jacket

3.70

(0.90)

3.50

(1.03)

3.80

(0.63)

3.80

(1.01)
0.80

3.50

(1.07)

3.80

(0.69)
−1.22*

Attached devices do not cause displeasure
3.80

(0.92)

3.70

(1.06)

3.70

(0.86)

4.20

(0.75)
1.95

3.90

(0.97)

3.80

(0.87)
 0.37*

As far as outer appearance is nice,

device does not matter

4.00

(0.71)

4.10

(0.62)

4.00

(0.87)

4.10

(0.64)
0.28

4.10

(0.90)

4.00

(0.47)
0.91*

Safety

The jacket is safe for human body
4.00

(0.79)

3.90

(0.79)

3.90

(0.89)

4.40

(0.59)
2.54

4.00

(0.93)

4.10

(0.64)
−0.63*

Devices are protected from

external damage

3.20

(0.82)

2.90

(0.85)

3.20

(0.70)

3.50

(0.83)
2.94

3.10

(0.82)

3.20

(0.83)
−0.41*

Convenience

Devices are embedded in

appropriate locations

GPS
3.40

(1.08)

3.10

(0.83)

3.50

(1.08)

3.70

(1.26)
1.69

3.20

(1.23)

3.70

(0.87)
−1.82*

EL
4.20

(0.80)

3.90

(0.89)

4.10

(0.79)

4.50

(0.61)
3.06

4.20

(0.91)

4.20

(0.69)
−0.10*

Solar

cell

3.80

(0.81)

3.50

(0.93)

3.80

(0.75)

4.10

(0.64) 3.25*
3.80

(0.85)

3.80

(0.79)
0.09*

A AB B

Devices do not impose a burden

on the weight of the jacket

GPS
3.00

(1.23)

2.90

(1.24)

2.80

(1.04)

3.50

(1.36)
1.91

2.80

(1.36)

3.30

(1.08)
−1.56*

EL
4.40

(0.68)

4.30

(0.78)

4.40

(0.59)

4.40

(0.68)
0.16

4.50

(0.57)

4.20

(0.74)
 2.05*

Solar

cell

3.90

(0.82)

3.80

(0.77)

3.70

(0.85)

4.30

(0.79)
2.79

3.90

(0.85)

3.90

(0.82)
−0.03*

Devices are convenient

to attach or detach

GPS
4.10

(0.72)

4.00

(0.67)

4.10

(0.63)

4.10

(0.89)
0.28

4.20

(0.70)

4.00

(0.74)
 1.08*

Solar

cell

3.60

(0.84)

3.50

(0.68)

3.40

(0.97)

4.00

(0.76)
2.69

3.60

(0.96)

3.60

(0.71)
 0.19*

Group mean
3.80

(0.86)

3.60

(0.87)

3.70

(0.82)

4.00

(0.84)

3.70

(0.95)

3.80

(0.75)

*p≤.05

Dunca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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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3.2로 보통 정도였는데 이

러한 이유는 디바이스가 재킷 밖에 부착되어 다른 항목

에 비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였다.

연령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재킷의 여유감’이나

‘입고 벗기 편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50대의

만족도 평균치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태양

전지의 위치적합성’에서만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p≤.05).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EL의 무

게감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GPS의 경우는 남성이 무게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이는 여성 재킷의 소

매통은 팔에 피트하여 GPS가 밀착되는데 비해 남성 재

킷소매의 여유는 여성보다 많아 다소 헐렁하므로 팔의

움직임에 따라 GPS도 움직여 상대적으로 무게감을 더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의 항목은 여자의 만족도

가 약간 높은 편이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작동기능 평가

아웃도어 재킷에 통합된 디바이스의 기능에 대한 평

가는 전체 평균이 4.0으로 우수한 편이었다(Table 5). 특

히 ‘EL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4.4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EL의 발광효과가 만족스럽다’가 4.2였

다. ‘GPS의 기능이 필요하다’, ‘GPS의 기능이 만족스럽

다’는 모두 4.0으로 GPS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

였다. ‘GPS 작동이 편리하다’와 ‘태양전지가 잘 작동한

다’는 각각 3.7과 3.8로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

났다. 작동기능의 만족도에 대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

면 연령이 높을수록 GPS의 기능(p≤.001)과 EL 발광기능

(p≤.05)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의 만족도 평균치가 조금 높았으나 모든 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고 대체로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기기기

능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외관만족도 평가결과

(1) 착용자 평가

<Table 6>에 제시한 외관평가는 아웃도어 재킷 자체

의 디자인과 디바이스가 통합된 상태의 외관을 모두 평

가한 것이다. 우선 재킷디자인에 있어 색상, 소재, 구성

선, 사이즈에 대한 평가는 3.8~4.1이었고, 특히 색상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재킷 디

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50대에서 다소 높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행에 잘 맞다’의 항목에

서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p≤.05) 여성이 남성보다 이 재

Table 5. Evaluation for operation of function

Group

Item

Total

(N=62)

30s

(n=21)

40s

(n=21)

50s

(n=20)
F

Male

(N=30)

Female

(N=32)
t

Mean

(S.D.)

Mean

(S.D.)

Mean

(S.D.)

GPS function is needed to outdoor jackets
4.00

(0.86)

3.70

(1.01)

4.00

(0.81)

4.20

(0.70)
1.68

4.00

(0.85)

3.90

(0.87)
0.72

EL lighting is needed to outdoor jackets
4.40

(0.56)

4.50

(0.51)

4.20

(0.63)

4.50

(0.51)
1.72

4.50

(0.57)

4.30

(0.55)
1.10

GPS functions is satisfying
4.00

(0.76)

3.70

(0.66)

3.80

(0.80)

4.50

(0.51) 8.00***
4.10

(0.69)

3.80

(0.81)
1.16

A A B

EL lighting function is satisfying
4.20

(0.79)

4.30

(0.56)

3.90

(0.91)

4.50

(0.76) 3.38*
4.30

(0.74)

4.10

(0.83)
0.71

A AB B

GPS operation is convenient
3.70

(0.81)

3.80

(0.77)

3.60

(0.87)

3.90

(0.81)
0.63

3.80

(0.85)

3.70

(0.79)
0.69

Solar cell operates well
3.80

(0.83)

3.90

(0.77)

3.60

(0.98)

4.00

(0.69)
1.31

3.90

(0.89)

3.70

(0.77)
0.86

Group mean
4.00

(0.77)

4.00

(0.71)

3.80

(0.84)

4.20

(0.66)

4.10

(0.76)

3.90

(0.77)

*p≤.05, ***p≤.001

Dunca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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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이 유행에 더 잘 맞는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여성의 만족도 평균치가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디바이스가 통합된 상태에 대한 외관평가는 ‘기기가

부착된 상태에서 외관이 자연스럽다’가 3.5였고 기기의

부착 위치에 대한 평가는 EL이 가장 좋았고, 다음으로

태양전지, GPS의 순이었다. GPS 부착 위치에 대한 만

족도가 3.3으로 좀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GPS

의 부착 위치를 좀 더 윗부분에 두어 흔들림을 줄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재킷 내부 마무리에 대한 평가는 4.2

로 우수하였다. 이는 디바이스 구동을 위한 전선이 안

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일반 재킷과 다르지 않기 때

문이며 디바이스 통합상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 연령 및

성별 유의차는 없었다.

(2) 전문가 평가

<Table 7>은 의류학 전공교수와 대학원생 등 전공자

10명이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아웃도어 재킷 착의

Table 6. Evaluation of smart outdoor jacket appearance

Group

Item

Total

(N=62)

30s

(n=21)

40s

(n=21)

50s

(n=20)
F

Male

(N=30)

Female

(N=32)
t

Mean

(S.D.)

Mean

(S.D.)

Mean

(S.D.)

Color
4.10

(0.81)

3.80

(0.93)

4.00

(0.81)

4.40

(0.59)
2.41

3.90

(0.87)

4.20

(0.74)
−1.25*

Fabric
4.00

(0.79)

4.00

(0.86)

4.00

(0.63)

4.10

(0.89)
0.03

4.00

(0.85)

4.00

(0.74)
 0.01*

Design line
4.00

(0.73)

4.00

(0.80)

4.20

(0.60)

4.00

(0.80)
0.61

4.00

(0.74)

4.10

(0.73)
−0.05*

Size
3.80

(0.89)

4.00

(0.80)

3.90

(0.83)

3.70

(1.04)
0.67

3.70

(0.98)

3.90

(0.80)
−0.09*

Fashion trend
3.90

(0.66)

3.90

(0.73)

3.90

(0.63)

3.90

(0.64)
0.03

3.70

(0.70)

4.10

(0.56)
−2.25*

Exterior normalness

with device insert

3.50

(0.95)

3.30

(1.01)

3.60

(1.02)

3.60

(0.82)
0.80

3.30

(1.08)

3.70

(0.77)
−1.91*

Device

locations

GPS
3.30

(1.10)

3.10

(0.91)

3.30

(1.10)

3.40

(1.31)
0.19

3.00

(1.17)

3.50

(0.98)
−1.82*

EL
4.10

(0.81)

4.00

(1.02)

4.10

(0.66)

4.30

(0.72)
0.32

4.10

(0.96)

4.20

(0.64)
−0.42*

Solar cell
3.90

(0.95)

3.80

(1.08)

3.90

(1.00)

4.10

(0.76)
0.33

3.90

(1.08)

3.90

(0.82)
 0.11*

Jacket inside completion
4.20

(0.67)

4.30

(0.58)

4.10

(0.79)

4.30

(0.64)
0.42

4.10

(0.82)

4.30

(0.48)
−1.24*

Group mean
3.90

(0.84)

3.80

(0.87)

3.90

(0.81)

3.90

(0.82)

3.80

(0.93)

4.00

(0.73)

*p≤.05

Table 7. Evaluation of smart outdoor jacket appear-

ance                                                  (Expert, N=10)

Item Mean S.D.

Color 4.1 0.84

Fabric 4.0 0.68

Design line 4.3 0.82

Size 3.9 0.83

Fashion trend 3.9 0.60

Exterior normalness with

device insert
4.1 0.72

Devices locations

GPS 4.1 0.88

EL 4.5 0.68

Solar cell 4.3 0.72

Devices are well embedded

into the jacket
4.3 0.58

Completion of jacket inside 4.5 0.50

Total average 4.2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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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평가한 것으로 외관 및 디바이스의 통합부분 완

성도까지 포함하였다. 6명의 피험자는 재킷치수에 적

합한 남녀를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표집하였다.

그 결과 재킷의 색상(4.1), 소재(4.0), 사이즈(3.9), 유행

여부(3.9)에 관한 항목에서는 착용자 평가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으며, 디자인(4.3), 기기의 부착 위치(GPS

4.1, EL 4.5, 태양전지 4.3), 재킷 안의 마무리 상태(4.5)

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또,

‘장치들이 재킷에 잘 통합되어 있다’에 대해서도 4.3으

로 나타나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재킷으로 평가되었다.

3) 관리만족도 평가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의 관리성은 태양전지의 충전

효과와 세탁 후 재킷의 형태 및 디바이스 정상 작동에

대해 평가하였다(Table 8). 태양전지가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충전되는 시간과 효율을 측정한 결과 3.6으로

그 효율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태양전지의 크기가 작아 충전효율이 만족할 만

큼 높지는 않았으므로 추후 의복에 적용될 수 있도록

크기가 작아도 효율이 큰 태양전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태양전지의 충전효과는 전지의 종류,

크기, 부착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태양에너지를 최대

로 집적하기 위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Jeong, 2011), 특히 야외활동 시에는 외부 날씨와 시간

대에 따라 햇빛의 세기와 빛을 흡수하는 각도가 달라

태양전지를 아웃도어 웨어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은 앞

으로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탁은 일반 가정용 드럼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 코

스에서 50분간 세탁한 결과 외관은 물론 EL의 작동에

도 문제가 없었다. 5회 반복 실험 후에도 결과는 동일하

였다. 세탁 시 태양전지와 GPS는 재킷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소재가 세탁에 잘 견디고 잘 마르며 관리가 편

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킷의 관리실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 웨어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어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태양전지 기술을 도입한 의복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을 타

깃으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아웃

도어 재킷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타당한 사용성 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킷의 만

족도를 평가하고 그 수용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 재

킷은 GPS 기능이 있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EL을 구

동함으로써 어두운 곳에서도 조명기능을 할 수 있는 환

경 친화적 아웃도어 재킷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웃도어 재킷전원부의 구성은 전지, 충전배터리,

컨트롤러, 스위치가 통합된 일체형 시스템이며 태양전

지에 의해 낮 동안 공급받은 전력을 충전배터리로 저장

하여 밤에도 디바이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태양

전지는 위팔 상단부위 포켓에, 와이어형 EL은 래글런

소매중심선을 따라 비닐 튜브 속에 부착하였다. GPS도

야외활동 시 걷거나 뛰면서 볼 수 있도록 소매를 이용

하였고, 투명 비닐을 부착한 포켓에 넣어 세탁 시 및 불

필요시에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킷에 사용

된 디바이스의 총 무게와 이를 통합한 재킷의 무게는

385~520g이었다.

2.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친환경 스마트 아웃도어 재킷

에 대한 사용성 평가항목 개발을 위해 스마트 웨어의

사용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연구자마

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며, 다양한 평가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작동기능성, 활동성, 수용성, 안전성, 기기

사용의 편의성, 외관만족도, 실용성, 특이평가의 범주

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큰 범주를 3개로 나누어

사용만족도, 외관만족도, 관리만족도로 분류하였다.

3. 사용만족도는 재킷을 착용하고 활동 시 신체적, 심

리적 편안함 여부를 평가하는 사용편의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작동을 평가하는 작동기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 작동기능성은 우수한 편이었고 특히 EL

의 기능이 가장 필요하고 그 효과도 만족스럽게 나타났

다. 재킷의 사용편의성을 활동성, 수용성, 안전성, 기기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재킷의 여유가 적당하며 비교적 기기가 인체

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기기로 인해 일반 아웃도어

재킷과 다르다는 느낌이나 불편함은 없으며 다른 종류

의 스마트 웨어에도 수용적이었다. 외관에 있어 재킷 디

Table 8. Evaluation of smart outdoor jacket mainte-

nance                                                 (Expert, N=5)

Item Mean S.D.

Solar battery is well charged 3.6 0.89

Appearance of jacket does not

change after laundry
4.8 0.45

Devices operate well after laundry 5.0 0.00

Total average 4.7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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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스러웠고, 특히 색상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다. 디바이스가 통합된 상태

에 대한 외관평가는 EL이 가장 좋았고, 다음으로 태양

전지, GPS의 순이었다. 실용성의 평가결과 세탁 시 태양

전지와 GPS를 분리할 수 있어 세탁에 어려움이 없었으

며 물세탁이 쉽고 잘 마르며 관리하기에 실용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태양전지를 이용한 스마트 아웃

도어 재킷이 중년의 남녀에게 비교적 거부감 없이 수용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태양전지는

소형으로 EL 구동 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전력이 약하므로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의복에 적합

한 태양전지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류 상품으로 발전하고 스마트 웨어 시장 확

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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