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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차량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용 카시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 5일제 확대 및 가정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문화의 변화에 따

라 유아와의 이동이 편리한 유모차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유모차

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유모차는 세로로 접어지는 접철식이 대부분으로 접어서 이동시와 차

량에 보관할 때와 프레임이 무거운 경우 여성이나 고령자가 사용 시 많은 힘을 필요로 하므로 불편함

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중량문제와 이동시 편의성 고려를 위한

접이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모차의 프레임의 경량화 설계방안 및

폴딩 접이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1. 서론

주 5일 근무 확산 및 가족 중시 사회문화의 변화

에 따라 유아를 동행하여 활동 시에 편리한 유모차

에 관한 발달이 증가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유모차가 개발되고 있다.[1]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세로 접이식 유모차의 경우, 프레임의 중량이

6Kg이상으로 주부나 노약자가 사용하기에 무겁고

접었을 경우 세로방향 길이가 길어 자동차의 트렁크

에 보관하는 등의 불편함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유모차의 경량화 및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외국제

품에 비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유아용품 사용에 관한 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불편하드는 응답이 43%,

이용이 번거롭다는 응답이 26%로 유아용품 자체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2]

이와 같이 수요자의 대부분은 이동의 편의성, 카

시트의 안전성 및 안락감, 차량 이용 시 유모차의

손쉬운 차량적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카시트 탑재가 가능한 접이구조 유모차를 메

커니즘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탑재

가 손쉬운 유모차의 최소 폴딩 방식과 유모차의 제

동 메커니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경량구조설계

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자 한다.

2. 접이식 유모차의 구조설계

2.1. 유모차 검사기준

유모차의 기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와

형태에는 해먹 등 받침기구, 안전띠 발판, 잠금 안전

장치, 틈, 배면과 수평의 각도 등이 있다. KS규정의

주요기준은 표 1.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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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기준

눕힘각도 130° 이상

세움각도 110° 이상

바퀴 115mm이상

최저 지상고 50mm이상

등받이 기구의 내하중 30kg 하중 조건

표 1. 유모차의 검사기준서

2.2.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모차의 구조는 다

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시트, 프레임,

바퀴, 손잡이 구조에 의해서 유형이 나눠진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NO 명칭 기능

1 손잡이부 브레이크연동부와의 메커니즘

2 높낮이조절부 슬라이드 방식의 높낮이 기능

3 리클라이너부 차체 폴딩시 힌지 메커니즘

4 브레이크 연동부 손잡이와의 연동메커니즘

5 브레이크모듈 회전운동과 상하운동메커니즘

표 2. 각 주요부 명칭 및 기능

그림 1.과 표 2.는 본 연구에서 메커니즘 설계를

하고자 하는 유모차의 시스템 구성 및 각 주요부 명

칭에 대한 설명이다.

3. 유모차 메커니즘 설계

3.1. 폴딩 메커니즘

유모차의 메인프레임을 접는 방식으로 폴딩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 예는 그림 2.와 같다.

⒜ ⒝

⒞ ⒟

그림 2. 폴딩 메커니즘

⒜, ⒝와 같이 1차 손잡이 부분이 폴딩 되고, ⒞,

⒟와 같이 2차로 앞바퀴 프레임이 폴딩 되는 2단 폴

딩 방식이다.

이동시 폴딩시 Leg-room 비고

L 740 580 600

W 630 450 220~450

H 1140 230 300

표 3. 유모차와 Leg-room 제원표

(단위:mm)

표 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유모차와 차

량 뒷좌석 Leg-room의 제원을 나타낸 것으로 폴딩

시 자동차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제동 메커니즘

⒜ ⒝

그림 3. 제동 메커니즘

유모차의 제동 방식으로서 유모차의 이동시 ⒜의

손잡이부에 하중이 가하게 되면 손잡이부는 하향이

동 되며, 손잡이부 하향이동시 뒷 바퀴의 프레임과

연동되어 브레이크 모듈부를 작동시켜 제동장치가

풀리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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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부의 작동원리

4.1. 높낮이 조절부

⒜ ⒝ ⒞

그림 4. 높낮이 조절부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손잡이부의 높낮이를 조절

하는 부분으로써 손잡이 프레임을 중심으로 ⒜를 상

하작동 시켰을 경우 ⒝의 V자 가이드 홈을 따라 ⒞

의 잠금이 풀리게 된다.

4.2. 브레이크 모듈

⒜ ⒝

그림 5. 브레이크 모듈

차체를 이동시 힘을 가하게 되면 리클라이너부와

연동되어 ⒜의 뒷바퀴 프레임이 상하운동 하게 되

며, 바퀴축을 중심으로 제동용 날개들이 회전운동을

하게 된다. 상하운동과 회전운동이 끝나게 되면 톱

니형태의 휠에서 제동용 날개가 이탈을 함으로써 걸

림이 해제된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메커니즘 설계를 통하여

다기능 유모차를 고안하여 접이 기능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새로운 다기능 접이식 유모차의 프레임 구조를

개발하였다.

2) 2단 폴딩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프레임의 크기

가 차량 뒷좌석 빈 공간(lag-room)에 들어 갈 수 있

도록 설계하여 차량 탑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카시트 장착시 안전구조의 보강 연구 및 구조해석

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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