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와 압  에 지 하베스 을 용한 고시인성 스마트 안 조끼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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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tect workers and pedestrians from accidents at night or bad weather by attaching 

optical fiber to existing safety clothing that is made only with fluorescent fabrics and retroreflective materials. A 

safety ves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applying optical fiber, and energy-harvesting technology was 

developed. The safety vest was designed to emit light using the automatic flashing of optical fibers attached to the 

film, and an energy harvester was manufactured and attached to drive the light emission of the optical fiber more 

continuously. As a result, first, the vest wearer' body was recognized from a distance through the optical fiber and 

retroreflection, which helped prevent accidents. Thus, this concept helps in saving lives by preventing accidents 

during night-time work on the roadside or activities of rescue crew and sports activities, or by quickly finding the 

point of an accident with a signal that changes the optical fiber light emission. Second, to use the wasted energy, 

a piezoelectric-element power generation system was developed and the piezoelectric-harvesting device was 

mounted. Potentially, energy was efficiently produced by activating the effective charging amount of the battery part 

and charging it auxiliary. In the existing safety vest, detecting the person wearing the vest is almost impossible 

in the absence of ambient light. However, in this study, the wearer could be found within 100 m by the light 

emission from the safety vest even with no ambient ligh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help in preventing and 

reducing accidents by developing smart safety clothing using optical fiber and energy harvester attached to save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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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형 직물과 재귀반사 소재만으로 제작, 보 되고 있는  안 의복에, 섬유 용으로 시인성

을 높여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안 사고로부터 작업자나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LED를 매로 한 

섬유와, 에 지 하베스  기술을 용하여 설계·제작한 안 조끼를 개발하 다. 안 조끼는 필름에 일체화된 자동 

멸 섬유에 의해 빛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었고 이 조끼를 착용한 작업자의 움직임으로, 버려지는 에 지를 수확하

여 섬유의 발 을 더 지속 으로 구동시키기 해 에 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하 다. 그 결과, 첫째로 조끼 

착용자의 신체는 섬유(optical fiber)와 재귀반사 테이 를 통해 멀리서 인식 가능하도록 시인성이 높아져 사고 방

에 도움이 된다. 즉 야간에 실시하는 도로변이나 고지 에서의 작업, 구조 원의 활동, 스포츠 활동 시 사고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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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섬유 발 을 변화시키는 신호로 사고 지 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생활 속 버려지는 에 지를 활용하기 하여 압 소자 발  시스템을 개발하여 압  에 지 

하베스  장치를 탑재한 결과, 배터리부의 유효 충 량을 활성화하고 보조 충 을 함으로써 에 지를 소량일지라도 

효율 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동시에 안 조끼에 내장하여 제작함으로써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 다. 

기존 안  조끼의 경우 야간에 주변 조명이 없을 때는 조끼를 착용한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 조끼의 빛 신호로 주변 조명이 없을 때에도 100m 이내에서 착용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 한 섬유 

용 안 조끼는 측면에서의 시인성 향상뿐만 아니라 가볍고 (물)세탁이 가능하여 실용  측면에서 존하는 LED

용 안 의류보다 우수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섬유와 에 지 하베스터를 장착한 안 조끼는 실용도가 

높고 안 사고 발생 방과 감소, 나아가 인명구조에 이바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사고 방, 에 지 하베스 , 고시인성, 압 소자, 스마트 안 조끼 

1. 서론

사회는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고갈로 인하여 자

원 소비형 사회에서 순환형 사회로 패러다임이 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  섬유 분야 연구에서

도 고갈되어가는 에 지 자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방향에 이를 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Nonaka, 

2019). 한 근년 반도체  력 자기술의 발 으

로 휴 용 자기기들이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 자기기들은 부분 2차 지로부터 원을 공

받고 있어 정기 인 교체나 충 이 필요한데, 그 

지들은 납, 카드뮴,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

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본 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배터리에 한 의존비

율을 이거나 체할 수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체친화 인 독립 원 기술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Min, 2014). 

최근 인체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운동에 지를 기

에 지로 환하는 압  에 지 수확(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기술이 지속가능한 미래 에 지원으로 주

목되고 있다(Lee & Kim, 2014; Lenov, 2015; Yoon et 

al., 2018). 그리하여 선진국을 비롯한 기ㆍ 자ㆍ컴

퓨터공학이나 기계공학  신소재(재료) 공학이 발

하고 이에 심을 기울이는 국가에서 에 지 하베스

은 안정 인 기 공 이 불가능한 경우 에 지 수확 

기술을 통해 인간을 한 여가와 안 의 용도로 사용

하기에 이르 다. 그리하여 력의 높은 출력과 장치 

효율이 높은 에 지 하베스 이 미래에 체할 수 있

는 기술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모바일 자기

기를 구동하거나 효과 으로 충 이 가능하도록, 버려

지는 자연  주변 에 지를 수확(harvesting)하여 환경

오염 없이 그 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면서 

력 출력과 효율이 높은 소자(device) 개발에 힘을 기울

이고 있다. 한 에 지 하베스 은 건 지와 같은 1회

용 폐기물의 양을 일 수 있어 친환경 이고 재생 가

능한 에 지원으로 사용가능한 에 지원이다(Min, 

2014; Yoon, 2016; Yoon et al., 2018). 이에 세계 으로 

앞서가는 섬유회사들은 착용 가능한 디바이스(wearable 

device)용으로 극, 배선재를 지향한 필름상의 도성 

소재로 얇고 신축성이 있어 신체 움직임에 따라 자연

스러운 착용감의 wearable device 제조가 실 가능하도

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한 로 압 자수

(e-stitch)는 일정한 자수모양을 패턴화 함으로써 간단

히 센싱(sensing)할 수 있는 착용 가능한 것으로, 고령

자의 돌 ㆍ복지 련 분야나 헬스 어, 스포츠, 장

작업자의 보호 등에서의 활용을 지향하며 소형의 디바

이스를 추구, 개발하고 있는 시 이다(Juris et al., 2018; 

Momoi, 2018).

본 연구자들은 구체 으로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생체를 멀리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속 구동이 

가능한 안 의류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기 하여 첨단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용한 안 의류를 제작하

여 착용시키기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도로교통상  산업상의 사고를 방하고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해 섬유 도입과, 지속가능한 환경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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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에 지 하베스 을 용한 연구를 추진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즉 인체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압  에 지 하베스 이 가능한 하베스터를 개발하여 

이를 안 조끼에 내장한다. 이 압  에 지 하베스 으

로 구동시간을 연장시켜 더 안정 인 에 지 공 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압  에 지 하베

스  기술을 용하여 LED 구동에 지속성을 부여하여 

섬유를 발 시킴으로써 기존의 것보다 연속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디바이스를 제작한다. 여기

에 에 지 공 의 연장을 하여 LED 소자를 매

로 한 에 지 하베스  시스템 설계로 자동 멸 LED 

등과 확산 섬유에 의해 안정 으로 빛을 발산하는 

웨어러블 스마트 조끼를 개발하여, 움직이는 생체를 더 

멀리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표를 두

었다. 

본 연구는 의류학과 첨단 인 기ㆍ 자공학 인 

문분야를 포 해야 하는 energy harvesting 분야이므

로 수행해온 선행연구보다 고차원의 부분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에 보다 심화된 연구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함으로써 스마트 디바이스를 산업용으로만 용

하는 연구에서 범 를 넓  일반인으로 확 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LED를 매로 한 섬유의 발 과 

기ㆍ 자공학  안  디바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

조끼나 (산업용)벨트에 부착함으로써 디바이스의 지

속 인 구동을 가능  하는 스마트 안 의류의 시제품

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용 가능성을 테스트함으로써,  

어두운 곳에서나 야간 야외 활동 등 작업 시와 여가활

동 등에서 안 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에 지 하베스  기술의 발  동향

웨어러블 자기기의 기술과 그 소재에 심을 가지

고 연구하는 국가들은 자기술  첨단소재와 섬유소

재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들이며 우리나라도 웨어러블 

자기기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로 진입한 상태이다

(Suh et al., 2014). 웨어러블 자기기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이를 안 하고 에 지를 효율 으로 구동시키기 

한 에 지 공 용 자체 원장치로 자율 이며 독립

인 배선  배터리가 필요 없는 소형 발 기(micro 

generator)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다. 에 지 수확방법 

 ‘압  에 지 하베스 ’은 다양한 생활주변 에 지 

에서 가속, 변 , 진동과 마찰, 움직임 등과 같은 기

계  에 지를 기  에 지로 변환하여 에 지를 얻

는 방법으로 의류ㆍ패션 분야에 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Kim, 2012; Park et al., 2013). 이를 하여 소재에

서는 유연하고(flexible) 신축성 있는 소재  소자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에는 이를 나노물질과 

이어 등을 이용하는 온 나노공정을 통해 찾고 있

으며 국가 간 경쟁 으로 제품화하여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Nonaka, 2019). 

근년까지 압  에 지 수확에 한 연구들은 특히 

압  특성과 반도체 특성을 동시에 지닌 ZnO 기반 압

 반도체를 이용한 나노 력발 소자 개발에 힘을 기

울여왔다(Kim & Lee, 2014; Park et al., 2013). 그러나 

낮은 압  출력을 띠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하여 지속 으로 폴리머와 압 물질을 복합체 형태로 

만들어 강한 압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압  발 소자, 

신장이 가능한 압  발 소자 등 압 소자의 연구방향

이 소재의 종류와 형태 제어뿐 아니라 소자의 응용분

야와 고출력, 고효율화에도 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한 압  외에도 정 기발 소자 개발 등 물

질의 특성을 분석, 응용하여 다양한 에 지원으로부터 

기를 수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에 삼성 자와 Choi et al.(2009)

이 ZnO 나노와이어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하고 유연한 

나노 력발 소자로, 그래핀(graphene) 박막이 상하의 

극을 이루는 압  발 소자를 개발하여 발표하 다. 

Jung et al.(2012)은 일상의 움직임을 기에 지로 

환하는 압 소자를 개발하 다. 용액형 무기물 압  반

도체를 이용, 반복 으로 감거나 휘는 환경에서 안정

인 압  특성을 나타내는 패치형 압  에 지 수확 소

자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 다. 개

발한 소자는 유연한 패치형태로 의복 등에 부착이 가

능하며 무릎, 팔꿈치 등 부 의 움직임만으로 기

에 지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에 무해한 압

소자를 이용하고 반복  운동에 따른 에 지를 기에

지로 환, 향후 의류형 압  패치나 모바일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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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Kim, 2012). 특히 유연 

배터리와 결합하면 교환이나 충 이 필요 없는 반 구

인 기에 지 발생소자 구 이 가능하며 이는 최근 

친환경 에 지 수확소자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압  에 지 하베스 이 의

류에 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친환경 이고 인체에 

무해한 실크를 폴리이미드(polyimide)로 코 한 후 직

 기방사시켜 나노 섬유조직(fibron) 형태의 에 지 

하베스  소자를 제작하 다(Kim, et al., 2016). 그리하

여 인체의 열과 운동을 이용한 착용가능한 생체역학

(bio-mechanical) 에 지 하베스  기술 용으로 장시

간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체의 안 성  디바이

스 구동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 시키고 있다. 

그러나 생성되는 에 지양이 미량이므로 세계에서

는 경쟁 으로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Choi et al.(2017)은 와트 수 의 력을 생성하는 

하베스터의 기능과 향후 동향을 검토하 다. 따라서 최

근에는 출력이 높고 안정성이 있으며 의류에 용가능

한 에 지 하베스  기술의 표 인 압 과 자기유

도 에 지 하베스  등 나노 력발 소자와 자기 유

도방식 발 , 태양  발 과의 하이 리드 형태들이 도

입되고 있다. 그 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류에 용하는 

경우는 압  에 지 소자가 주이고 그 외의 것은 이론

으로 연구될 뿐이고 이들을 융합하여 제작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2.2. 의류에 용한 에 지 하베스 에 한 

선행연구 고찰

의류에 에 지 하베스 을 용한 연구의 황을 살

펴보기 해 해외연구를 소개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Park et al.(2013)은 압  에 지 수확 소자를 의류에 

용하여 에 지 수확 의류를 설계하 다. 인체 사지의 

3차원 모션 캡처를 하여 팔꿈치와 무릎을 합한 동작 

에 지 수확 부 로 도출하 다. 이 부 는 Juris et 

al.(2018)의 연구에서와 일치한다. 압  에 지 수확 소

자를 의류에 용하기 해서는 유연하면서 동작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구조로 2개의 소자를 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의 발생량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으

로 제안하 다. 한 의류는 에 지 수확 부 인 팔꿈

치와 무릎 부 에서 인체에 잘 착되면서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무 제 의류로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높은 에 지 발생량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인체의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생산되는 력

량도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Cho et al.(2015)는 SWCNT(Single Wall Carbon 

Nano-Tube)를 코 한 후 다양한 형태로 후가공하여 직

물 센서로 구 했을 때 인체의 사지동작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서 합함을 확인하고 최 의 센서형태를 

규명하 다. 이를 통하여 형 장비 없이 유산소 운동

과 근력 운동 측정 모두에 용되는 스마트 의류  

웨어러블 시스템 구 이 가능할 것으로 측하 다. 이

어서 Cho et al.(2018)은 SWCNT를 코 한 신축성 직물 

센서를 제조하고 이를 아동용 스포츠웨어 사지  

부 에 일체화시켜 동작 센싱 의류를 개발하 다. 이 

의복을 착용한 아동의 사지 동작에 따라 빛과 소

리로 반응하는 시청각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종

으로 아동의 동작 모니터링  운동 흥미 유발을 

한 아동용 스포츠웨어  액세서리 디자인 시제품을 

제안하 다.

일본의 帝人사(Teijin. 2015)와 関西大学(Kansai 

학)이 공동 개발한 압  소재(Piezoelectric fabric)는 인

간의 동작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압  직물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력이 발생하는 압 체로 폴리유산섬유

(Polylactic Acid Fiber, PLA)를, 발생 력을 변 로 감

지하는 극으로 탄소섬유를 활용하 다. 이는 비틀림

(능직물), 굽힘과 비틀림(수자직물)의 방향과 강도 측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3차원 방향을 감지할 수 있어 

의사의 장갑에 용할 경우 원격 수술이 가능하고, 시

트압력 감지를 통한 환자의 움직임 모니터링이 가능한 

헬스 캐어 제품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

Park(2016)은 차세  태양 지와 압 소자 연구사례

를 심으로 탐색하 다. 산업디자인에 용할 경우 소

재나 완성품에 새로운 친환경 에 지 하베스  기능을 

첨가할 수 있는 나노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진동과 마

찰, 압력, 움직임을 에 지원으로 하는 압 소자에 용

되고 있음을 보고하 다. 나노기술에 의한 압  유연소

자는 작고 유연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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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노기술을 활용한 조형 술, 패션의류 등 산업

소재로 이용하기 한 최신 연구사례를 소개하 다.

Suh & Roh(2017)는 의류에 용가능한  압  에 지 

하베스  기술 사례 연구를 웹사이트 자료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재 성숙도가 높고 가장 많은 상용

화가 이루어진 에 지 하베스  기술은 태양 지로 의

류 반의 다양한 아이템에 용 개발되고 있다고 보

고하 다. 압  기술은 압  필름을 설치하여 소리 장

에 의한 진동, 신체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압력 등을 

기로 변환하는 제품, 마찰 기는  나노발 기

를 삽입하여 사람의 불규칙한 신체 활동에서 수확한 

에 지를 충 하는 제품 형태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한 자기 (electromagnetic)는 주변에 버려지는 

자기  유도 에 지를 텍스타일 안테나 혹은 손목밴드 

등의 장장치에 수확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 되

고 있음을 보고하 다.

Yoon et al.(2018)은 의류 디자인에 을 두고 환경

미화원복에 LED와 인체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압  

에 지 하베스  기술을 용하 는데, 그 안 작업복

에 에 지 하베스  장치 삽입과 발 장치 부착을 

한 의복소재 개발  의복의 가변  구조 개발을 통해 

다기능의 안 의복을 디자인, 개발하 다. 상세히는 안

의복에 에 지 하베스  키트를 장착하기 해 발

부 재료를 선정하고 키트의 개발과 효율 인 발  

치를 설정하여 발 키트를 부착한 환경미화원복을 제

작하여 설문을 통해 피드백을 얻었다. 그 결과, 개발한 

안 의복은 기존의 안 의복에 비해 시인성과 디자인 

만족도가 높고 세탁과 착용이 편리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이 안 의복의 상용을 해서는 련 장

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작업능률에 지장이 없는 쾌

한 상태의 유지가 필요하고, 세탁 편의성을 해 에

지 하베스  발 부와 발 부가 의복에서 분리되도록 

모듈화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제언하 다. 

한 나노섬유를 이용한 압  발 기는 앞으로 매우 

유용한 에 지 하베스터로 망이 밝다고 보고되고 있

다. EU의 ProeTex(2006-2010) 로젝트에서는 그린에

지 하베스  기능의 지능형 섬유개발을 통하여 험

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를 한 안 보호복을 

개발하 다. 미국은 산업용 소재에 을 두고 자 

섬유 개발을 의복뿐만 아니라 헬스 어, 스포츠  아

웃도어, 방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용 분야를 탐색하

고 있다. 독일의 아디다스 사는 착용형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을 두고 웨어러블 스포츠 자기술

(electronics)을 개발하고 있다. 심장박동을 검하는 개

념의 뉴메트릭스 제품은 군사용에서 노인보호용, 스포

츠까지 다양할 것으로 망된다(Self, 2015).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의류는 앞으로 주력산업으로 

이어져온 섬유산업과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폰 기술

기반을 목하여 신기술 개발과 다양한 기술 융합 등 

새로운 시도가 모색되어야 하는 차세  성장 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입고 있는 의복에 기가 

흐르는 도성 섬유와 유연  신축성 자소자가 구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최근 다양한 나노물질 

기반의 온 기술이 개발되어 고온에 민감한 옷감에도 

속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마트 의류는 일상생활

에서 입고 있는 의복에 구 될 것이다(Cho et al., 2018; 

Rebeccah, 2016). 따라서 소재와 가공기술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안 성과 편의성에 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Suh et al., 2014).  

한편, 착용자의 안 성 문제와 련하여 특히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교통  산업 안 사

고를 방하기 한 고시인성 안 의복 국제 표  ISO 

2047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2013). 

ISO 20471: 2013(en);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2015;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6; Newcastle City Council, 2007)이 제시된 이후, 본

격 으로 재귀반사 필름이나 LED를 의류에 부착하여 가

시성을 향상시킨 국제기 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

을 국내외 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앞서 Park et 

al.(2009)은 섬유 기반 스마트 포토닉(photonic) 스포츠 

의류의 모듈화 디자인을 연구하 다. 컴퓨  기기의 합

한 부착 치와 인체의 동작에 향을 덜 받는 인체 부

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종 으로 섬유-발 모듈을 

부착하기에 합한 인체상의 부 를 도출하 다. 이를 토

로 스마트 포토닉 의류에 있어 가장 필요한 착용자 안

보호 기능을 심으로 스마트 포토닉 기능이 있는 스포

츠 의류 재킷의 모듈화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 다.

여기에 스마트 기능을 목하여 Park a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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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은 형  직물로 제작한 조끼에 ISO 20471(2013)

에 따라 재귀반사 필름을 이용하여 LED 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를 재귀반사 필름에 부착하여 수동   능

동  발 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안  조끼를 개발하

다. 이 시제품은 1일 이내 발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 발  구동에 압  에 지 하베

스터를 개발하여 이를 용한 안 조끼를 개발하여 버

려지는 에 지를 수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바이스의 

지속성을 연장시키고자 시도하 다.

3. 연구 방법  차

3.1. 압  에 지 하베스터의 제작

3.1.1. 안 용 섬유 디바이스의 설계  제작

Table 1에는 안 용 소자 제작에 필요한 부품과 그 

형태, 섬유(optical fiber) 회로와 연결 방법  컨트롤

러의 구성과 기능에 하여 간단히 제시하 다. 시스템 

작동을 한 원으로서 내장형 충  보조 배터리(power 

bank)를 비하 다. 이 방법은 Park & Kim(2020)의 선

행 제작 방법과 동일하다. 여기에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한 섬유를 재귀반사 필름과 조끼 사이에 치시켜, 

재귀반사 필름과 결합하여 일렬로 섬유를 부착하

다. 그리고 섬유와 원 연결은 조끼의 유연성을 고

려하여 류가 잘 통하면서 유연한 선으로 연결하

다(Fig. 1∼4). 한 섬유 원  컨트롤러를 제어하

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 다. 제어용 로그램의 주 

logic은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제어용 메인 컨트롤

러 로세서로는 범용 C 언어로 회로제어가 간편한 마

이크로칩스 사의 PIC16F631을 사용하 고(Park & 

Kim, 2020) 등  멸 시 섬유 원의 최 순간 

류는 약 10mA와 15mA가 흐를 수 있도록 V값을 설

정하 다(Green 1.6V). 이 구동 류와 압의 선정은 

이블의 내구성에 인 향을 주므로 원의 

최 화를 해 류조 용 제어 항을 히 선정하

는 것이 매우 요하 다. 로그램에 의한 MCU(내부 

앙제어장치) 동작에 의해 푸시-리턴 버튼(push-return 

button)이 한번 릴 때마다 의복에 장착되어 있는 체 

섬유 원은 약 1  간격으로 깜빡임과 0.5  간격 

깜빡임 그리고 지속 등이 순차 으로 반복된다. 섬

유 원은 스 치에 의해 원이 공 될 때 1  간격으로

Optical fiber 

array and shape

* Optical fiber Module : Color package (oval 

or sop type)

* 1S (all parallel connection)

* Total optical fiber Length : 1m~1m50cm

Optical 

fiber-to-power 

connection

* Snap button electrode contact : shoulder to 

main

* Main optical fiber to controller : wire 

connection

* Led to optical fiber connection : lead wire 

bonding

Moisture-proof 

and appearance

* Small button type case (for optical fiber 

protection & light dispersion)

* Retro-reflection film

Composition of 

controller

* Moisture-proof push-return switch

* Using portable power bank

* Micro USB port & USB-A cable

* Running time > 24 hr @ 4000mAh, 5V

Function of 

controller

* With mode rotation switch

 (slow blinking → fast blinking → full on → off)

Table 1. Part description and circuit and connection method, 

and construction and function of controller 

Fig. 1. Optical fiber tube cross section and connection 

Fig. 2. Connecting of powe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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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도록 로그래  되었지만 비상시에는 0.5  간

격으로, 필요시에는 지속 등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한 산업용 안 조끼를 제작하기 하여, 재귀반

사 필름을 5cm 비로 안 조끼에 부착하 다(Fig. 5, 

Fig. 9). 이 제작 방법은 능동발  장치로 LED 시스템

을 사용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Park & Kim, 2020)에

서의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섬유를 

능동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디바이스를 더 소형화, 

경량화시켜 작업능률과 착용감 측면에서 개선하 고, 

한 (물)세탁도 가능하도록 한 단계 발 시킨 에서 

차별성이 있다. 상세히 기술하면, 본 논문과 선행논문

(Park & Kim, 2020)이 모두 안 을 한 의류 개발은 

공통 이나, 선행논문은 구명용 기울기 센서와 소리신

호의 탑재로 사람이 조난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에 더 을 맞춘 연구논문이다. 반면,  논문은 

산업 분야 작업자, 야간 작업자나 활동자, 보행자(일반

인과 교통 약자 포함)를 한 스마트 의류 개발에 핵심

을 두고, LED보다 더 소형으로 더 가볍고 세탁이 가능

한 섬유를 삽입하여, 주변에 원이 없어도 착용한 

안 의복에서 생체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 사고 

  

Fig. 3. Controller PCB layout and operating block diagram 

Fig. 4. Circuit PCB and final controll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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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나 감소로 인명 피해를 이는데 더 을 맞

춘 고시인성 스마트 안 의복 개발이 핵심이며, 이 효

과를 지속시키기 한 에 지 하베스  기술을 도입, 

설계를 시도한 연구논문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응용한 압 소자 하베스 은 압  

물질인 PMN-PT(마그네슘 니오 산염, 압 체인 티탄산

염) 박막에 존재하는 극자 폴링(poling)에 의해 수직으

로 배열되어 있는 소자가 인장 응력을 받아 휘어지며 소

자의 변형으로 인해 PMN-PT 박막 내부에 압  가 

형성되어 구동하도록 하 다(Fig. 7). 압 소자 하베스

은 극자에 의해 만들어진 의 균형을 맞추기 하여 

외부 회로를 통해 류가 흐르며 결과 으로 쪽 극에 

쌓이게 되는데 소자에 작용하던 응력이 사라져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면 하 한 회로를 통해 처음 자리로 돌

아간다. 체 으로 소자에 압력이 반복 으로 가해지고 

제거되는 반복 과정을 통해 양의 기 신호와 음의 기 

신호가 번갈아 발생하게 하 으며, 이에 따른 회로 설

계를 진행, 모식도 구성을 통해 박막의 무빙 변화를 

확정하고 출력 워 변화를 계산하 다(Fig. 8).

3.1.2. 압 하베스  스마트 안 조끼의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압  에 지 하베스  안  의

복은 작동 시에 가시성을 높이기 해, Fig. 5에는 ISO 

20471(2013)에 기반한 산업용 안 의복의 도식화를 제

시하 다. 제작 방법은 재귀반사 필름과 보조필름 사이

에 섬유를 삽입하고 연결하여 제작 버튼의 과 

비 으로 구동되도록 한다. 한 이는 야간 운 자가 

먼 거리에서 착용자의 치와 움직임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깜박이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발 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한 섬유 발 부의 시인성 극 화를 한 방법으

로 섬유를 감싸는 확산 보호 커버를 선택하 다. 선

택 이유는 섬유가 직진성이 강하여 좌우 측면에서 

볼 때는 시인성이 약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하

여 섬유를 보호용 커버에 끼우고 다시 재귀반사 필름

에 부착하면 확산 포커스의 역할로 인해 섬유의 빛이 

좀 더 넓은 범 로 밝게 조사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안 조끼에 부착할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하

여 Fig. 7∼8에서 제시한 시인성 향상을 한 섬유 

원과, 비 력의 충 을 한 압  하베스  시스템을 

비하여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용 시스템과 로그

램을 개발하 다. 한 시스템 구동을 한 원으로는 

술한 충 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 다(Fig. 4). 

Fig. 7. Detail diagram of piezoelectric element power moving system

 

Fig. 8. Schematic diagram of piezoelectric element system and

its devicesFig. 6. Setting the LED light source and electric wire connection

Fig. 5. Schematic drawing of retroreflective film and safety vest

with holes for attaching the harv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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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압  하베스  안 의복의 제작을 하여 Fig. 

5, 6과 동일하게 재귀반사 필름을 국제규격에 따라 비 

5cm로 재단하여 비하 다. 한 시인성 향상을 한 

시스템 구동을 한 원으로 충 용 내장 배터리를 마

련하 다. 시인성 향상을 한 섬유 원은 보호 커버

와 결합되어 재귀반사 필름과 조끼 사이에 치시키고 

섬유 원 연결은 안 의복의 유연성(flexibility)을 고

려하여 류가 잘 통하며 휘어지는 와이어로 연결하

다. 섬유가 조끼와 재귀반사 필름 사이에 치하면 재

귀반사 필름이 조끼를 감싸도록 하여 면부와 후면부를 

일렬로 연결 섬유를 부착하여 마감하 다(Fig. 9). 허

리 부 에는 작동부를 포함한 제어부가 치하도록 설계

하 다. 스 치로 원을 연결하면 평소 1  간격으로 

멸하나, 특정 상황에서 약 0.5 의 더 짧은 주기로 

멸하도록 로그래  하 다. 

본 연구의 하베스  시스템은 Fig. 8에서 제시한 압

 방식의 출력 방식으로 압 소자는 력 발생을 

해 압 이 가능한 팔꿈치( 부 )나 신발 등에 삽입

하여 사용하며 물리  힘에 의해 PMN-PT 박막을 작동 

자가 발 한다. 이를 통해 내부의 앙제어장치인 

MCU는 이를 감지하여 섬유 원  제어 PCB에 공

하는 력을 보조 배터리로 충 하도록 로그래  

하 다. 최종 단 후 제어장치  압  소자는 (Fig. 

10 우)과 같이 장착되었다.

특히 제어부와 배터리부의 소형화를 하여 기존 제

어 체계 PCB를 소형 모듈화 하 으며 보조 배터리 사

용을 고출력 배터리로 교환, 소형화를 이루었고 배터리

와 제어부 PCB를 일체화하여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제

작되었다. 그리고 제어부  압 소자의 보호용 하우징

의 경우 하우징 설계를 통해 MCT(Machining Center) 

정  가공을 통해 제작하 으며 정  공차는 0.05mm 

가공하 다.

 

4. 결과  고찰

4.1. 안 용 섬유 디바이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압  하베스  안 의복(Fig. 10)

을 1인의 피험자에게 착용시키고 3인의 실험참가자에

게 평가를 의뢰하 다. 실험 결과 매우 견고하고, 능동

 조명인 섬유로 작업자 주변에 원이 없어도 작업

자의 치 는 동작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었으며, 

70 ∼ 100 m 방의 안정 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Fig. 11). 이 결과는 LED를 부착하여 개발한 안 조끼

의 시인성 테스트 결과(Park & Kim, 2020)와 비교했을 

때 특히 측면에서 가시성이 우수함을 보 다(Table 2). 

한 본 시제품은 건 지를 사용한 시  수입품의 LED 

부착 조끼에 비해, 워 뱅크와 배터리  컨트롤러를 

사용하 으므로 반복 인 재충 이 가능하 고 동작 

지속시간도 시 의 일반 건 지(8 hr 사용)에 비하여 

장시간 연장 사용할 수 있었다(Fig. 12∼13). 한 독창

인 설계와 제작 방법으로 섬유 삽입 재귀반사 밴드

는 시인성을 매우 높여주었다. 시인성에 한 실험 참가

자의 의견을 검토했을 때 섬유가 방 로 연결되도

록 설계되어 운 자( 찰자)가 작업자의 움직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탈착이나 원 연결이 용이하

게 버튼식으로 연결한 부분이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피험자는 에 잘 띄는 일반 인 깜박

임, 비상 깜박임 기능을 드라이  버튼을 러 1 → 

0.5  켜짐/꺼짐→ 항상 켜짐→ 꺼짐으로 순차 으로 

반복되도록 섬유 발 을 동작하 다. 야간 가시성의 

  

Fig. 10. Piezoelectric element harvesting control module and 

safety clothing attached it 

   

Fig. 9. Safety clothing system with piezoelectric device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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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소비 력을 제어하여 장치

에 사용되는 원인 4000 mAh 원 뱅크의 연속 사용 

시간이 약 12 시간이 되도록 한 결과 섬유 발 에 

오작동이 없이 원하는 신호 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

(Fig. 11). 한 주변 이 거의 없는 실험장소에서 차안

에 있는 운 자가 피험자의 움직임을, 기존의 안 조끼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의 범 를 확장시켜 

주었다(Table 2).  

본 시제품은 Fig. 5∼6에서 제시한 세탁이 문제시되

지 않는 방수 소재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Park 

& Joung, 2020) 실생활에서 산업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측되었다.

기존의 안 의복은 빛이 주변 원에서 방출될 때 

재귀반사 필름과 형 직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시인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작업자의 안 을 도모하 다. 이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주변 이 갖추어졌을 때 

근거리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방

을 해 생체의 동작표출이 가장 필요한 야간이나 어

두운 곳에서는 생체 인식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고의 

험이 높다는 단 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하여 자체 발 하는 섬유 삽입 안 의복 착용이 

필요하 다. 왜냐하면 재 시 되는 LED 부착 안

조끼는 건 지로 발 하는 유형으로 그 발 이 찰자

의 을 피로하게 하며, 수명이 짧고 재충 이 어려워 

환경오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재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2. 압  하베스  스마트 안 조끼

본 연구의 압  하베스  기술은 4.1.에 기술한 산업

용 섬유 안 의복(Fig. 5, Fig. 10)에 기반하여 에 지 

하베스 을 통해 자가 발 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이 개선, 보완되었다. 개발한 압 소자 하베스  

섬유 안 의복을 인 과 인공조명이 거의 없는 장소

에서 비 실험 2회를 포함한 총 3회에 걸쳐 성인 남자 

피험자 3명에게 착용시켜 테스트하 다. 피험자는 본 

연구의 섬유 안 의복를 착용한 채 방 100m 거리

에 상시 멸(1 )상태로 서 있도록 하 고 자동차 헤

드라이트 면 주사를 측 평가하 으며 어두운 외부 

환경에서 자가 원의 육안 식별 가능 조도와 식별 거

Distance from a place with little

ambient light to the observer (m)

Visibility under little ambient light

Conventional Vest LED Vest (Park & Kim., 2020) Optical fiber Vest (this study)

20 low high high

40 no high high

60 no middle high

80 no low in lateral and arm moving high in lateral 

100 no low in lateral and arm moving high in lateral

Table 2. A survey of visibility by distance

  

Fig. 11. Test of safety vest by distance 

     

Fig. 12. Scenes of wearing test with piezoelectri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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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측정하 다. 조도계를 사용할 경우 조도센서의 민

감도 한계로 인해 수치 계량화는 불가능하 으나 실험

참가자는 주변의 원이  없어도 능동 으로 발

하는 섬유의 빛만으로 피험자의 치를 악할 수 

있었으며 약 100 m의 안정 인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Fig. 11). 본 연구의 압 소자 하베스  시스템

은  박막의 수동 작동에 의해 력을 생산하게 되는

데, 로그래  되어 있는 섬유의 원 멸신호 

환을 찰함으로써 동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압 소자 하베스  섬유 안 의복의 제어장치

는 작업자가 장시간 사용 시 원이 안정 으로 유지

됨을 목표로 하 으며 배터리의 재구매나 교환 없이 

재충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따라서 약 

4000 mAh의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10시간 이상 

구동이 가능하고, 장치의 구동이 필요치 않을 때는 

원 스 치를 름(off)으로 동작 지가 가능하도록 설

계하 다. 한 제작 후, 시인성이 높은 섬유의 일반 

멸, 비상 멸 기능  압 소자의 정성  반복 

재 성을 테스트하 다.     

본 실험에 Φ50 T=0.2±0.2 압 소자는 Fig. 8에서 제

시한 압  세라믹의 한쪽 면에 동 이 있는 형태로 되

어 있으며 Fig. 13은 시간에 따른 입력 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오실로스코 (Tektronix, TDS 

340A)로 압 소자에 0.5 의 간격으로 0.0외력을 가한 

결과 평 형 압 소자(Φ50 T=0.2±0.2)에 발생한 압 

형을 나타낸다. 실험 장비 구성은 Fig. 14와 같다. 소

자에 가해진 외력으로 Peak 15.75 Mean 0.05 데이터 

값을 얻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값 결과를 통해 큰 압

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지만 큰 압 발생에 비해 류

가 매우 미소하고 정  발생으로 인하여 충 에 어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3의 (A)부분이 실 

압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와 -의 극으로 나

뉘어 평균 압 값이 소실되어 정확한 압 값을 얻을 

수는 없었다.

압 소자의 특성상 재 력 장을 한 최소 력의 

순간 송출이 미흡하여 자가 충 을 하기에는 다소 어

려움이 발생하는 상이 나타났으며 압 소자의 수동 

작동에 의한 력 발생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한 인체 부 별 작동 가능한 부 를 선정하

여 테스트할 필요가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섬유 원의 야간 원거리의 가시성 확인에 있어서

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시인성에 한 성능의 평가로, 

장치에 사용된 원인 4000 mAh 보조배터리의 연속 

사용시간이 약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장치의 소비 력 

      →      

                

Sortation Voltages (V)

PkPk 15.75

Mean 0.05       →      

Sortation Voltages (V)

PkPk 5.62

Mean 1.99

Fig. 13. Measurement (left) and rectification (right) of the piezoelectric device generation 

 

Fig.14. Multimeter and osilloscop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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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섬유와 압  하베스 을 

용한 안 의복을 개발하여 특히 야간 작업자  보

행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안 사고의 방과 

감소는 물론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

는데 있다. 그리하여 안 조끼를 제작한 후 다음과 같

이 기ㆍ 자 공학 으로 설계 제작하 다.

첫째, 제작한 안 조끼에 섬유를 용하여 시인성

을 높이고, 원을 정상 으로 유지시키기 해 압  

하베스  안 의복의 제어장치는 착용자가 배터리를 

재구매하거나 교체하지 않고도 배터리를 재충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연구에 도입, 용한 

섬유(optical fiber)의 시인성과 성능은 약 4000 mAh

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하루 이상 구동할 수 있으며, 

발  제어는 1  → 0.5  켜짐 / 꺼짐→ 항상 켜짐 → 

꺼짐으로 순차 으로 반복되도록 설계하 다. 시험평

가 후 이러한 기능은 정상 으로 작동되었다. 한 재

충 하기까지 에 지 하베스  기술을 에 지 공 원

으로 사용하여 자체 발 하는 섬유 빛에 의해 주변

이 거의 없는 장의 약 100 m 거리에서도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압 소자 발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활 속에

서 버려지는 에 지를 수확하여 활용함으로써 높은 가

시성을 유지시켜 야간 환경 작업자의 안 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환경  요인에 의한 작업자의 작업시간 

경과로 배터리 소모량의 하될 경우 자체 압  에

지 하베스 을 통해 자가발 이 작동되도록 하 고, 충

량을 극 화시키기 해 시도하 다. 이로써 이 압

소자 하베스  섬유 안 의복은 기ㆍ 자 엔지니

어링과 기존의 형 소재  재귀반사 소재와 기능이 

융합된 착용 가능한 스마트 안 의복임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안 의복은 외부 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착용

자의 시각에 의존한 안  주의 제품이었으나,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시제품은 섬유와 압 소자 에 지 하

베스 을 용하여 정면과 측면에서의 시인성이 우수

하고 안 기능을 보유함과 동시에 야간 작업자 보호용 

안 의복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 디바이스를 장착한 안

조끼임이 증명되었다. 한 이 압 소자 하베스  

섬유 안 의복은 산업 장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 지만 아직까지는 하베스 에 의한 자가 발 량

이 미흡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력의 자가 충

은 힘든 상황으로 최  충 량의 발 이 필요한 연구

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후 

지속 으로 의류와 공학의 융합분야인 스마트 의류에 

한 연구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는 경쟁 인 연구분야

로 발 이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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