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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3D printing technology to design and fabricate a fall impact protection pad with a spacer

fabric structure. The design of the pads consists of hexagonal three-dimensional units connected in a honey-

comb shape; in addition, the unit consists of a surface layer and a spacer layer. Protect pads were designed

as either a hexagonal type or diamond type according to the surface layer structure; subsequently, a spacer

filament was also designed as the most basic I-shape type. Designed pads were printed using four types of

flexible filaments to select suitable material for a fall impact protection pad. Impact protection performance

and bending stiffness were evaluated for the eight type of pad outputs. As a result of the impact protection

performance evaluation, when the force of 6,500N was applied, the force passed through the pad was in the

range of 1,370-2,132N. FlexSolid
®
 and Skinflex

TM
 showed good protection performance and cubicon flexi-

ble filament showed the lowest protection. NinjaFlex
®
 was found to be the most flexible in the bending stiff-

ness evaluation.

Key words: 3D printing technology, Fall impact protection pad, Spacer fabric, Impact protection perform-

ance, Bending stiffness; 3D 프린팅 기술, 낙상충격 보호패드, 스페이서 패브릭, 충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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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관절 골절

의 발생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관절 골절 발생

환자는 1990년 170만 명에서 2050년 630만 명으로 급격

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hoi et al., 2016). 우리나

라 노인의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매년 약 10%씩 증가

하는 추세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Moon,

2015). 고관절(hip joint)이란 해부학적으로 골반(pelvis)

과 넙다리뼈(femur)가 이어지는 관절을 지칭하며, 고관

절 골절(hip fracture)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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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에서 이환율이 높다(Choi, 2012). 주로 골다공

증이 심한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골절이 일

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낙상이다. 노인들에게서 낙상

이 잘 일어나는 이유는 균형감각의 저하, 시력의 약화, 어

지러움증, 근력의 약화와 반사신경의 둔화 등으로, 노인

들의 대부분이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서 그 결과 뼈의 전

체 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

생할 수 있다(Cho, 2015).

낙상충격 보호팬츠는 낙상으로 인한 엉덩이와 고관절

부위의 충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이다. 하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착탈의가 용

이하지 않으며, 심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노인

들의 낙상충격 보호팬츠 착용은 미비한 수준이다(O'Ha-

lloran et al., 2005). 낙상충격 보호팬츠에서 요구되는 충

격보호성능과 인체적합성, 심미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충격보호패드의 형태 및 소재의 특성이

중요하다. 소재면에서는 유연하고 가벼우면서도 충격

을 잘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형태면에서는 인체의 다

양한 곡면에 잘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적층형 3D 프린팅 기술은 액체 ·파우더 형태의 폴리

머, 금속 등의 재료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금형 가

공에 비해 제작시간과 비용의 절감, 과정의 효율성 등에

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체구조와 형상을 정

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3D 프린팅 방식은 FDM(Fused Deposition Mo-

deling), DLP(Digital Light Processing), SLA(Stereo Lith-

ography Apparatus),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Poly

Jet(Photopolymer Jetting Technology), PBP(Powder Bed

& Inkjet head 3D Printer), LOM(Laminated Object Manu-

facturing) 등이 있으며(Whi, 2014), 활용 가능한 재료는

종류에 따라 폴리머, 금속, 세라믹 및 복합소재, 재료형

태에 따라 분말, 와이어, 판재 및 액상소재 등으로 다양

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낙상충격 보호패드에 주로 사용

되었던 폼소재와 달리 새롭게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패드를 개발함으로써 의복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

인하고자 한다. 패드의 구조설계는 활동성과 착용감이

좋은 조각형 패드구조에 완충성이 좋은 스페이서 패브

릭의 구조를 응용하여 결합한 것으로, 기존의 스페이서

패브릭 구조를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충

격보호용 패드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3D

프린팅용 필라멘트 종류에 따른 충격보호성능 및 유연

성 평가를 통해 낙상충격 보호패드로서의 활용 가능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스페이서 패브릭의 형태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완충성이 뛰어난 스페이서 패브릭의

구조에 기반하여 낙상충격 보호패드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스페이서 패브릭 관련 문헌자료(Du et al., 2017; Li

et al., 2009; Liu et al., 2014; Sheikhzadeh et al., 2010;

Wang & Hu, 2015)에 나타난 스페이서 패브릭의 형태를

표면층과 스페이서층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스페이

서 패브릭의 표면층은 메쉬의 형태에 따라 다이아몬드

형, 육각형, 헤링본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스페이서층

은 필라멘트의 배열에 따라 I형, V형, X형, I+X형, 이중

나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Table 1). 스페이서 패브릭의

형태를 바탕으로 충격보호패드 기본 구조설계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전체 두께, 각층의 두

께, 표면층 리피트의 크기와 형태,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직경과 형태,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각도, 밀도 등이다.

2. 3D 프린터 선정을 위한 예비실험

예비실험은 충격보호패드 출력에 적합한 3D 프린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유연한 소재로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팅 방식과 소재를 탐색하여 출력결과물

의 조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DM 방식의

3D 프린터 3종과 Polyjet 방식의 3D 프린터 1종에서 각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acer fabric

The shape of surface layer The shape of the spacer layer

Diamond Hexagon Herringbone I V X I+X Double sp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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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샘플을 출력하고, 출력물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낙상충격 보호패드는 인체의 활동성과 착용감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FDM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플렉시블 필라멘트를 사용하였으

며, Polyjet 방식에서는 고무유사소재를 사용하였다. 샘

플의 구조는 <Table 2>와 같이 스페이서의 필라멘트 형

태에 따라 I형, 나선형, 지그재그형으로 모델링하였는데,

I형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로 3D 프린팅 시 출

력물의 정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하였으며, 나선형과

지그재그형은 복잡하고 경사가 있는 형태가 3D 프린터

에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링하였다. 샘

플의 전체 두께는 4.00mm, 표면층 두께는 1.00mm, 스페

이서층의 두께는 2.00mm이다. 샘플의 표면층은 스페이

서 패브릭에서 나타난 표면형태 중 하나를 적용하여 육

각형이 벌집처럼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되 각 육각형의

마주보는 모서리는 서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스

페이서의 필라멘트는 표면층의 육각형의 꼭지점과 중심

에서 위 ·아래층을 연결하며, 직경은 1.00mm이다. 표면

층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일자형에서는 2.00mm이고,

나선형과 지그재그형에서는 4.00mm이다.

3.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설계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디자인은 선행연구(Park & Lee,

2016)에서 개발된 조각형 패드의 형태를 기반으로 3D

프린팅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3D 모델링 소프

트웨어는 CADian3D 2015+를 사용하였다. 패드의 기본

단위구조는 육각형의 입체이며, 브릿지를 사용하여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표면층은 스페이서

패브릭의 표면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육각형과 다이

아몬드형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3D 프린팅용 플렉

시블 필라멘트 소재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

으므로,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형태를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I형으로 디자인하였다.

1) 패드의 단위구조 디자인

패드의 형태는 선행연구(Park & Lee, 2016)에서 개발

된 조각형 패드의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전체 두께는 의

복에 패드가 삽입되었을 때, 보호성능을 유지하면서 외

관과 활동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인 10.00mm 두께

로 하였다. 단위구조는 한 변의 길이가 15.00mm인 정육

각형 벌집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치밀하면서 유연성이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각 육각형 조각의 세부 형태는 스페이서 패브릭의 구조

와 같이 그물형태의 표면층 사이에 두 층을 연결하는 스

페이서 필라멘트가 배열되어 완충성을 가지는 형태이다.

표면층의 형태는 육각형과 다이아몬드형 2종으로 디자

인하였으며, 큰 육각형 안에 각각 작은 육각형과 마름모

가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각 표면층의 두께는

2.00mm이다. 스페이서 필라멘트는 I형으로 디자인하였

으며, 필라멘트의 직경은 2.00mm로 설정하였다(Fig. 1).

반복되는 육각형 단위구조의 형성과정은 <Fig. 2>와

같다. 표면층의 골격이 되는 커브를 생성하는데, 육각형

구조는 한 변의 길이가 13.13mm인 정육각형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3.28mm인 작은 육각형이 채워지는 형태로

Fig. 1. Structure of basic unit.

Table 2. Modeling for preliminary test

I type Spiral type Zigzag type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5, 2017

– 942 –

하되 외곽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인체에 닿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했다. 다이아몬드형 구조는 육

각형 구조와 동일하게 외곽의 육각형을 구성하되, 내부

는 작은 마름모가 채워지도록 하였다. 마름모 한 변의 길

이는 4.37mm이며, 내각의 크기는 60°와 120°이다. 생성

된 커브를 따라 직경 2.00mm의 단면으로 입체구조를 형

성하고, 이를 복사하여 2개의 층으로 배치하였다. 위 ·아

래층의 연결을 위해 브릿지를 생성하였으며, 표면층과

브릿지가 연결된 구조 안에 스페이서층을 결합하였다.

스페이서 필라멘트는 표면층의 접점에 배치하였으며, 육

각형 구조는 42개, 다이아몬드형 구조는 37개가 사용되

었다.

2) 패드의 단위구조 연결

패드의 단위구조들을 연결하기 위해 1.00mm 두께의

직육면체 커넥터를 생성하여 단위구조들 사이의 간격

이 1.00mm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패드가 시트처

럼 하나로 연결된 형태이면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함이

다(Fig. 3).

4.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출력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의 출력결과를 바탕으로 FDM

방식 중에서 비교적 정밀도가 높은 A사의 프린터를 선

택하였으며 프린터 사양은 <Table 3>과 같다. 필라멘트

는 A사 전용 필라멘트 외에 플렉시블 소재 중 인지도가

높은 3종의 소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모델링 파일은 STL 파일로 변환되고, 가공정밀도와

속도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하여 G-code를 생성하는 과정

Fig. 2. The process of forming a basic unit.

Fig. 3. Connection of pad uni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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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었다.

출력은 온도설정, 필라멘트 로딩, 수평조정, 압출 및 적

층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Fig. 4).

5.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평가방법

1) 충격보호성능

패드의 충격보호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힘판 위에 보

호패드를 놓고 15cm 높이에서 6파운드의 볼링공을 낙

하시켰을 때 지면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측

정하였다. 단, 센서와 힘판의 손상을 막기 위해 6mm 두

께의 네오프렌 보호재를 깔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패드

가 없을 때의 충격력은 장비의 한계로 측정이 불가하여

6cm, 9cm, 12cm의 높이에서 측정한 값을 토대로 추정

치를 구하였다(Fig. 5). 보호패드의 소재에 따른 충격보

호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SPSS ver.2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리드만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패드의 형태

에 따른 충격보호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서

열 검증을 실시하였다.

2) 굽힘 강성

굽힘 강성은 뻣뻣함과 부드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연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굽힘 강성

평가를 위한 시험편은 보호패드의 내부구조만을 단순하

게 반복함으로서 균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하였다(Fig. 6).

시험방법은 KS K 0642(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16)의 플렉소미터법을 응용하였으며, 플렉소

미터 기기에서 236×23mm 크기의 시험편<Table 5>을

200mm 만큼 밀어 시험편 끝이 장비높이(100mm)로부

터 하락한 수직길이를 측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3D 프린터 선정을 위한 예비실험 결과

패드설계에 적합한 3D 프린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

험출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사의 출력물은 비교적

유연하고 형태도 안정적으로 나왔으며, B사의 출력물은

비교적 유연하지만 출력물의 정밀도가 다소 떨어졌다.

Table 3. Specification of 3D printer

Configuration Specifications

Printing technology FFF

Machine size 554×579×524mm (W×D×H)

Nozzle size 0.40mm

Filament diameter 1.75mm

Filament type ABS, PLA, TPU 

Molding size 240×190×200mm (W×D×H)

Layer Height 100-300 microns

Speed of modeling Max 300mm/sec

Maximum temperature of nozzle 260
o
C

Maximum temperature of bed 120
o
C

Table 4. Characteristics of flexible materials

NinjaFlex® FlexSolid® Cubicon Flexible filament SkinflexTM

Materials
Thermoplastic Elastomer

(TPE)
Unknown

Thermoplastic Poly

Urethane (TPU)

Thermoplastic Elastomer

(TPE)

Temperature of nozzle 225-235
o
C 230-250

o
C 220-240

o
C 245

o
C

Temperature of bed 40
o
C 70

o
C 65

o
C 0

o
C

Velocity of printing

Top and bottom layers:

10-20mm/s

Infill speeds: 15-35mm/s

20-40mm/s Adjustable Under 60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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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3D printing process of protection pad.

Fig. 5. Impact test equipment.

Fig. 6. Modeling of samples for measuring bending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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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의 출력물은 다른 출력물들에 비해 딱딱하고 출력물

의 정밀도가 떨어졌다. D사의 출력물은 표면은 깨끗하게

출력되었으나 스페이서층에서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부드럽지만 잘 부서지는 경향이 있었다(Table 6).

2.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3D 프린팅

설계한 8종의 패드를 출력하였으며, 출력한 샘플의 세

부 사항은 <Table 7>과 같고, 출력이 완료된 패드의 모습

은 <Table 8>과 같다.

3.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평가

1) 충격보호성능 결과

15cm 높이에서 6파운드 볼링공을 떨어뜨릴 경우 위

치에너지는 4J인데, 일반물리학에서 충격량은 I=F ·Δt로

계산해야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볼링공의 반발계수 측

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Δt를 알 수 없으므로, 15cm 높이

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릴 때의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

<Fig. 7>과 같이 높이를 달리했을 때의 측정된 결과로부

터 보외법(extrapolation)을 적용하여 6,500N으로 추정하

Table 5. Samples for measuring bending stiffness

Hexagonal type Diamond type

Ninjaflex
®

FlexSolid
®

Cubicon Flexible

Skinflex
TM

Table 6. Samples according to 3D printing method and material

A B C D

Printing method FDM FDM FDM Polyjet

3D printer
Cubicon Single

(3DP-110)
Finebot FB-9500 Makerbot Replicator 2 Objet 30 Prime

Material
Cubicon Flexible

filament (TPU)

Finebot Flexible

filament (TPU)

Makerbot Flexible filament

(Polyester-based material)

TangoBlack

(Rubber-like material)

Output

I type

Spiral

type

Zigza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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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필라멘트의 종류와 구조에 따른 보호패드의 충격

보호성능 결과는 <Fig. 8>과 같다. FlexSolid
®
 소재의 육

각형 구조의 패드가 1,370N으로 가장 좋은 충격보호성

능을 나타냈으며, Cubicon Flexible 소재의 다이아몬드

형 구조의 패드가 2,132N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다.

6,500N의 충격값이 패드에 가해졌다고 할 때, 패드에 따

라 차이가 있었지만 67~79%의 충격력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플렉시블 소재에 따른 패드의 충격보호성능 결과<Ta-

ble 9>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육각형

Table 7. List of protection pads for 3D printing

No. Outer layers structure Materials Temperature (
o
C) Time Material consumption (m) Weight (g)

1

Hexagon

NinjaFlex
®

240 10:20 19.54 36

2 FlexSolid
®

240 10:20 19.54 32

3 Cubicon Flexible 235 10:20 19.54 42

4 Skinflex
TM

245 10:20 19.54 34

5

Diamond

NinjaFlex
®

240 10:49 20.88 38

6 FlexSolid
®

240 10:49 20.88 36

7 Cubicon Flexible 235 10:49 20.88 46

8 Skinflex
TM

245 10:49 20.88 38

Table 8. 3D printed pad samples

NinjaFlex
®

FlexSolid
®

Cubicon Flexible Skinflex
TM

Hexagonal type

Diamond type

Fig. 7. Impact force when no pad is used.
Fig. 8. Pad impact protection test result of the four

kinds of fil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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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는 FlexSolid
®
, Skinflex

TM
, NinjaFlex

®
, Cubicon

Flexible 순으로 보호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이아몬드형 구조에서는 Skinflex
TM

, FlexSolid
®
, NinjaFl-

ex
®
, Cubicon Flexible 순으로 보호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1, 2위의 순위는 다르

게 나타났으나, 결과값의 수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구조에 따른 충격보호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윌

콕슨 부호-서열 검증결과<Table 10>에서 NinjaFlex
®
, Fl-

exSolid
®
, Skinflex

TM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육각

형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구조에 비하여 충격에 대한 보

호성능이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이아몬드형

구조는 육각형 구조에 비하여 더 조밀한 표면층을 가지

는 구조이지만, 단위구조당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밀도

를 비교하면 다이아몬드형 구조는 37개, 육각형 구조는

42개로 육각형 구조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굽힘 강성 시험결과

패드의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굽힘 강성을 측정

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결과값은 100mm의 플렉소미

터 기기에서 시험편을 밀었을 때 시험편 끝이 하락한 수

직길이를 측정한 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유연성이 좋다

고 볼 수 있다. 육각형과 다이아몬드형 구조 모두에서

NinjaFlex
®
, Skinflex

TM
, FlexSolid

®
, Cubicon Flexible 순

으로 결과값이 높게 나왔으며, 모든 소재에서 육각형 구

Table 9. Friedman result according to material                                              (N=10)

Structure NinjaFlex® FlexSolid® Cubicon Flexible SkinflexTM χ²

Hexagon

Mean

(S.D.)

1702.93

(85.39)

1369.76

(38.00)

2129.09

(45.58)

1415.40

(23.44) 30.000***

Mean rank 3.00 1.00 4.00 2.00

Diamond

Mean

(S.D.)

2019.27

(69.93)

1544.33

(13.73)

2131.94

(24.87)

1528.64

(24.48) 29.727***

Mean rank 3.00 1.95 4.00 1.05

***p<.001

Table 10. Wilcoxon signed-rank test according to structure                             (N=10)

Material

Hexagon Diamond Diamond-Hexagon

ZMean

(S.D.)

Mean

(S.D.)

− + =

n
Mean

rank

Sum of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n

NinjaFlex
® 1702.93

(85.39)

2019.27

(69.93)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05**

FlexSolid
® 1369.76

(38.00)

1544.33

(13.73)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05**

Cubicon Flexible
2129.09

(45.58)

2131.94

(24.87)
5
a

4.50 22.50 4
b

5.63 22.50 1
c

−0.000**

Skinflex
TM 1415.40

(23.44)

1528.64

(24.48)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10**

**p<.01

a: Diamond<Hexagon, b: Diamond>Hexagon, c: Diamond=Hexagon

Fig. 9. Result of bending stiffness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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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비해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유연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페이서 패브릭의 구조를 적용한 낙상

충격 보호패드를 설계하였으며, 시판중인 3D 프린팅용

플렉시블 필라멘트 소재 4종에 대한 충격보호성능 및 굽

힘 강성 비교를 통해 보호패드 개발 시 적절한 소재를 선

정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낙상충격 보호

패드의 디자인은 육각형의 입체 단위구조가 벌집모양으

로 연결된 형태이며, 단위구조는 표면층과 스페이서층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패드는 표면층 구조에 따라 육각

형과 다이아몬드형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으며 스페이서

층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I형 스페이서 필라멘트로 디

자인하였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계한

패드를 출력하기 위해 FDM 방식의 프린터를 사용하였

으며, 낙상충격 보호패드에 적합한 소재 선정을 위해 4종

의 플렉시블 필라멘트를 사용하였다. 4종의 소재에 대하

여 2종의 구조를 적용하여 총 8종의 패드를 출력하였으

며, 출력된 패드에 대하여 충격보호성능과 유연성을 평

가하였다. 충격보호성능 평가결과, 6,500N 정도의 힘이

가해졌을 때 패드를 통과한 충격값은 1,370~2,132N 범위

를 보였으며, 3종의 소재에서 육각형 구조가 다이아몬드

형 구조에 비해 충격보호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각형 구조에서는 FlexSolid
®
, 다이아몬드형 구조에서

는 Skinflex
TM
가 가장 좋은 보호성능을 보였으며, Cubicon

Flexible 필라멘트는 2종 구조 공통적으로 보호성능이 가

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한 굽

힘 강성 측정결과에서 NinjaFlex
®
가 가장 유연성이 좋은

것으로 나왔으며, 모든 소재에서 육각형 구조에 비해 다

이아몬드형 구조가 더 유연하였다. NinjaFlex
®
 소재가 충

격보호성능에서는 4종 중 3위이지만, 결과값의 차이가 크

지 않고 유연성 결과에서는 다른 소재들에 비해 월등하

게 좋은 결과를 보이므로 낙상보호용 패드의 소재로 가

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 종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특정 필

라멘트 4종에 대하여 그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3D 프린

터는 회사별, 제품별로 필라멘트의 성분이 다양하고, 같

은 성분이 사용된다고 해도 출력물의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체형상에 적합한 곡

면형 패드를 설계하고 이를 보호팬츠에 삽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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