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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pared 5 retroreflective fabrics of glass beads and colors of silver, gold and purple in order

to characterize morphologies, luminance and illuminance properties. Retroreflective fabrics were prepared

according to division and area by Samp.1 (Division 2, area 80cm
2
), Samp.2 (Division 2, area 60cm

2
), Samp.3

(Division 3, area 60cm
2
), Samp.4 (Division 5, area 50cm

2
), and Samp.5 (Division 1, area 100cm

2
). The re-

sults of the morphologies indicate that the back side of retroreflective fabrics was the 3M-Sv, RF-Sv. The

RF-Gd of the fabrics were woven fabrics and the SRF-Sv, SRF-Pp was knitting. The largest glass bead size

was 3M-Sv and the smallest was SRF-Pp. RF-Sv was the thinnest and SRF-Sv, SRF-Pp were the thickest.

The results of luminance properties indicated a tendency to decrease slightly as the number of divisions and

area increased, except for Samp.2 to Samp.3. The result of illuminance properties tend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LED becomes greater than the number of divisions in the same area; in addition, the higher the

luminance as a whole increase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preferable to use a silver-colored RF-Sv which

has the highest luminance and physical properties when a retroreflective fabric is applied to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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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해양 관

광 ·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

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돌고래호 사건 등 매

해마다 드러나는 해양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

난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수복, 구명

복, 개인용 부양 기구 등 안전 기능성 해양용 의류제품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안전하고 쾌적

한 구명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명복의 요건에는 가시성(conspicuity)을 평가하는 규

정은 KS V ISO 15027-1(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5)이 있는데, 야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각적 보호복의 역할

을 필요로 하며, 수동발광 시스템과 능동발광 시스템을

적용한다. 수동발광 시스템의 경우에는 역반사 물질을 사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lee014@dau.ac.kr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2014R1A1A2

057445).

ⓒ 2017,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1, No. 2 (2017) p.352~361

https://doi.org/10.5850/JKSCT.2017.41.2.352

〔연구논문〕



안전기능성 구명복에 적용된 재귀반사 종류별 및 LED 위치별 가시성능 평가

– 353 –

용한 것으로 재귀반사를 사용하고, 능동발광 시스템의

경우에는 비상등에 대한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재귀반사는 KS A 3513(KATS, 2015)에 의하면 반사

체에 입사된 빛이 반사되어 입사광 방향으로 되돌아오

는 현상을 말하며, 반사체에서 반사되는 정도는 입사각

과 관측각에 따라 일정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재귀반사 시트의 구조는 크게 유리구슬을 이용

하는 형태와 마이크로프리즘을 이용하는 형태로 분류

되고 유리구슬형에는 봉입 렌즈형, 캡슐 렌즈형이 있으

며 KS A 3513(KATS, 2015)에 의거하여 휘도로 평가한

다. 휘도(luminance, 輝度)란 광원의 외관상 단위면적당

의 밝기를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cd/m
2
 또는 스틸브(sb)

를 사용하고 KS C 7613(KATS, 1999) 휘도 측정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능동발광 시스템은 LED를 사용하여

조도(illumination, 照度)로 KS C 1601(KATS, 199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어떤 면에 투사되는 광속을 면의 면

적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는 lux이고 기호는 lx이며 비상

등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Lim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40~70µm 정도의 크기

를 갖는 유리구슬을 사용하였고, 입사각 +5, 관찰각 0.33

조건에서 흰색 재귀반사 시트는 74.0cd/lx·m
2
, 황색 시트

는 47.9cd/lx·m
2
로 다른 색상의 재귀반사 시트에 비해 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귀반사 소재를 부위별로

활용한 의복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Jung and Cho

(2006)에 의하면 반사 원단, 반사 웨빙테잎, 반사 실, 반

사 필름을 실험복에 적용하고 착의실험을 통해 가시성

과 외관성을 5.0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서

있는 자세에서 상의 정면은 진동 4.8, 가슴 4.7, 밑단 4.7,

팔꿈치 4.5로 나타났고, 측면은 소매옆선 4.7, 후면은 등

4.9로 나타났고, 실험복에 적은 양의 재귀반사 소재를

적용하더라도 부위별로 여러 부위에 적용한 경우에 가

시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용된 재귀반사 소재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정량적 평

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Lee(2010)에 의하면 산업용 안전복의 가시성을 평가

한 결과 재귀반사 소재와 LED가 함께 적용된 안전복이

42.2%로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복에 사용

된 LED 색상별 조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백색 LED

가 5250lx로 실외 가시성과 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ISO 2047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

dization [ISO], 2013)에 적합한 Chiu(2016)의 연구에서는

산업용 안전 조끼에 재귀반사 소재와 백색 LED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적용했을 때, 1.95cd에서 2.06cd로 재귀반

사 소재에 근접할수록 보다 높은 광도를 나타내었다.

해양용 의류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로 해양용 웻수트,

조끼 및 재귀반사 소재와 LED를 적용하여 3가지 유형

의 구명동의를 제작한 연구(Kang et al., 2015a, 2015b,

2015c; Kang & Lee, 2016; H. Lee et al., 2016; Lee et al.,

2015)가 있으며, 부양 기능으로 부력재 및 팽창식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 프로토 타입은 재귀반사 소재

를 포켓과 등판에 적용하였고, 해수전지를 등판 중심에

부착하였다(Korea patent No. 30-2015-005 5703, 2016).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재귀반사 소재를 포켓과 등판에

적용하였고 해수전지를 앞쪽 어깨에 부착하였다(Korea

patent No. 30-2015-0055699, 2016). 세 번째 프로토타입

은 해수전지와 EL 와이어를 사용한 것이며, EL 와이어

를 봉제라인에 따라 앞면 후면에 적용하고 해수전지는

등판에 부착하여 제작하였다(Korea patent No. 30-2015-

0055700, 2016).

현재 안전복에 재귀반사 소재 및 LED를 적용하여 평

가한 연구는 있으나, 구명동의를 직접 디자인하여 재귀

반사 소재와 LED를 적용한 사례는 미비하며, 재귀반사

소재의 사이즈 및 모양 적용방법, 재귀반사 소재와 LED

의 적용방법에 따른 가시성 평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에 적용하기 위해 의류용 유리구슬형 재귀반사 소

재를 직물 3종과 편성물 2종으로 선택하여 모폴로지 특

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색상은 외부 발광체가 적용되었

을 때 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정된 실버색상을 선택

하였고, 2016년 연구재료 수집 당시 색이 있는 재귀반

사 소재 중 구매 가능했던 골드 ·퍼플의 2가지를 선택하

여 총 3가지 색상을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재귀반사 소

재를 면적과 분할 수에 따라 총 5가지로 선정하여, 방수

소재 위에 봉제를 하여 시료를 제작할 것이다. 셋째, 가

시성 평가를 위해 LED 위치별 조도와 휘도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안전 기능성 구명복에 우수한 가

시성능을 적용하여 해양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 ·안

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의를 갖는다.

II. 실 험

1. 제작

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는 T사의 실버색상 재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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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재 3M-Sv(0.30mm) 1종과 G사의 실버색상 재귀반

사 소재 RF-Sv(0.28mm), 골드색상 재귀반사 소재 RF-

Gd(0.32mm), 실버색상 신축성 재귀반사 소재 SRF-Sv

(0.50mm), 퍼플색상 신축성 재귀반사 소재 SRF-Pp(0.50

mm) 4종으로 총 5종의 재귀반사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샘플사진으로 나타내었다.

2) 시편 제작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시편을 나타낸

것이다. 시료 3M-Sv, RF-Sv, RF-Gd, SRF-Sv, SRF-Pp를

분할 수와 면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Samp.1 시료(분

할 수2, 면적 80cm
2
), Samp.2 시료(분할 수2, 면적 60cm

2
),

Samp.3 시료(분할 수3, 면적 60cm
2
), Samp.4 시료(분할 수

5, 면적 50cm
2
), Samp.5 시료(분할 수1, 면적 100cm

2
)로

재귀반사 소재 5종에 적용하여 총 25가지로 제작하였

다.

재귀반사 소재의 휘도 및 LED의 조도 분석을 위해 시

료 부착보드에 LED 6개를 적용하였다. <Fig. 1>은 LED

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2. 특성 분석

1) 표면 특성

재귀반사 종류별 표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물

현미경(NTZ-6000, Bestecvision Co., Ltd., Korea)을 이용

하여 6.5:1/1.5의 배율로 표면을 관찰하였고, 전계방사 주

사현미경(Fei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하 FE-SEM, JSM-6700F, Joel, Japan)을 이용하여 표면

50배, 측면 200배, 5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유리구슬

사이즈 측정은 Nex Measure Pro5 Software(Version 5.0.1,

Bestecvision Co., Ltd., Korea)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료

별로 유리구슬의 직경 사이즈를 10회씩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2) 휘도 및 조도 특성

재귀반사 종류별 휘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휘도

계(LS-150, 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Fig. 2>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기준점은 시료 부착점으

로부터 2m, 바닥에서부터 1.5m인 지점에 측정각은 1
o
로

Table 1. Basic fabric and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Origin 3M-Sv RF-Sv RF-Gd SRF-Sv SRF-Pp

Waterproof

Fabric

3M Silver-

Retroreflective

Fabric

Silver-

Retroreflective

Fabric

Gold-

Retroreflective

Fabric

Silver-Stretchable

Retroreflective

Fabric

Purple-Stretchable

Retroreflective

Fabric

Table 2.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different areas

Sample code Samp.0 Samp.1 Samp.2 Samp.3 Samp.4 Samp.5

Image

Division/Area

(cm
2
)

- 2 80 2 60 3 60 5 5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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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데이터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CS-S20 ver.

100, Konica Minolta, Japan)를 통해 휘도를 측정하고 휘

도 값(cd/m
2
)을 얻었다.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른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실 환경에서 휘도를 측정하였으

며, 실험실 내 휘도는 평균 0.001cd/m
2
인 암실상태를 유

지하였고 온도는 20±2
o
C, 습도는 RH 65±5%의 조건에

서 실시하였다.

LED의 조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디지털 조도계

TES-1330A(TES Electrical Electronic Co., Taiwan)를 사

용하여 2000lx의 범위에서 측정하여 조도 값(lx)을 얻었

다.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

실 환경에서, 실험실 내 조도는 평균 0lx의 암실상태를

유지하였다.

(1) 재귀반사 소재 종류에 따른 면적별 휘도 분석

면적별 휘도 분석은 3M-Sv, RF-Sv, RF-Gd, SRF-Sv,

SRF-Pp를 Samp.1 시료(분할 수2, 면적 80cm
2
), Samp.2

시료(분할 수2, 면적 60cm
2
), Samp.3 시료(분할 수3, 면적

60cm
2
), Samp.4 시료(분할 수5, 면적 50cm

2
), Samp.5 시

료(분할 수1, 면적 100cm
2
)로 분류하고, 측정 기준점에 부

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 기준점 발광체는 흰색

3V LED 1개가 적용된 조명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각 시

료별 총 10회, 10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2) LED 위치별 조도 및 휘도 분석

LED 위치별 조도 측정 실험은 재귀반사 소재 없이

LED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를 각각 켠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총 10회로 10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시료의 평균을 조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LED 위치별 휘

도 측정 실험에 능동발광 기능을 위한 피측정면 발광체

는 조건에 따라 2개, 4개, 6개를 켜고 재귀반사 소재를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3) 휘도 대비율(luminance contrast) 분석

휘도 증가율은 외부 발광체 없이 LED만 적용한 재귀

반사 종류별 휘도에서 외부 발광체와 LED를 모두 적용

한 경우의 재귀반사 종류별 휘도의 차이를 대비율로 분

석하였다(Eq. 1).

...... Eq. 1.

LC : 휘도 대비율

LR : 재귀반사 종류별 휘도

LLED : LED가 적용된 재귀반사 종류별 휘도

LC %( )
LLED

LR

----------- 100×=

Fig. 1. Positioning of LEDs.

Fig. 2. Scheme of luminance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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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재귀반사 종류별 표면 특성

<Table 3>은 재귀반사 소재 5종의 표면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재귀반사 소재 5종 모두 표면이 유리구슬 형

태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귀반사 소재

이면의 조직은 3M-Sv, RF-Sv, RF-Gd의 경우 직물 형태

였고, SRF-Sv는 플레인 스티치의 편성물, SRF-Pp은 펄

스티치의 편성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귀반사 소

재의 두께는 3M-Sv가 0.30mm, RF-Sv가 0.28mm, RF-Gd

가 0.32mm, SRF-Sv와 SRF-Pp는 각각 0.50mm로 나타났

Table 3. Morphologies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3M-Sv RF-Sv RF-Gd SRF-Sv SRF-Pp

Outer

Inner

Side

Surface

(×50)

Cross section

(×200)

Cross section

(×500)

Thickness

(mm)
0.30 0.28 0.32 0.50 0.50

Size of glass beads

(µm)
88.82±10.31 33.32±7.85 33.56±6.59 31.94±5.81 29.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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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RF-Sv가 가장 얇고 SRF-Sv와 SRF-Pp가 가장 두

꺼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리구슬 사이즈의 경우, 3M-

Sv는 88.82µm, RF-Sv는 33.32µm, RF-Gd가 33.56µm,

SRF-Sv가 31.94µm, SRF-Pp는 29.81µm로 확인하였다.

도포된 유리구슬의 크기는 전체 5종 중에서 3M-Sv가

88.82µm로 가장 크고, SRF-Pp은 29.81µm로 전체 5종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RF계열과 SRF계열

에 도포된 유리구슬의 크기는 비교적 비슷한 크기로 판

단되었다.

2. 휘도 및 조도 특성

1) 재귀반사 종류별 면적에 따른 휘도 분석

<Table 4>는 외부 발광체가 적용된 재귀반사 종류의

면적별 휘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휘도 값의

범위는 3M-Sv의 경우 24.73~173.60cd/m
2
이며, RF-Sv는

23.24~156.14cd/m
2
, RF-Gd는 22.25~143.54cd/m

2
, SRF-

Sv는 21.74~147.45cd/m
2
, SRF-Pp은 6.11~8.59cd/m

2
이다.

3M-Sv에 비해 RF-Sv, RF-Gd, SRF-Sv의 경우 비교적 휘

도가 낮고, SRF-Pp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귀

반사 소재 5종 모두 면적별 분할 수가 Samp.1 시료에서

Samp.4 시료로 증가할수록 Samp.2 시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슷하게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RF-Pp

의 경우 다른 4종에 비해 휘도 값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경향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귀반

사 소재 5종의 Samp.1 시료, Samp.3 시료, Samp.4 시료

를 분석한 결과 58.88~88.07cd/m
2
의 범위에서 휘도 값이

나타났다. 동일 면적의 Samp.2 시료와 Samp.3 시료를 비

교해 보면 휘도는 3M-Sv의 경우 24.73cd/m
2
에서 최대

88.07cd/m
2
으로, RF-Sv는 23.24cd/m

2
에서 최대 81.45cd/

m
2
까지, RF-Gd는 22.25cd/m

2
에서 최대 76.61cd/m

2
까지,

SRF-Sv는 21.74cd/m
2
에서 최대 80.20cd/m

2
까지, SRF-Pp

은 6.11cd/m
2
에서 최대 7.28cd/m

2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mp.3 시료에서 값이 다시 감소하면서 Samp.4

시료의 값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동일한 면적에 분할

수가 많을수록 휘도는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LED 위치별 조도 및 휘도 분석

LED 1개를 켠 경우는 305.3lx, LED 2개를 켠 경우는

398.7lx, LED 3개를 켠 경우는 510.9lx, LED 4개를 켠

경우는 545.9lx, LED 5개를 켠 경우는 628.3lx, LED 6개

를 켠 경우는 724.1lx으로 측정되었다. 전체적으로 LED

수가 증가할수록 조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는 LED를 적용한 재귀반사 종류별 휘

도의 실험을 위해 LED의 수에 따른 각 조도 값을 기준

으로 LED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LED의

위치는 최대한 넓은 면적에 빛을 적용할 수 있도록 LED

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하였고, LED의 수는 LED 2개, LED

4개, LED 6개로 하였다.

LED 위치별 휘도의 경우 모두 Samp.2 시료에서 높은

휘도 값을 나타내고, Samp.3 시료에서 값이 감소하였다

가 다시 약간 증가하면서 Samp.4 시료와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amp.5 시료를 제외하면 분할 3, 면적

60cm
2
일 때 즉, Samp.2 시료의 경우가 휘도 값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SRF-Pp의 경우, 외부 발광체만

적용했을 때에는 다른 4종에 비해 휘도가 제일 낮았으

나, LED를 적용한 경우의 실험 결과는 다른 4종과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LED가 적용될 경

우, LED의 주위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LED의

안쪽 재귀반사 소재가 있는 곳으로 빛이 모아지면서 재

귀반사 소재가 더 밝아져 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LED의 수에 따른 재귀반사 종류

별 휘도 값으로, LED의 수가 증가할수록 휘도 값도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외부 발광체 적용 시 LED 위치별 휘도 분석

<Fig. 4>−<Fig. 6>은 LED 2개, 4개, 6개에 외부 발광

Table 4. Lv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different areas                (Unit: cd/m
2
)

Sample code

Sample
Samp.1 Samp.2 Samp.3 Samp.4 Samp.5

3M-Sv 74.80 24.73 88.07 72.03 173.60

RF-Sv 68.82 23.24 81.45 64.65 156.14

RF-Gd 66.05 22.25 76.61 58.88 143.54

SRF-Sv 58.03 19.73 71.08 58.34 147.45

SRF-Pp 06.87 06.11 07.28 0 6.61 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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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적용된 재귀반사 종류의 면적별 휘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재귀반사 소재 모두 면적이 줄어들수록 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SRF-Pp의 경우 다른 4종에 비

해 휘도 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귀반사 소재

5종 모두 휘도는 Samp.1과 Samp.3 시료의 경우 비슷한

값을 나타내며, Samp.4 시료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Samp.2 시료에서 휘도의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재귀반사 소재의 분할 수와 재귀반사 소

재 사이의 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Samp.2

Fig. 3. Change of Lv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LEDs.

Fig. 4. Change of Lv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two LEDs.

Fig. 5. Change of Lv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four LEDs.

Fig. 6. Change of Lv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six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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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amp.3을 비교하면 동일한 재귀반사 사용 면적에서

분할 수를 2, 3으로 달리하여 재귀반사 사이의 거리가 다

르게 적용된 것이다. 재귀반사 소재 사이의 거리와 면적

은 Samp.2의 경우 4cm와 40cm
2
, Samp.3의 경우는 2cm

와 40cm
2
이며, 재귀반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Samp.1와 Samp.3을 비교하

면 재귀반사 소재의 면적이 줄어들어도 휘도는 63.06~

83.88cd/m
2
의 범위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

우는 재귀반사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고 재귀반사 소재

분할 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행

연구(Jung & Cho, 2006)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 면적에 적용할 경우에 면적이 줄

어들어도 분할수가 많을 경우 휘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3. 휘도 대비 값 분석

<Fig. 7>은 외부 발광체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재귀

반사 소재의 면적별 휘도 대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재귀

반사 소재 모두 면적이 줄어들수록 휘도 대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Samp.5 시료에 비해 Samp.1 시료,

Samp.2 시료, Samp.3 시료, Samp.4 시료의 대비율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SRF-Pp의 경우 다른 4종에 비해

휘도 대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 발광체를 적용하기 전과 후, LED가 2개, 4개, 6개

인 경우의 재귀반사 종류별 휘도의 대비율은 3M-Sv, RF-

Sv, RF-Gd, SRF-Sv의 경우 Samp.2 시료에서 대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SRF-Pp의 경우 다른 4종에 비해 휘도가 많이 증

가하여 대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Samp.5 시료의 대비

율이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귀반사 소재에 능동발광체인 LED

를 부착한 경우에 휘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재귀반사

소재에 LED를 적용하면 가시성능이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는 선행연구(Lee, 2010)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재귀반사 종류별 및 LED의 위치별 가시성

능을 평가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귀반사

소재 5종 모두 유리구슬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유리구슬

의 크기는 3M-Sv가 가장 크고 SRF-Pp이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재귀반사 소재 이면의 조직은 3M-Sv, RF-

Sv, RF-Gd의 경우 직물 형태였고 SRF-Sv, SRF-Pp은 편성

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는 RF-Sv가 가장 얇고 SRF-

Sv, SRF-Pp이 가장 두꺼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귀반사 종류의 면적별 휘도는 3M-Sv에 비해 RF-Sv,

RF-Gd, SRF-Sv의 경우 비교적 휘도가 낮았고, SRF-Pp의

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귀반사 소재 5종

모두 면적별 분할 수가 증가할수록 휘도는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일한 면적에 분할 수

가 많을수록, 재귀반사 사이의 거리가 좁을수록 휘도는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LED 위치별 조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LED 수가 증가할수록 조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LED 위치별 재귀반사 종류에 따른

휘도 측정 결과 LED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휘

도 값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RF-Pp의 경우, 외

부 발광체만 적용했을 때에는 다른 4종에 비해 휘도가

제일 낮았으나 LED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4종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LED

의 주위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LED의 안쪽 재

귀반사 소재가 있는 곳으로 빛이 모아지면서 재귀반사

소재가 더 밝아져 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

다. LED 위치별 재귀반사 종류 및 외부 발광체 적용 시

휘도는 LED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체 5종 모두 면적이

줄어들수록 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RF-Pp

의 경우 다른 4종에 비해 휘도 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
Fig. 7. Lc of various retroreflective fabrics applied to

different areas.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2, 2017

– 360 –

었다.

외부 발광체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면적별 휘도 대비

율은 전체 5종 모두 면적이 줄어들수록 휘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SRF-Pp의 경우 다른 4종에

비해 휘도 대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귀

반사 종류별 휘도와 LED에 외부 발광체를 적용한 후의

면적별 휘도 대비율은 SRF-Pp의 경우 다른 4종에 비해

휘도가 많이 증가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150% 이

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ED의 위치에 따른 휘도

대비 값의 경향은 LED 수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재귀반사 소재를 의복에 적용

할 경우 휘도가 가장 높고 물성이 좋은 실버색상의 RF-

Sv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LED와 함께 적용

하는 것이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귀반사

소재를 동일한 면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분할 수를 증가

하고 재귀반사 소재 사이의 거리를 좁혀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퍼플색상의 재귀반사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

는 가시성능을 높이기 위해 LED를 함께 적용시키는 것

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재료 수집 당시 색이

있는 재귀반사 소재 중 구매 가능했던 것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재귀반사 소재에 LED를 적용한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종류

및 색상의 재귀반사 소재와 EL wire, Neopixcel, LED

strap, 해수전지 등 다양한 능동발광체를 사용하여 그 범

위를 넓혀야할 것이다. 또한, 구명복의 주머니, 가슴, 등

판에 다양하게 적용시켜 가시성능을 평가하고, 실제 안

전기능성 의복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해양 안전 문제, 재

난 ·안전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전기능성 구명복에 적용하여

보다 우수한 가시성능을 나타내는 의복을 개발할 수 있

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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