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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2016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1893).

This study applied a segmented hard shell design on knee protectors for 

children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mobility. The prototype of the hard 

shell that does not correspond to movement of the body among components 

of the knee protector was developed. Surface modeling was conducted based 

on 3D knee data to enhance comfort through optimized fit on the knee joint 

where the hard shell would be worn. For this, previous studies on changes in 

skin near the knee joint during knee flexion were reviewed to establish basic 

segmental lines. The basic design included six segments, and the number of 

segments was used as the design variable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t to 0, 

3, 6, 9, and 14 segments. A prototype was produced from 3D printing with 

TPU material, worn for wearing assessment. Results revealed fewer numbers 

of segments resulting in less fit with the body, while actual appearance was 

stable. Meanwhile, the number of proper segments improved better fit with 

the body during movement. The wearing assessment revealed the amount of 

gap reflects change in skin length depending on movement. Assessment 

results demonstrated basic segment design, S6 with 6 segments, had the best 

design and most optimized fit. Findings in this study can provide key data for 

designing knee protection products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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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놀이스포츠 및 

생활스포츠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

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상해 방지. 

를 위해서 보호 장비가 필수적이나 착용 시 동작이 불편하

고 열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 , 

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Braham, Finch, McIntosh, & McCrory, 2004; 

사실 보호 장비의 착용은 가장 Quinn & Bradley, 2012). 

손쉽고 경제적인 부상 예방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드한 소재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주어 보호 장비 착용에 대한 안전태도가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현재의 실정이다 이에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이 보호 장비의 불편한 요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

거나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 

는 시판 어린이보호대의 디자인 특징Lee and Lee (2016)

을 분석하고 착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는 하드쉘

이 없는 소프트한 제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하(hardshell)

드쉘의 곡률과 크기가 인체와 맞지 않으면 착용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Kim and Kim 

은 여성 경찰 보호복에 부착되는 하드쉘 보호대 제(2015)

작 시 인체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체 치수와 곡률을 그3D 

대로 반영해 설계한 보호대가 인체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도 야구 . Lee, Eom, and Lee (2016)

포수의 다리보호대 디자인을 위해 동작에 따른 하지의 3D 

인체 형상과 피부 길이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모3D 

델링과 프린팅을 활용해 최적의 하드쉘 디자인을 시도한 

바 있다 역시 인체 스캔으로부터 얻. Paquette (1996) 3D 

은 데이터는 의복 뿐 아니라 보호복이나 보호 장비를 디자

인함에 있어서 타겟 대상의 사이즈 범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매우 주요한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는 마스크를 개발하Coblentz, Mollard, and Ignazi (1991)

기 위해 해부학적인 개의 랜드마크를 안면에 세팅한 후37 , 

얼굴 형상에서 개의 호를 추출해 서로 다른 수직레벨에7 , 

서 점으로 수평단면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남1500-2000 . 

성 여성 각각 평균적인 안면의 형상에 대한 데이터를 , 3D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적인 마스크 디자인을 개발하

였다 이밖에도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유사연구로. 3D 

는 인체측정값을 근거로 인체의 형상을 유형화하거나 유형

화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Kim & Nam, 2016; Lee, Kim, Hong, & Lee, 2016; 

이와 같이 보호 장비와 관련된 대Sohn & kweon, 2016). 

부분의 연구들은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품 설계 시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고 있으며 다양한 보호 장

비 중 하드쉘이 부착되는 보호패드는 인체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인간공학적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 장비와 같은 기능성 제품 설계 시 사용  

되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는 소비자 요구도 조사, 

아이디어의 창출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기능성 및 착용 , , 

평가를 통한 최적화 제품 개발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Dammacco, Turco, & Glogar, 2012; Gupta, 2011; 

그 중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Hong & Scheurell, 1997).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개념과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를 연구하

고 이를 조합하여 디자인을 도출한다 그(Gupata, 2011). 

리고 소비자와의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시

켜 나아간다 그런데 반복적인 (Hong & Scheurell, 1997). 

피드백은 경제적인 손실을 수반하므로 프로토타입 설계에 

있어서 인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모델링하는 것3D 

은 인체 적합성을 향상시켜 피드백의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론이다 더불어 차 산업 혁명을 . 4

주도하고 있는 프린팅 또한 의료 항공 자동차 패션 3D , , ,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보다 빠른 시간에 제품을 제작

할 수는 장점이 있어 이를 시제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Kim, 2016; Lee, 2015; Jeong, 2016). 

제는 기술의 도약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 보호 장비

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인체를 보호하는 수많은 보호 장비 중 팔꿈치와 무. 

릎을 보호해야 하는 장비는 인체와의 상호적합성이 월등히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위들은 외전이나 내전 . 

없이 굴곡과 신전만 하는 경첩관절 로 상(ginglymus joint)

대적으로 부상이 많이 발생하며 동작에 따라 피부의 변형

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신축성이 없는 하드. 

한 보호패드가 동작가동성과 착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계 시 여유량 배분이나 절개선 위

치 선정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Choi & 

Hong, 2015; Lee, Eom, & Lee,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무릎보호대의 하드쉘 디자인  

을 위해 인체형상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실시하고 어린3D , 

이의 인체치수와 피부변형을 고려해 동작가동성을 거스르

지 않고 인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하드쉘의 분절형 디

자인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Watkins,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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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에서 파악된 현재 판매되고 (Lee & Lee, 2016)

있는 제품의 문제점이나 불만족을 반영하면서 인체 곡률과 

동작에 따른 피부 길이 변화를 설계 시 초점으로 두었다. 

하드쉘과 폼으로 구성된 다리보호대 부속 중 인체에 대응

하지 않으면 쾌적성에 문제를 유발하는 하드쉘의 프로토타

입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하드쉘의 분절화 디자인에 대한 . 

새로운 시도로 완성품 보호대 설계에 고려해야하는 폼 패

딩의 결합 및 고정 장치 등의 설계 요소는 우선 배제하고 

하드쉘 설계에 집중하였다 또한 디자인 설계 과정에서 . 3D 

프린팅을 활용해 하드쉘 시제품을 제작하고 착용자 평가를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추후 폼과 결합. 

된 다리보호대 완제품 설계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Ⅱ

분절형�하드쉘의� 모델링�및�디자인1.� 3D�

인체 무릎 모델링1) 3D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장구

는 체중을 기준으로 이하25.0 kg , 25.0 50.0 kg, 50.0 ∼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대kg . 25.0 kg 50.0 kg ∼ 

상 보호장구의 체중 중간 값은 으로 차 한국인 37.5 kg 5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에서 제공하는 세 SizeKorea (2004) 9

남아 몸무게는 와 세 남아 ( 32.4 ± 7.2 kg) 10 (35.4 ± 

중 인체측정치가 더욱 근접한 세 남아를 모델링 7.6 kg) 10

대상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용 무릎보호대를 개발하였다 한. 

편 세 남아의 평균 키는 평균 무릎둘, 10 138.0 ±5.7 cm, 

레는 로 나타났다 이에 사이즈코리아 웹사31.1 ±2.6 cm . 

�

Figure� 1.� Amount� of� Gap� Between� Segments� Analysis� Location

이트 의 차원 인체형상 다운로드 서비스(www.sizekorea) 3

에서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키는 몸무게는 132 143 cm, ∼ 

으로 검색한 결과 명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27 43 kg 8 , ∼ 

무릎둘레 평균 치수 에 가장 근접한 인체형상 데31.1 cm

이터를 모델링을 위한 최종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를 프로그램에서 무릎을 GeomagicX (3D systems, USA) 

중심으로 서피스를 생성해 하드쉘의 모델링을 실시하3D 

였다.

분절형 하드쉘 디자인2) 

완성된 하드쉘 모델링 형상 위에서 분절을 디자인하기 3D 

위하여 성인과 어린이의 변형 양상은 거의 유사하다는 전

제 하에 동작에 따른 피부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다 (Bethke, 2005; Choi and Hong, 2015; Lee et 

여러 가지 선행연구 결과를 al., 2016; Lee et al., 2015). 

종합하여 본 연구의 기본 분절 라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 

이를 기초로 하여 분절이 없는 하드쉘 디자인부터 개의 3

분절 개의 분절 개의 분절 개의 분절로 총 종의 , 6 , 9 , 14 5

디자인 변인을 설계하였다. 

프린팅을�활용한�시제품�제작�및�착용� 평가2.�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1) 3D 

모델링 데이터는 로 저장한 후 3D stl Cubicreator 2.5 R3 

프로그램을 통해 모델링 (HVS vision system, Korea) 3D 

데이터를 프린팅에 적합하도록 슬라이스 를 생3D G-code

성하였다 그리고 . Cubicon Style (HVS vision system, 

에서 재료를 이용하여 출력속도 Korea) TPU , 100 mm/s, 

온도 바닥온도 챔버온도 토출봉 온도는 65 , 50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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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력하였다. 

착용평가 2) 

착용평가를 위한 피험자로는 세 평균 치수에 근접한 초10

등학생 명 키 몸무게 무릎둘레1 ( : 141 cm, : 37.2 kg, : 

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심32.1 cm) , 

의위원회로부터 승인 을 받아 진행하(201607-SB-025-01)

였다 평가는 피험자에게 인체에 밀착되는 컴프레션 웨어. 

를 착용시킨 후 프린팅으로 출력된 시제품 내측에 양, 3D 

면접착제를 이용하여 변인별로 착용시켜 실시하였다 먼저 . 

정자세와 무릎을 로 구부리는 동작을 취하도록 하여 90°

사진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정자세와 무릎 굽힘 동작 . 90°

각각에서 하드쉘의 밀착정도를 확인하고 분절 사이에 벌어

지는 양을 줄자로 측정하였다 벌어짐 양에 대한 분석은 . 

과 같이 길이방향으로 벌어지는 Figure 1 , P1, P2, P3, P4, 

와 둘레방향으로 벌어지는 의 위치에서 실시하였P5 P6, P7

다.

전문가 평가3) 

본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및 평가를 

위해 의류학 전공자 박사 명을 대상으로 프린팅으로 7 3D 

출력된 시제품을 착용한 정자세와 무릎 굽힘 동작자90°

(a) 

Sketch of cross section

(b) 

Surface loft

(c)

 Surface offset

(d) 

Hardshell outline sketch

(e) 

Hardshell outline trim

(f) 

Hardshell on the body

Figure� 2.� Hard� Shell� 3D�Modeling� Process

세를 실시한 사진 을 보여주고 전문가 (Table 2, Table 3)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문항은 정자세와 동작자세 모두 . 

동일하게 심미성에 관한 선호도 순위 분절 갯수의 적합, ‘ ’, ‘

성에 관한 순위 종합적 선호도 순위 개의 항목에 대해 ’, ‘ ’ 3

순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의 분석은 순1, 2, 3 . 1

위에 점 순위에는 점 순위에는 점의 가중치 점수를 3 , 2 2 , 3 1

매겨 합산하였다. 

결과�및�논의.�Ⅲ

분절형�하드쉘� 모델링1.� 3D�

선정된 인체데이터의 무릎형상을 기반으로 3D Geomag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design X (3D systems, USA) 

을 실시하였다 무릎보호대 하드쉘의 디자인과 크기는 선. 

행연구 를 참고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Lee & Lee, 2016) . 

시판중인 어린이 무릎보호대 하드쉘의 디자인은 형을 X 

선호하였고 판매중인 제품의 크기는 사로 서피스의 길이, 

는 세로 서피스 길이는 7.1 13.2 cm, 11.4 16.2 cm∼ ∼ 

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하드쉘이 너무 크면 무릎 굽힘 동. 

작 시 무릎의 가로 곡률이 커지기 때문에 인체가 동작하는 

동안 보호대가 인체와 접촉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20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1 4

Table� 1.� Previous� Studies� of� Skin� Length� Analysis� of� the� Lower� Limbs� According� to� Movement

(a)�
Red� Line:

Lines� of�Maximum� Skin�
Tension� from� Langer's�

Line

(b)�
Red� Area:

Maximum� Stretch

(c)�
Red� Area:

Above� 11%� Stretch� Zone

(d)�
Colored� Line:

Purple,� Yellow,� Red� Lines�
Means� above� 30%,� 40%,�

50%� Stretched� Skin�

Bethke (2005) Bethke (2005) Choi & Hong (2015) Lee et al. (2016)

�

모델링에 사용한 세 남아의 무릎뼈의 너비 측정 결과 10

로 나타났고 기존제품의 가로 서피스 평균 길이도 10.1 cm , 

였기 때문에 하드쉘로 무릎뼈를 안전하게 보호하10.0 cm

고 동작 시 불편하지 않도록 본 연구에서는 하드쉘의 가로 

길이는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로 서피스 길이는 10.0 cm . 

길수록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16.0 

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의 연구에서 cm . Lee and Lee (2016)

착용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품의 하드쉘 길

이 역시 였다 하드쉘의 크기를 결정한 후모델링 16.0 cm . 

순서는 와 같이 먼저 무릎중심을 기준으로 위와 Figure 2 , 

아래 각각 씩 횡단면을 추출하였다 이때 횡단면 간8.0 cm . 

격은 로 하였다 다음으로 각 횡단1.5 cm (Figure 2, (a)). 

면 스케치를 포인트로 수정한 후 서피스 로프트 18 

를 이용해 프로파일 은 횡단면 스케(surface loft) (profiles)

치로 가이드 커브 는 앞 중심의 종단면 스케, (guide curve)

치로 하여 서피스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Figure 2, (b)). 

인체와 하드쉘 사이에 폼 이 두께로 들어갈 (foam) 1.0 cm 

것을 전제로 서피스를 외곽으로 오프셋 하였다 1.0 cm 

여기에 앞서 언급하였듯 선행연구에서 선(Figure 2, (c)). 

호도가 높았던 형 하드쉘을 가로X 10.0 cm × 16.0 cm (

세로 의 크기로 외곽라인을 완성하였고 × ) (Figure 2, (d)), 

외곽라인을 따라 서피스를 추출한 후 트림(Figure 2, (e)), 

하여 하드쉘을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마지(Figure 2, (f)). 

막으로 하드쉘의 두께는 로 설정하였다0.5 cm .

분절형�하드쉘�디자인2.�

기능성 의복이나 제품 설계 시 활동성 및 착용감을 향상시

키기 위해 동작 시 피부의 길이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

하는 선행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 연구에서도 동작 시 피부 변화를 중심으로 분절 

위치를 선정하고자 동작에 따른 피부변화를 고찰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았다 는 우주복 디자인을 위해 . Bethke (2005)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인체의 면적 부피 신장 등을 분석, , 

하여 디자인 선에 반영함으로써 동작가동성을 높이고 의도

했던 의복압을 부여하였다 그 중 피부가 최대로 신장하는 . 

선을 확인하기 위해 을 바탕으로 선을 연결하Langer's line

여 최대 피부 신장을 정의하였다 또한 모(Table 1, (a)). 

션 캡처를 이용한 좌표추적을 통해 무릎 굴곡에 따른 차3

원 인체형상을 분석한 결과 의 와 같이 무릎중Table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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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sign� of� Basic� Segment� Locations� (S6)

S0 S3 S6 S9 S14

Figure� 4.� Design� Variable� of� 3D� Segmented� Hard� Shell

앙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길이방향으로 최대로 신장한다고 

하였다 은 기능성 스포츠웨어에 . Choi and Hong (2015)

피부 길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도록 무릎 3D 

굴곡 동작에 따른 체표 길이를 인체 데이터를 이용해 3D 

측정하였다 의 와 같이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 Table 1 (c)

가장 크게 피부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내측보다 외측에, 

서 피부 면적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Lee et al. (2016)

은 무릎보호대 디자인에 적합한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 피

부길이를 분석 하여 맵핑하였다 그 결과 무릎뼈를 중심으. 

로 길이방향의 신장이 둘레방향의 신장보다 두드러짐을 확

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무릎 굴. 

곡 시 피부가 신장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과 같이 Figure 3

기본 분절 위치를 디자인하였다 이 디자인 선은 동작 (S6). 

시 피부가 가로와 세로로 늘어나는 위치에 있어 인체와 대

응하여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를 기준 으. (S6)

로 최적의 분절 수를 탐색하기 위해 이를 가감하여 S0,

로 디자인변인을 설계하였다 S3, S6, S9, S14 (Figure 4). 

분절형�하드쉘의� 프린팅�및�평가3.�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시제품은 와 같다 출력에 3D Table 2 . 

사용한 재료는 유연하여 프린팅 출력 시 주변의 TPU 3D 

환경온도에 영향을 받게되면 변형이 일어나나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분절로 나누어진 시제품을 컴프레션 의복에 부착

한 결과 모든 시제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체의 무릎의 

형태에 적합한 형상으로 착용되어졌다 에서 보듯. Table 2

이 분절만 다르게 설계되었을 뿐 기본 서피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자세 시에 인체와 밀착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다만 분절이 많아질수록 분절 간 결합위. , , 

치에서 약간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은 각각의 시제품을 착용 한 후 피험자가 무릎을   Table 3

구부린 상태에서 인체 착용 모습을 나타내었으며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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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3D-Printed� Prototypes

Item S0 S3 S6 S9 S14

Image

는 이때의 분절 간 벌어짐 양을 나타내었다 먼저 Table 4 . 

의 착용 모습으로 인체와 분절 간의 밀착도를 살펴Table 3

보면 분절이 없는 은 정자세에서는 인체에 적합하게 밀S0

착되어 있었으나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무릎중앙 부위에만 

부착되어 있어 인체적합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도 분절 수가 많지 않아 정자세 착용 모습은 비교적 안S3

정적으로 보였으나 무릎 굽힘 시에는 무릎의 위쪽 중앙, , , 

아래쪽 모두 인체에서 들떠 밀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는 . S6

무릎 중앙의 분절만 약간 들떴을 뿐 위와 아래 모든 분절, 

들이 대체로 인체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와 도 전반, S9 S14

적으로 모든 분절이 인체에 밀착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 

절개선이 없거나 너무 적은 과 은 무릎 구부리는 동S0 S3

작 시 불편함이 초래됨을 확인하였다 에서 분절. Table 4

간 벌어짐 양을 살펴보면 분절선이 가장 적은 은 에, S3 P2

서 벌어졌으며 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2.0 cm , P3 1.5 cm . 

는 분절선 위에 이 아래에는 분S6, 9, 14 S3 P2 P1 , P3 P4 

절선이 추가되었다 와 는 위에 분절선 가 또 . S9 S14 P4 P5

추가된 디자인이다 의 벌어짐 양은 과 에서 각각 . S6 P1 P2

는 는 0.8 cm, 1.2 cm, S9 0.6 cm, 1.0 cm, S14 0.4 cm, 

로 측정되어 그 양을 합하면 로 1.3 cm , 1.6 2.0 cm S3∼ 

의 와 유사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무릎아래 벌어짐 2.0 cm . 

결과를 살펴보면 는 와 위치에서 , S6 P3 P4 1.2 cm, 1.1 cm

로 는 위치에서 이,  S9 P3, 4, 5 0.4 cm, 0.7 cm, 1.1 cm

었으며 는 로 나타났다 즉, S14 0.9 cm, 0.7 cm, 1.4 cm . , 

무릎 아래에서는 가 는 로 가 보S3 1.5 cm, S6 2.3 cm S6 S3

다 더 많이 벌어졌다 한편 무릎중앙 분절에 가로 절개로 . 

나누어진 와 는 에서 각각 벌어S9 S14 P5 1.1 cm, 1.4 cm 

졌고 와 를 더한 값은 로 의 해당, P3 P4 1.1 cm, 1.6 cm , S6

위치에서 벌어진 양이 에서 절반가량 벌어지고 나머지P5 , 

분량은 와 로 분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길이 방향P3 P4 . 

의 분절의 벌어짐 총량을 살펴보면 벌어져 , 3.5 4.8 cm ∼ 

해당 구간의 무릎의 길이방향의 피부 길이 변화는 그 정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벌어지는 양은 분절선의 . 

수와 관계없이 유사하기 때문에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분절선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 

면 둘레 방향으로 벌어지는 과 의 벌어진 양을 살펴P6 P7

보면 좌우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두 값을 합하면 , 2.0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2.4 cm . ∼ 

면 분절의 수가 많을수록 정자세 시 분절 간에 벌어지는 , 

공간이 많이 발생하여 착용 외관 모습이 좋지 않았다 그. 

러나 동작 시 인체 밀착도는 분절수가 역치를 지나면 인체

에 밀착하는 정도가 비슷해지면서 인체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절의 수에 따른 벌어짐 양은 . 

총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전문가 평가 결과는 와 같이 나타났  , Table 5

다 정자세와 동작 자세 모두 심미성 분절 개수의 적합. ‘ ’, ‘

성 종합적 선호도 의 문항에서 이 가장 높은 점수를 ’, ‘ ’ S6

받았다 정자세에 대하여는 을 중심으로 과 가 유사. S6 S3 S9

한 점수대를 형성하였으며 분절이 없는 의 점수가 분절, S0

이 가장 많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렇S14 . 

지만 동작 자세에서는 분절 개수가 많은 가 분절이 S9, S14

적은 보다 선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절S0, S3 . 

이 없거나 개수가 적은 시제품들이 인체에서 들떠있어 인

체보호에 부적합해 보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선호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정자세 시 외관 모습이 좋으며 동작 시 인체 밀, 

착도가 효율적인 를 가장 적절한 하드쉘 디자인으로 설S6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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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ages� with� the� Prototype�Worn

Item Front� view Top� view Lateral� view� Medial� view�

S0

 

S3

S6

S9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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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mount� of� Gap� Between� Segments� Based� on� Design� Variabl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 cm)

Item Amount� of� Gap Lengthwise Crosswise

S0 - - - - - -

S3

P2 P3 P2+P3 P6 P7 P6+P7

2.0 1.5 3.5 1.2 1.1 2.3

S6

P1+P2 P3+P4
P1+P2

+P3+P4
P6 P7 P6+P7

2.0 2.3 4.3 1.0 1.2 2.2

S9

P1+P2 P3+P4+P5
P1+P2

+P3+P4+P5
P6 P7 P6+P7

1.6 2.2 3.8 1.0 1.0 2.0

S14

P1+P2 P3+P4+P5
P1+P2

+P3+P4+P5
P6 P7 P6+P7

1.8 3.0 4.8 0.9 1.5 2.4

Table� 5.� Preference� Evaluation� of� Expert� Group� for� Design� Selection

S0 S3 S6 S9 S14

Stable posture

Aesthetic 4 10 18 9 1

Number of segments 0 11 20 11 0

Overall preference 3 11 19 8 1

Motion 

posture

Aesthetic 0 0 18 16 8

Number of segments 0 2 18 15 7

Overall preference 0 3 19 15 5



이효정� 이예진� 차원�프린팅을�이용한�어린이용�무릎보호대의�분절형�하드쉘�설계·� /� 3 � � � � � � 125

결론.�Ⅳ

본 연구는 인체적합성이 높은 어린이용 무릎보호대를 개발

하기 위해 분절형 하드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 

인체형상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링으로 하드쉘 디3D 3D 

자인을 완성하였으며 동작에 따른 피부변화를 고찰해 분, 

절 라인 디자인을 설정하였다 총 종의 분절형 하드쉘을 . 5

디자인 한 후 프린팅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밀착도와 , 3D 

분절 간 벌어짐 양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하드쉘이 착용되는 무릎관절의 정자세와 동작 시 밀  1. 

착도를 높여 인체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 표준치수 10

남아의 무릎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피스를 모델링하였3D 

다 이때 하드쉘의 치수 및 디자인 설정은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가로 세로 로 하였으며 형 하10.0 cm, 16.0 cm X

드쉘의 외곽선을 디자인해 서피스를 완성하였다. 

하드쉘의 분절 라인은 무릎 굽힘 동작 시 무릎 주변  2. 

의 피부변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여 설정하였다 기. 

본 디자인은 개의 분절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가감하여 6 , 

분절 수를 개 개 개 개 개로 디자인 변인을 설계0 , 3 , 6 , 9 , 14

하였다 동작 시 피부길이가 늘어나는 위치에 디자인 라인. 

을 설정하면 벌어짐으로 인하여 인체 대응에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소재로 프린팅을 실시해 시제품을 제작한   3. TPU 3D 

후 착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분절의 수와 관계없이 분절 , 

간 벌어짐 양은 동작에 따른 피부 길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무릎 부위의 길이방향의 피부 신장은 . , 

약 둘레방향의 피부 신장은 약 임을 짐작4.0 cm, 2.0 cm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절의 수가 적을수록 동작 시 인체. 

와의 밀착도는 낮은 반면 정자세 착용 모습은 안정적이었, 

다 그러나 분절수가 많을수록 정자세 시 분절 사이가 약. 

간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외관이 좋지 않았다 인체 밀착. 

도는 분절의 수가 역치 이상이면 유사하게 높아졌다 즉 . 

절개선의 수는 너무 적거나 많으면 동작 시 밀착도가 떨어

지거나 정자세 시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 . 

연구에서는 기본 분절 디자인으로 설정했던 이 밀착도와 S6

착용 외관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자세와 동. 

작 시 모두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정자세에서 모델링 한 

후 피부길이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분절의 수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린이용 보호대의 단단한 하드쉘의 착  

용감과 인체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론적 토대를 기반

으로 최신 기술인 데이터 모델링 프린팅 등 3D , 3D , 3D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 제작 및 평가를 실시한 연구로

서 과학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 

법론의 활용과 인간공학적인 관점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계법의 접근은 여러 기능성 의류와 제품 설계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어린이. 

용 무릎보호대의 제품 설계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타 소재와의 구. 

조적인 결합에 관련된 고찰을 배제하고 하드쉘의 프로토타

입 개발에 집중한 연구로 제한된 동작에 대한 평가만 이루

어진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으로 스트레치 직물과의 조합 , 

및 폼 패딩과 결합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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