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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lifting and carrying of babies constitutes a serious physical burden, 

leading to issues such as muscle fatigue and pain in child-care worker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pressure and subjective comfort 

of baby carriers that ar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ermine the most comfortable and least burdensome 

type of baby carrier. This was done by analyzing muscle activity and pressure 

when subjects carried babies using three types of baby carriers. The types of 

baby carriers evaluated included a ‘baby carrier of thin shoulder straps 

without back support band (X-type)’, a ‘baby carrier with a back-support band 

and without a hip sheet (H-type)’, and a ‘baby carrier with back support band 

and hip support (H-hip type). The subjective comfort of subjects wearing each 

type of baby carrier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to the objectively 

measured data. As a result, the X-type baby carrier showed the heaviest 

pressure on the shoulders and the subjective comfort was found to not be 

good. On the waist region, the H-type and H-hip type baby carriers showed 

significantly less muscle activation than the X-type baby carrier. However, 

subjects showed a stronger preference for the X-type baby carrier on the 

waist region, despite greater muscle activation. This appears to be because 

although the back-support band disperses the weight and thus improves 

physiological comfort; the wearers feel cramped and thus, lower their 

psychological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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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대부분의 부모들이 육아기간동안 아기를 업거나 안아 키우

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아기 띠가 개발되고 있으며 아, 

기 띠를 착용하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아기 업기 뿐 . 

아니라 가방 등짐 물건 들기 및 옮기기 등 지속적인 외부, , 

의 하중 부하는 인체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허

리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Wall- 

Scheffler, Geiger, & Steudel Numbers, 2007; Whittfield,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자Legg, & Hedderley, 2001), 

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방을 메는 습관. 

에 따라 부위별 근피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 더 심각하게는 척추 이상까지 보, 

일 수 있다고 지적되면서(Grimmer, Williams, & Gill, 

1999; Negrini & Carabalona, 2002;  Pascoe, Pascoe, 

무거운 가방이나 등짐을 메Wang, Shim, & Kim, 1997), 

는 방법이나 이때의 자세변화 근활성도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져왔다(Birrell & Haslam, 2010; Kong & 

또한 근로자들의 작업부하에 의한 근골격계 Yoon, 2012). 

질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자세 보조도구 매트 신, ( , 

발 등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da Costa & 

Vieira, 2008; Min et al., 2015). 

한편 육아기간 중 양육자는 최소 개월 이상의 기간 동  6

안 약 에 해당하는 아기를 지속적으로 안아 키우기 3~8 kg

때문에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 . 

활동 시 근활성도 값이 어느 정도로 큰지 혹은 이러한 부

하가 근골격계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anders & Morse, 

아기를 업고 보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2005).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양육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아기 띠가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아기 업기 등과 같은 자, 

Table� 1.� Seventh� Size� Korea� 20s� to� 30s� Femal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nd� Research� Subject� Body� Characteristics

Females� in�
20s 30s–

Mean (SD)

Weight
(kg)

Chest� Circumference�
(cm)

Bust� Circumference�
(cm)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Size Korea 57.3 (±9.5) 86.4 (±6.2) 86.6 (±7.8) 75.3 (±8.7) 93.6 (±6.2)

Subject size 54.5 (±4.8) 86.6 (±3.7) 85.4 (±4.8) 71.0 (±4.4) 96.1( ±3.5)

세는 양육자의 근골격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Wall‐
Scheffler et al., 최근에는 아기 띠와 슬링과 같이  2007). 

전혀 다른 형태의 아기 띠가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Yuk 

이나 아기 띠의 착용방법 팔의 보조 유무에 et al., 2010) , 

따른 근활성도의 영향과 신체정렬 상태에 관한 연구

(Chang, Lee, Lee, Kim, & Kim, 2010; Kim & Yun,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기 띠를 앞2013) . 

으로 착용하거나 뒤로 착용할 때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거나 

착용형태가 전혀 다른 아기 띠를 사용할 때의 자세변화나 

근활성도 값을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현재 가장 많, 

이 판매되고 있는 아기 띠의 종류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주관적인 착용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 

아기를 쉽고 편안하게 안을 수 있도록 힙시트가 부착된 아

기 띠가 개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  

는 아기 띠를 대상으로 아기 띠 형태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하되는 압력과 근활성도를 측정하고 이를 주관적 착용쾌

적감과 비교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편안하고 인체에 부하를 

적게 주는 아기 띠 형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 

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기 띠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어깨끈의 폼 두께나 소재 등 모든 변인을 차단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연구방법.�Ⅱ

연구대상자�및�아기�띠� 종류1.�

연구대상자는 현재 아이를 기르고 있는 대 성인여성20~30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목 허리 다리에 수술치료 경력이 , , , 

있거나 계통적 질환자 골절 염좌 좌상을 동반한 통증이 , , , 

있는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신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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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제 차 사이즈코리아의Table 1 , 7

대 한국인 평균 데이터 에 근거하20~30 (Size Korea, 2017)

여 선정하였다.

아기 띠는 년 국내외에서 판매순위가 위내에 해  2016 10

당하는 상용화된 제품 중 형태가 다른 가지 종류를 선택3

하였다("Naver shopping ranking", 2017; "Top 10 best 

국내외에서 판매순위 위내에 해당하는 selling", 2017). 10

아기 띠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어깨끈이 자 형태이며 , X

허리지지대가 없는 것이 종 어깨끈은 자 형태이며 힙2 , H

시트가 없는 형태가 종 어깨끈은 자 형태이며 힙시트5 , H

가 있는 형태 종이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어깨끈이 자 3 . X

형태이며 허리지지대가 없는 것이 종 어깨끈은 자 형3 , H

태이며 힙시트가 없는 형태가 종 어깨끈은 자 형태이5 , H

며 힙시트가 있는 형태가 종 슬링이 종이었다 이중 슬1 , 1 . 

링의 형태와 착용방법은 다른 아기 띠와 확연히 달랐기 때

문에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 형태 힙, X , 

시트가 없는 자 형태 힙시트가 있는 자 형태를 선정하H , H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판매되고 있는 형태별 아기 띠를 . 

살펴보면 자 형태 아기 띠는 모두 폼이 없는 어깨끈이 , X

Figure� 1.� The� Three� Baby� Carriers� used� in� the� Experiment

사용되었으며 자 형태는 모두 폼이 있는 어깨끈이 사용, H

되었다 자 형태 아기 띠는 브랜드별로 아기를 감싸는 부. H

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된 소재와 패턴에 의한 오차를 줄

이기 위해 힙시트가 있는 아기 띠와 같은 브랜드로 힙시트

가 연결된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패턴이 가장 유사한 

아기 띠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자 형태의 아기 띠는 자 . X H

형태의 아기 띠와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이나 패턴이 유사

한 제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사된 아기 띠 중 판매,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기 띠는 에 제시하였다 첫   Figure 1 . 

번째 아기 띠 는 힙시트와 허리지지대가 없으며(X-type) , 

어깨끈이 폼 없이 얇은 자 형태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X . 

아기 띠 는 허리지지대가 있으며 힙시트가 없는 (H-type) , 

형태로 폼이 있는 어깨끈을 자 형태로 메는 구조이다 세 H . 

번째 아기 띠 는 아기 띠와 전체적 (H-hip type) H-type 

형태는 유사하나 힙시트가 있는 구조이다 실험에 사용된 . 

아기마네킹은 개월 된 남녀아기의 평균 키 와 평6 (66 cm)

균무게 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7.6 kg) (WHO,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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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측정� 장비�및�측정� 방법2.�

본 연구에서는 약 아기마네킹을 안고 실험을 진행7.6 kg 

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름형 압력센서 

을 사용하였으402 FSR(Force Sensing Resistor, Interlink)

며 측정에 사용된 개의 센서 모두 구간, 8 150~500 gf/㎠ 

내에서 선형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Figure 

또한 필름형 압력센서의 경우 수직방향으로 측정되는 2).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측정면과 센서에 가해지는 힘의 방

향이 수직이 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 일차적으로 마네킹에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압력을 측정하였다 측정위치. 

는 아기 띠가 밀착되는 부분인 어깨 오른쪽과 왼쪽부분, 

견갑부위 복부부분이었으며 아기 띠별 정확한 측정위치는 , , 

측정된 압력 값 중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을 선정하였다.

Table� 2.� Calibration� Results� of� Eight� Pressure� Sensors

Sensor� 1 Sensor� 2 Sensor� 3 Sensor� 4 Sensor� 5 Sensor� 6 Sensor� 7 Sensor� 8 Mean (SD)

R2 0.981 0.967 0.985 0.956 0.993 0.982 0.975 0.971 0.98 (±0.01)

Figure� 2.� Calibration� of� Pressure� Sensor� (Region of linear response: 150 500 gf/ ,  ㎠ R2 = 0.98)

근전도 측정�장비� 및�3.� (EMG;� electromyogram)�

측정�방법� � �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에서 걷기를 하는 동안의 근활성도

를 분석하여 아기 띠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근전도 측정장비는 . Wireless surface EMG System 

채널을 사용(TeleMyo 2400T G2, Noraxon Inc., USA) 8

하였으며 전극은 , Disposable Ag/AgCl surface 4.31 cm 

diameter, 2.06 cm2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ensor area) . 

전극 부착위치는 총 점으로 목 신전근EMG 8 (neck 

상부 승모근 흉부쪽 척추기립extensors), (upper trapezius), 

근 요부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of thoracic region), 

대퇴직근(erector spine of lumber region), (rectus 

대퇴이두근 전경골근femoris), (biceps femoris), (tibialis a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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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lectromyogram�Measurement� Points�

비복근 을 선정하였으며 실험자의 (gastrocemius) (Figure 3), 

우세손인 오른쪽에 전극을 부착하였다(Jeffrey, Glenn, & 

Jonathan, 1998).

측정을 위해 분간 트레드밀에서 걷기를   EMG signals 30

하였으며 마지막 분 동안의 근전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 10

처음과 끝 초씩을 제외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근전도10 . 

의 신호는 의 의 신호획득률로 수집1,000Hz sampling rate

한 후 로 처리하였다 자료정리는 Full-wave rectification . 

MyoResearch XP Master Edition 1.04 software 

를 이용하여 (Noraxon, Scottsdale, AZ, USA) 20~500Hz

에서 을 한 후 방식band-pass filtering hamming window 

으로 신호를 처리하였다 또한 . RMS(root mean square)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하였다smoothing .

주관적�착용감�평가4.�

아기 띠 종류에 따른 주관적 착용감은 트레드밀에서 분30

간 걷기를 끝낸 후 직접 작성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항온, 

항습실 에서 진행되었다 주(20±1 °C and 65±5 %RH) . 

관적 착용감은 어깨 가슴 허리부분에 대한 착용쾌적감과 , , 

전체적인 쾌적감을 로 측정하였다11-point Likert scale (0 

points: strongly discomfort, 10 points: strongly 

comfort).

측정데이터�분석�5.�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SPSS 21.0 Statistics

하였으며 아기 띠 종류에 따른 부위별 압력 근활성도 주, , , 

관적 착용쾌적감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Analysis of variance) Bonferroni’s 

였다.

연구결과�및� 고찰.�Ⅲ

압력측정위치�선정1.�

인체는 볼록과 오목이 여러 방향에서 연결된 복곡면 형태

로 이러한 복곡면인 부분에서 압력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

정면과 센서 사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수직이 되지 않

아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체의 골. 

격 형태 체지방량 근육량 등에 따라 최적의 측정부위가 , , 

달라질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아기 띠 역시 인체에 수. 

직으로 밀착되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체의 

물리적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측정위치의 선정이 요구되

었다 따라서 마네킹을 대상으로 아기 띠 종류별 압력을 . 

미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압력값을 에서 보는 바, Figure 4

와 같이 맵핑하였다 맵핑 결과 아기 띠 형태에 따라 어깨. 

부분 견갑골 부분 복부부분에서 압력이 다르게 나타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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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asurement� Locations� Set� by�Mapping� the� Pressure� Values� according� to� Baby� Carrier� Type

며 이 중 일관성 있게 높은 값이 나오는 부분을 압력 측, 

정위치로 선정하였다 의 위치 어깨부분은 아기 (Figure 4 ). □

띠가 닿는 가장 윗부분 중 외측과 내측 점으로 선정하였2

으며 견갑골 부분은 견갑하부위에서 아기 띠가 인체와 닿, 

는 내측 척추 중심쪽 부분으로 선정하였다 복부부분은 양( ) . 

쪽 골반뼈 바로 옆 내측 을 압력 측정위치로 선정하였다( ) . 

실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압력을 측정할 경우 개인마다   

골격 형태 체지방량 근육량 등이 달라 미리 선정한 위치, , 

에서 압력값이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선정. 

한 측정위치에 뼈가 돌출되거나 근육의 곡률이 커서 수직

으로 압력이 측정되지 않을 경우 선정한 영역 주변에서 수

직의 압력값이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압력을 측정하였다.

아기�띠�종류에�따른�압력분포2.�

아기 띠 종류에 따른 부위별 압력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어깨 외측부분 오른ANOVA , (

쪽과 왼쪽 과 견갑아래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어깨 부(Table 3). Bonferroni’s (Figure 5) 

분에서는 아기 띠가 다른 형태 과 X-type (H-type H-hip 

의 아기 띠에 비해 압력값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type)

(p 반면 견갑아래부분 오른쪽과 왼쪽 에서는 <0.05). ( )

아기 띠가 다른 형태의 아기 띠에 비해 압력값이 X-type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p=0.000).

아기 띠는 허리지지대가 없는 아기 띠로 착용   X-type 

시 무게의 대부분을 어깨 끈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허리지지대가 있는 과 보다 어깨 H-type H-hip type

부분에서 높은 압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 

과 은 어깨 끈 두께가 로 쿠션H-type H-hip type 2.0 cm

이 있는 반면 의 아기 띠는 로 쿠션이 없고 X-type 0.2 cm

얇기 때문에 어깨부분의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 

과 이 두꺼운 어깨끈임에도 견갑부분에H-type H-hip type

서는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서 보는바와 . Figure 6

같이 과 은 일자형 어깨 끈 두 개를 등 H-type H-hip type

가운데에서 버클로 고정시키면서 어깨끈 외측은 들뜨게 되

고 어깨 끈 내측으로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얇지만 인체

에 밀착되어 무게가 분산된 보다 견갑부분의 압력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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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Pressure� depending� on� the� Baby� Carriers

Body� Locations� of� Measuring�
Pressur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Internal shoulder
Right 1731.9 2 865.9 0.272 0.767

Left 20308.4 2 10154.2 3.097 0.073

External shoulder
Right 58871.0 2 29435.5 5.567 0.013*

Left 60451.8 2 30225.9 4.919 0.020*

Subscapular
Right 101318.6 2 50659.3 29.167 0.000***

Left 14898.2 2 7449.1 3.881 0.041*

Abdomen
Right 9215.5 2 4607.7 1.847 0.194

Left 8333.3 2 4166.6 1.098 0.360

*p<0.05, ***p=0.000

Figure� 5.� Bonferroni’s� Post-hoc� Test� of� the� Differences� in� Pressure� depending� on� the� Baby� Carrier� Type�
on� the� Shoulder� and� Subscapular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밀착을 통한 무게. 

분산 효과는 방탄복을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Lee, Kim, 

와 유사함을 보이는데 무게가 무거운 Hong, & Lee, 2013) , 

방탄복에서도 무게 분산을 위해 인체에 밀착되는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게가 이상으로 . 6kg 

무거울 경우 어깨끈의 너비와 두께가 얇은 가방이 두꺼운 

가방에 비해 대사량과 피부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착용, 

감과 활동용이성 등이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Park, Lee, & 

Na, 도 있다 따라서 인체에 밀착되는 정도 뿐 아2010) . 니

라 어깨끈의 두께도 압력 값과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기�띠� 종류에� 따른�근활성도3.�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트레드밀에서 로 분간 5 /h 30㎞

걸은 후 후반부 분간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아기 띠 종10 . 

류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에서 보는바와 Table 4

같이 흉부쪽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of thoracic region)

과 요부 척추기립근 에서 (erector spine of lumber region)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사후분<0.01). Bonferr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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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hapes� of� the� Shoulder� Straps� on� the� H-type� and� H-hip� type� Baby� Carriers� with� Padding,�
and� the� X-type�without� Padding

Table� 4.� Differences� in�Muscle� Activity� depending� on� the� Baby� Carriers

Muscles� of� Measuring� EMG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Neck extensors m. 34.409 2 17.204 2.144 0.150

Trapezius p. descendenz m. 99.601 2 49.800 1.936 0.173

Erector spine m. (thoracic region) 36.506 2 18.253 7.081 0.004**

Erector spine m. (lumber region) 43.219 2 21.609 11.777 0.001**

Rectus femoris m. 424.088 2 212.044 0.172 0.843

Biceps femoris m. 605.315 2 302.657 0.823 0.455

Tibialis anterior m. 2314.849 2 1157.424 2.174 0.143

Gastrocemius medial m. 4628.513 2 2314.256 0.527 0.599

**p<0.01

석 결과 두 근육에서 모두 아기 띠가 (Figure 7) X-type 

아기 띠에 비해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H-hip type 

수 있었다 즉 허리지지대가 없는 아기 띠를 착용. , X-type 

할 경우 무게가 어깨 한 부분으로 집중되면서 어깨 뿐 아

니라 허리부분에도 근육 피로도가 쌓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인간공학적인 아기 띠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이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주

는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기�띠� 종류에� 따른�주관적�착용감4.�

아기 띠 종류에 따른 부위별 주관적 착용감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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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onferroni’s� Post-hoc� Test� of� the� Differences� in� Muscle� Activities� depending� on� the� Baby� Carrier� Type

Table� 5.� Differences� in� Subjective� Comfort� depending� on� the� Baby� Carriers

Body� Parts� of� Evaluating� Subjective�
Comfort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Shoulder 22.87 2 11.43 8.188 0.003**

Chest 8.60 2 4.30 5.026 0.018

Waist 15.00 2 7.50 3.785 0.042*

Overall comfort 12.07 2 6.03 4.951 0.019*

*p<0.05, **p<0.01

어깨부분과 허리부분 전체적 착용감에서 유의(Table 5), , 

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Bonferroni’s (Figure 

아기 띠를 착용했을 경우 어깨부분 점 과 8), H-type (6.3 )

전체적 쾌적감 점 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으며(6.1 ) , X-type 

아기 띠 착용시 어깨부분 점 과 전체적 쾌적감 점(4.2 ) (4.6 )

에서 가장 불편하게 평가되었다 반면 허리부분에서는 . , 

아기 띠가 점으로 비교적 좋게 평가되었으며X-type 5.2 , 

아기 띠가 점으로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H-hip type 3.7 . 

이러한 결과는 근활성도 측정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허리지지대가 있는 의 경우에는 무게가 분산되H-hip type

어 어깨부분의 착용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지만 두꺼운 

허리띠가 허리를 압박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허리지지대가 없는 아기 띠의 경우 . X-type 

무게가 어깨에 집중되어 어깨부분의 착용감은 가장 부정적

으로 나타났지만 허리부분에서는 조이거나 압박감이 없어 ,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및�제언.�Ⅳ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기 띠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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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onferroni’s� Post-hoc� Test� of� the� Differences� in� Subjective� Comfort� depending� on� the� Baby�Carrier

그 형태에 따른 착용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평

가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간공학적 , 

아기 띠를 설계하데 기초적인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아기 띠는 허리지지대가 없고 X-type 

어깨끈이 얇은 형태로 인체에 밀착되기는 하지만 아기의 

무게가 어깨에 집중되는 형태였다 또한 허리지지대가 있. 

기 때문에 아기의 무게분산에는 효과적인 과 H-type

아기 띠는 어깨끈이 두꺼울 뿐 아니라 일자형 H-hip type 

어깨 끈 두 개를 등 가운데에서 버클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견갑부분이 밀착되지 않는 형태였다 결과적으로 . X-type 

아기 띠는 어깨부분에 무게가 집중되어 압력값이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착용감 평가에서도 어깨부분의 착, 

용감이 불쾌하게 나타났다 허리부분에서의 근전도. (EMG) 

측정 결과는 허리 지지대가 없는 아기 띠 착용시 X-type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반대로 주관적 착용감에서는 ,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착용자가 느끼. 

는 주관적 감각과 실제 인체에 가해지는 생리적 감각의 차

이로 생각된다 즉 허리지지대가 있는 경우 착용자는 답답. , 

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관적 착용감은 좋지 않게 나타나지

만 실제 근전도 측정 결과 무게분산이 잘 이루어지기 때, 

문에 근활성도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견갑. 

아래 부분에서도 인체에 밀착되어 무게분산이 이루어진 

아기 띠의 압력이 다른 형태의 아기 띠에 비해 낮X-type 

게 나타났으나 주관적 착용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아기띠는 무게분산이 잘

되며 인체에 밀착되는 형태가 좋으나 넓은 면적이 인체를 , 

감싸는 형태는 착용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접촉면적을 줄

이는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기의 무. , 

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어깨끈이 인체에 밀착되어야 한

다 현재 판매중인 일자형 혹은 차원적인 완만한 곡을 갖. 2

는 어깨끈이 아니라 견갑부분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들뜸 없이 밀착되는 차원 곡면을 갖는 어깨끈을 개발하는 3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방에 대한 선행연구. 

(Park et al., 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무게가 무거2010)

울수록 어깨끈은 얇은 것 보다는 두꺼운 것이 기능성 및 

착용감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게가 집중. 

되는 어깨부분에는 쿠션을 두껍게 하여 위에서 누르는 압

력을 완화시켜주고 그 외 부분은 쿠션 두께를 얇게 하여 

부위별로 차별화된 쿠션두께를 갖게 하는 것도 착용쾌적감

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 평균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  20~30

로 남성이나 평균 외의 신체특성을 갖는 여성들에게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 

현재 판매되는 아기 띠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어깨 , 

끈의 두께나 소재 폼의 특성 패턴형태 등을 동일하게 제, , 

어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아기 띠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더 다양한 형태의 아기 띠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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