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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dern transportation technology has required many people in spaces (such as

vehicle seats, airports, and train stations) for long periods. The public seats provided in these places are

manufactured in a standard size; however, fatigue sets in if the seats are unsuitable for the person's physical

size. For this reason, this study developed an air cushion vest that would enhance the comfort of vehicle

seats. Passengers in vehicles, trains, airplanes, and buses were observed and surveyed to understand the

demand for seat comfort. Our analysis found that the greatest source of discomfort was involuntary nodding

of the head while asleep and discomfort around the waist area. For this reason, the air cushion vest was

designed to support the head and the waist. The neck cushion of this vest was designed to strengthen head

support to counter forward nodding because existing commercial neck cushions had no support for forward

nodding. For the waist cushion, at lumbar and below-lumbar parts were chosen as the key parts to be

supported, the cushion was designed to contain air at those parts. To cover the embedded waist cushion, the

vest was designed to be long. The closure was constructed with zippers from the neck to waistline, and with

invisible snaps from the waistline to the hemline so that the wearer could open them easily while seated. A

subjective comfort evalu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vest. In the test,

the developed cushions received a better evaluation than cushions currently available on the market. The

volume of the vest could be adjusted by the inflow and outflow of air. It was proven that the vest was

effective in terms of comfort and portability. This shows that the developed vest could enhance passenger

comfort while sitting on vehicle seats.

Key words: Air cushion, Comfort, Neck support, Waist support; 공기주입 쿠션, 안락감, 머리 지지, 허리
지지

I. 서 론

현대 사회의 교통의 발달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빈번

한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KTX를 비롯한 국내의 열차 이용 승객은 1,020,318,980명

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0년 국내 여객기의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한 승객은 60,277,303명으로 집계되고 있

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2011). 벨란저(Bellanger)에 의하면 세계를 통

틀어 볼 때 매 순간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행

중에 있다(Abbas, 2006). 지속된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

동을 지속화하며 그 거리 또한 멀어지게 하였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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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 2004년 KTX가 대구를 경유해 서울과 부

산 간을 운행하면서 서울 쇼핑, 출장이 일상화된 대구

시민을 양산했다(“Dream”, 2006). KTX 개통 이후 대

구 시민의 수도권 쇼핑은 연간 2천 500억원에 이르고

서울 종합병원 진료 환자도 해마다 10% 이상 급증하

는 실정이다(“‘Dong Daegu’ Railway”, 2009). 이는 먼

거리의 도시 간 이동을 빈번하게 행하는 현대인의 이

동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잦은 이동은 현대인이 교통수단의 객실이나 공항,

역과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증대시켰다. 이런

공간의 좌석과 같은 시설들은 평균적 치수를 가진 개

인에게 맞도록 제작 설치되어 있으나 많은 시간을 보

내게 되는 개인에게 맞지 않을 경우 피로감을 유발하

게 한다. 좌석을 개인의 신체에 맞게 조절하여 안락하

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휴대용 쿠션 등을 이용

하여 안락함을 추구한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의복이 쿠션의 기능을 갖는다면 안락함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미국 브랜드 쌤소나이트(Samsonite)

는 목 부분에 베개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트래블

필로우 재킷(Travel Pillow Jacket)’을 '99/00에 발표하

였고, 씨피 컴퍼니(CP Company)는 투명한 폴리우레탄

소재의 재킷에 공기를 주입하여 의자로 변할 수 있는

‘암체어(Armchair)’ 콜렉션을 발표하였다(Bolton, 2002).

‘트래블 필로우 재킷’은 목 베개를 제공하고 있어 머리

부분만을 지지하고 있고, ‘암체어’는 전체가 의자를 변

하는 디자인으로 좌석에서 안락감을 증대하기에는 부

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를 주입하여 쿠션

기능을 갖게 하여 이동 중의 객실 공간에서 안락감을

증대시키며 공기를 배출하여 부피를 최소화하여 휴대

하기 편리한 공기주입형 쿠션 베스트를 인간공학적 접

근 방식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객실 내에서의 안락감

객실 내에서의 안락감은 객실 좌석의 조건 그리고

온열 환경 및 조도 소음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 승객

의 안락한 여행조건으로 객실 좌석의 편안함을 주요하

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Ryu and Park(2006)의 연구에 따르면 승객이 가장 중

요하게 여기면서 현재의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좌석의

편안함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이 시급

하다고 하였다.

객실 좌석에서의 안락감은 좌석의 형태에 따라서 또

승객의 활동과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Jung et al.

(1993)은 좌석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하여 승객의 특징,

자세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객

실 좌석은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의 승객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고 객실 내 승객들의 행동 또한 다양하여

특정 활동에 적합한 활동에 맞추어 설계하기보다는 객

실 내 승객의 주요 활동을 고려하여 자세를 분류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객실

내에서의 활동을 수면, 신문 읽기, 독서, 음악 감상, 비

디오 시청, 사무, 식사, 대화, 기기 이용 등으로 보고 행

동들을 착석 자세에 따라 분류하여 <Table 1>, <Fig.

1>에 나타냈고 각 자세에서의 등받이 각도, 신체의 변

화 등을 기록하였다(Jung et al., 1993).

의자와 관련한 연구(Kwak et al., 1999)결과에 의하

면, 좌면의 높이가 높으면 허벅지와 넓적다리 부위에

압박을 주게 되어 혈액순환장애를 유발하며, 낮으면 다

리를 앞으로 뻗거나 몸을 앞으로 구부려야하며, 등받이

폭, 높이, 각도가 인체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깨, 목, 허

리에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에서 안락

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형태적 요인은 등받이와

좌판의 형상이다(Park et al., 1993). 좌석의 등받이 형태

는 등과 요추 부위 지지에 영향을 미치기에 앉은 자세

에서의 허리의 안락함과 관련이 있다. 특히 등받이의

요추 지지대의 깊이와 높이는 요추의 전만 형태를 유

            Fig. 1. Manikin simulation of posture type.

             From Jung et al. (1993). p. 19.

Table 1. Passenger's activities and posture type

Extended Posture Relaxed Posture Restricted Posture

Sleeping
Reading

newspaper
Office work

Listening music Reading books Meal

Watching video Conversation
Using electronic 

equipment

From Jung et al. (1993).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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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에 큰 영향이 있다. 엉덩이 커브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과 흉추 부위의 가장 많이 돌출된 점을 선으로 이어

요추 부위의 가장 많이 들어간 부위까지의 깊이가 요추

지지대의 깊이이며, 높이는 엉덩이 관절 중심(Hip Joint

Center)에서 요추 부위의 가장 들어간 부분까지의 직선

거리이다(Andersson et al. (as cited in Na et al., 2003)).

앉은 자세에서 척주에 가장 무리가 없는 편안한 상태

는 서 있는 자세와 같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의 상태이다(Lee et al., 1996). 요

추가 전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요추의

위치와 형상에 부합되게 적당한 깊이의 요추 지지대가

위치되어야 한다(Kim & Kim, 2002).

개인에 따라 적정한 요추 지지대의 깊이와 높이가

달라 일률적인 좌석은 평균 신장과 체형을 갖지 않은

개인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2. 공기주입형 쿠션의 소재 및 접합

1) 소재

공기를 가둘 수 있는 의류용 소재는 사용 중 공기가

새지 않도록 공기투과도가 ‘0’이어야 한다. 공기가 투

과되지 않는 PVC, PU 재질의 필름을 이용하여 공기주

입형 쿠션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름 상태는 일반

적 의류소재인 직물에 비하여 드레이프성이 떨어지고

촉감 역시 다소 뻣뻣하다. 직물이나 편물의 경우 조직

사이와 섬유 사이에 공간이 있어 공기가 투과된다. 공

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섬유 간 빈 공간에 고무나 합성

수지를 메워서 통과하지 않게 하는 가공을 할 수 있다.

원단의 표면이나 안쪽 면에 고무성분이나 합성수지 등

으로 피복한다거나 불통기성의 필름상 재질을 접착시

키는 라미네이팅(laminating) 방식으로 가공한다. 가공

제로는 주로 아크릴고무, 합성고무(NBR, SBR 고무),

PVC 수지 또는 우레탄 수지 등이 이용된다(Ko et al.,

2006).

2) 접합 방식

일반 봉제는 바늘구멍이 생겨 솔기 사이로 공기가 새

기에 공기주입형 쿠션의 접합 방식으로는 두 소재의 용

융 성질을 이용한 웰딩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웰딩은

금속, 플라스틱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의류의 접합

에서 쓰이는 웰딩은 열을 이용한 것으로 발열 방법에

따라 가열 웰딩과 고주파 웰딩, 초음파 웰딩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가열 웰딩은 판상의 가열판을 이용한 실크

스크린 방식이 있으며, 롤러 사이로 접합될 부분이 지

나가도록 하여 열풍을 가하는 형태가 있다. 고주파 웰

딩은 유도가열과 유전가열 방식이 있는데 섬유나 비닐

과 같이 비전도체의 접착에는 유전가열 방식을 사용한

다. 유전가열은 염화비닐의 필름 또는 플라스틱 시트를

2개의 전극 사이에 넣고 고주파 전압을 가하면 플라스

틱 속에서 고주파 전기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

열에 의해서 플라스틱은 국부적으로 녹으므로 압력을

가해서 접착시킬 수 있다(Kim, 2002). 대부분의 고주파

웰딩기에서는 봉합될 의복 부위가 대 위에 놓이고 그

위에 봉합틀이 얹힌다. 봉합틀에 의해 의복이 눌려지면

생전극은 활성화되어 봉합이 완성된다(Watkins, 1995/

1998). 웰딩의 완성 모양은 봉합틀의 형태대로만 이루

어지기에 웰딩의 도안에 따라 봉합틀은 새로이 금형작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음파 웰딩은 인간의 청각범위

를 벗어난 음파의 진동을 이용하여 소재를 녹이고 융합

시키는 웰딩 방법이다. 전기로 초음파의 진동을 발생시

키고 특정 부위에 진동을 집중시켜 접합할 소재에 접촉

시킨다. 진동에 의하여 두 소재 사이의 경계면에 열이

발생하고 겉감이 녹아 영구적인 분자결합이 생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관찰 및 설문조사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의 객실 내 좌석에서 취하는 활

동유형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불편, 그리고 그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설문하여 쿠션이

지지해야하는 신체 부위를 파악하고 쿠션의 설계방향

을 설정하였다. 관찰은 2009년 1월 11일, 18일 부산발

서울행, 그리고 서울발 부산행 KTX 일반실 승객 357명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2009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KTX 객실 내, 역, 공항, 고속버스 터미널

에서 승객 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술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주된 활동 양상을 파악하

고 여행유형 및 응답자의 속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 등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불편사항이나 불편 개선을 위

해서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가가 이루어졌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 정도가 높고 요구하는 정도

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여행유형과 응답자에 따라 불

편 정도의 요구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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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스트 설계 및 제작

관찰과 설문결과에서 불편함과 그 개선을 위한 요구

정도가 비교적 높았던 키 155cm 이상 165cm 미만의

20~3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 쿠션 개발을 위한 지지 부위 선정

적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쿠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앉은 자세에서의 머리 지지 부위와 허리 지지 부위의

형태 특성을 파악하고 쿠션 패턴에 반영하였다. 머리

지지 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판되고 있는 여행용

목 쿠션의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였다. 시판되는 여행용 목 쿠션의 가장 일반적

인 외형인 ‘U’자 모양의 공기주입형 목 쿠션 중 크기의

차이가 있는 A, B, C 세 쿠션을 선정하여 각각의 목 쿠

션에 대한 높이와 목이 닿는 안쪽 둘레의 적정성과 안

락감을 평가하였다. 세 쿠션의 형태와 측정 위치는

<Fig. 2>에 나타냈다. 높이 부분은 공기가 주입된 상태

로 나타내어 위치를 표시하였다.

공기주입량에 따라 쿠션의 높이가 달라지므로 동일

한 공기주입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주입 상태를 정하고 그 주입 상태에서 측

정점의 높이가 동일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를 측정하였

다. 공기주입형 쿠션은 양쪽의 웰딩되는 부분의 거리에

따라 최대 공기주입 시 높이가 결정된다. 특히 패턴의

모양이 평행한 두 선을 이룰 때는 최대 공기주입 후 원

기둥형으로 변하는데 이때 평행한 두 선의 거리가 원

기둥 단면 원의 지름이 된다. 이 때 측정 위치의 거리와

높이가 동일해진다. 따라서 패턴의 양쪽 두 선이 평행

한 형태를 보이는 목 뒤 부분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거리 1d와 높이 1h가 거의 같아지는 상태를 기준이 되

는 주입 상태로 정하였다. 주입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

하여 동일 실험자가 5번을 불어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

하여 주입 전 치수와 같이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반 교통수단의 좌석과 같이 요추 지지대가 있는

등받이 의자에 피험자 37명을 착석시킨 후, 목 쿠션을

취침 시 목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고, 고개를 기대

는 방향을 앞쪽, 뒤쪽, 앞 45
o

, 옆, 뒤 45
o

, 모두 다섯 방

향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높이와 둘레에 대한 적정성은

낮거나 작아 불편하면 1점, 약간 불편하면 2점으로, 편

한 것을 3점, 높거나 커서 약간 불편한 점을 4점으로,

불편하면 5점으로 측정하여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높다’, ‘낮다’의 방향성을 배제한 높이에 대한

만족도와 ‘크다’, ‘작다’의 경향을 배제한 둘레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자 ‘불편하다’ 1점, ‘약간 불편하다’ 2점,

‘편하다’ 3점으로 바꾸어 환산하여 평균 비교하였다.

허리 부위에 대해서는 탁본을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

서의 등, 허리 부위의 형상을 파악하고 좌석의 등받이

를 뒤로 젖혔을 때 허리 부분의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를 고찰하였다. 키가 155cm 이상 165cm 미만이며 자

세가 심하게 숙이거나 젖힌 체형이 아닌 6명에게 피트

성 있으며 뒤판에 체표비율 그리드가 그려진 재킷 원

Table 2. Size of commercial neck cushions                                   (Unit: cm)

Reference

point
Before air injection After air injection

Neck

cushion
1d 2d 3d 4d 3-3' 1d 2d 3d 4d 3-3' 1h 2h 3h 4h

A 16.0 19.0 18.5 15.2 11.3 10.3 13.4 11.5 11.3 10.4 10.2 11.6 11.1 8.7

B 12.0 18.0 15.5 14.7 10.4 7.6 13.2 10.5 11.1 9.9 7.2 10.0 9.8 7.4

C 10.0 14.5 13.5 15.2 13.2 6.7 11.0 9.5 12.1 11.7 6.3 8.6 9.2 8.3

Fig. 2. Three types of commercial neck cushions & referenc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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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입힌 후, 피험자의 등과 잉크가 칠해진 등받이를

닿게 하여 닿는 부위를 표시하였다. 재킷은 임갑택식

재킷 원형(Lim, 2004)을 참고하여 피험자 각각의 가슴

둘레, 허리둘레에 여유분 6cm, 4cm를 두어 제작하였다.

총길이는 등 지지 부분, 요추 지지 부분을 재킷에 나타

내기 위하여 재킷의 도련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 앉을

수 있도록 ‘앉은 목 뒤높이’보다 13cm 길게 하였다. 탁

본된 부분의 치수는 피험자의 신체치수에 따라 다르나

체표면의 비율에 따라 등분한 그리드를 이용하면 체험

자의 신체치수와 관계없이 피험자의 신체에서 어느 부

분에 닿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드의 간격을 동

일한 치수로 하지 않고 피험자의 체표면의 비율에 따

라 설정하였다. 등받이의 형태와 각도에 따라 등, 허리

가 닿는 빈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등받이 형태에 따

른 비교에서는 등받이 각도는 90
o

로 제한하고 등받이

의 형태를 평면인 경우 ‘F90’과 요추 지지대가 있는 경

우 ‘L90’ 두 가지로 하고, 등받이 각도에 따른 비교에

서는 등받이 형태는 요추 지지대가 있는 형태로 제한

하고 등받이의 각도를 90
o

로 세운 ‘L90’과 120
o

로 누인

‘L120’으로 실험하였다. 피험자 1명당 같은 재킷 원형

3벌을 준비하여 ‘F90’, ‘L90’, ‘L120’로 설정한 각각의

실험에서 1벌씩 입히고 등, 허리가 닿는 부분에 잉크가

묻도록 하였다. ‘F90’, ‘L90’, ‘L120’ 세 실험 처치에서

각 그리드 당 닿은 피험자의 빈도수를 기록하고 등받

이 형상이 달라졌을 때 ‘F90’과 ‘L90’ 간의 차이, 등받

이 기울기를 달리했을 때 ‘L90’, ‘L120’ 각 그리드에서

닿는 빈도 차이를 비교하여 빈도의 차이가 크면 지지

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구역을 선정하였다. 각

그리드의 치수는 피험자의 체표비율에 따랐기에 각각

다르다. 따라서 지지가 요구되는 구역의 6명 그리드 값

을 평균 산출하여 패턴 치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2) 쿠션 개발

쿠션에 공기를 주입하였을 때 공기가 새지 않도록

쿠션의 소재와 접합 방식을 선정하였다. 패턴 개발을

위해서는 시판 목 쿠션 착용평가에서 가장 평가가 좋

았던 목 쿠션 A의 치수를 기본 치수로 하였다. 선정된

목 쿠션 A 역시 다른 목 쿠션들과 같이 앞 45
o

 방향과

앞 방향으로 기대었을 때 낮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앞

쪽을 더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 쿠션을 설계하였

다. 개발 목 쿠션의 앞 높이는 3차원적 구성을 통하여

높이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시판 목 쿠션과 개발 목 쿠

션의 앞쪽 형태가 달라져 목둘레 부분의 웰딩 형태를

동일하게 한다하더라도 높이와 둘레에 대한 느낌이 다

르리라 예상되었다. 따라서 뒤 높이와 목이 닿는 안쪽

둘레 각각에 대하여 두 변수를 두어, 네 가지 경우의

실험 목 쿠션 Ex1, Ex2, Ex3, Ex4를 설계하고 <Fig. 3>,

<Table 3>, 제작,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시판 목 쿠션

평가방법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이 중 안

락감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목 쿠션을 연

구복의 쿠션으로 선정하였다.

공기주입 쿠션은 공기주입 후에 쿠션의 가로 세로

치수가 줄어들기에 쿠션의 패턴은 주입 후 축소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확대 제작되어야 한다. 최대 공기주

입 후에는 깊이도 깊어지며 필요 이상의 공기주입을

요구하게 되므로 적정 깊이가 될 때의 축소 비율을 고

Fig. 3. Shape of experimental neck cushion & refer-

enc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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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ize of experimental neck cushions                                      (Unit: cm)

Reference point Before air injection After air injection

Neck cushion 1d 2d 3d 4d 3-3' 1d 2d 3d 4d 3-3' 1h 2h 3h 4h

Ex1 14.0 18.5 17.0 15.0 11.5 9.0 14.3 11.4 13.4 11.1 8.5 10.7 10.7 15.3

Ex2 14.0 18.3 15.3 15.3 16.5 9.0 14.2 10.4 12.9 15.4 8.8 10.3 9.9 15.3

Ex3 16.0 18.5 17.0 15.4 11.5 10.2 11.8 11.7 13.5 11.0 10.1 11.4 10.7 15.6

Ex4 16.0 18.5 15.5 15.5 16.5 10.1 13.8 10.7 13.5 15.4 10.1 11.1 10.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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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패턴의 확대 비율을 결정하였다. 적당한 깊이

를 가진 시점에서 축소된 가로 세로 치수가 공기주입

전 100%의 평면 패턴 치수에 해당하는 패턴의 확대 비

율을 찾고, 그 비율에서의 허리 쿠션이 안락한지 살펴

패턴의 확대 비율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공기주입 전

평면 치수의 105%, 110%, 115%로 확대한 실험 허리

쿠션을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착용하게 하고 가장 깊이

가 적당하다고 할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 상태에서 치

수 변화를 기록하고 세 쿠션 중 가장 편안한 것을 선택

하게 하여 확대 비율을 선정하였다.

3) 베스트 패턴 설계 및 제작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임의

로 탈부착될 수 있게 설계하고, 부피의 최소화를 고려

하여 소재와 구성방법을 선택하였다. 앉은 자세에서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패턴을 설계하였다.

연구복의 기본 치수는 2003~2004년 실시된 5차 인체

치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의류치수 개정안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키 155~165 미만의 여성 20~

30대로 선정하였고,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복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기에, 개정안의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

우의 호칭별 분포율에서 키, 가슴 구간에서 빈도가 높았

던 85-160 사이즈로 하였다. 가슴둘레, 키 5cm 편차를 고

려하여 가슴둘레 측정치 82.5~87.4cm 키 측정치 157.5~

162.4cm에 해당하는 144명의 세부 부위 측정치 평균값

을 패턴 제작을 위해 사용하였다(Table 4).

3. 공기주입형 베스트의 안락감 평가

베스트의 머리 지지와 허리 지지의 기능이 실효성이

있는지 안락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험자 30명을 고속

버스 좌석에서 확장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쿠션의 지지

가 없을 때, 시판 A 목 쿠션, 허리 쿠션을 받쳤을 때, 개

발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받쳤을 때로 나누어 유효성

평가와 안락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효성은 목이 옆, 앞

으로 떨어지는가와 허리를 받치는 느낌이 있는 가를 ‘그

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안락감 정도는 ‘매우 불편하

다’에서 ‘매우 불편하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관찰 및 설문조사

관찰과 설문을 통하여 가장 빈번한 활동은 수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서, 음악 청취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5)−(Table 6).

탑승 중 앉은 자세에서 오는 불편함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면 중 목의 아픔 혹은 떨어짐’ 문항이 불편

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허리 불편’, ‘다리

의 뻐근함’, ‘전반적 불편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응답자의 속성과 여행 유형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

는 항목과 정도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

여 더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Table 8). 여성 중에서

는 키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수면 중의 목 아픔’에

대하여는 키가 155cm 이상 160cm 미만 집단의 불편

정도가 높았고, ‘허리 불편’에 대하여는 155cm 이상

165cm 미만 집단의 불편 정도가 높았기에 연구대상을

155cm 이상 165cm 미만의 여성으로 하였다(Table 9).

‘다리의 뻐근함’에 대하여는 155cm 이상의 여성 집단

모두가 155cm 미만 집단에 비하여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본 연구가 베스트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기

에 ‘다리의 뻐근함’에 대한 키에 따른 차이는 연구대상

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불편 감소를 위한 필요항목에 대하여는 ‘머리 지지’,

‘다리 받침’, ‘허리 지지’ 순으로 요구 정도가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0). 응답자의 속성과 여행유형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항목과 정도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베스트 설계 및 제작

1) 쿠션 개발을 위한 지지 부위 선정

목 쿠션의 패턴 개발을 위한 지지 부위 선정은 시판

Table 4. Size of research subjects    (n=144, Unit: cm)

Measurement

dimension
Minimum Maximum Mean SD

Stature 157.6 162.5 159.8 1.4

Bust circumference 82.6 87.5 85.0 1.4

Waist circumference 60.2 80.6 70.8 3.7

Hip circumference 82.7 100.7 91.9 3.5

Shoulder length 10.2 17.0 12.8 1.0

Waist back length 33.8 44.8 38.3 1.9

Biacromion length 34.2 45.5 39.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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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쿠션의 성능평가를 통해 패턴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목 쿠션의 높이와 둘레에 대한 만

족도에서는 목둘레와 쿠션의 깊이, 높이가 가장 큰 A

가 만족한 결과를 나타냈다(Table 11).

높거나 낮아 불편한지, 크거나 작아 불편한가를 묻

는 높이와 둘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Table 12>에서

는 A 목 쿠션의 경우 뒤, 뒤 45
o

, 옆 방향으로 기대었을

경우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 45
o

, 앞 방향으

로 기대었을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레에서

는 약간 큰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 쿠션 B는 뒤

45
o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C는 모든 방향에서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둘레에서는 B는 약간 작으며 C

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에서 A보다 B가 편안한

값 ‘3’에 가까웠으나 A 목 쿠션보다 분산이 커 3보다

작은 값과 큰 값이 서로 상쇄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시판 목 쿠션의 성능평가에서는 A가 높이나 둘

레에서 좀 더 만족한 쪽에 가까워 A를 실험 목 쿠션의

패턴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A 역시 고개가 앞으로 숙

여질 때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어 개발 쿠션에

서는 앞 쪽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었다.

허리 쿠션을 위한 지지 부위 선정을 위하여 등받이

형상, 기울기를 달리하여 피험자 6명의 등 형상을 찍어

빈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추 지지대가 있는 등받이

‘L90’에서 등, 허리가 닿는 빈도에서 평면 등받이 ‘F90’

Table 6. Frequent passenger activities in vehicles (ques-

tionnaire)                                                  (n=367)

Statistics

Activities
Frequency %

Sleeping 152 41.42

Reading 61 16.62

Listening to music 49 13.35

Conversation 38 10.36

Watching TV 28 7.63

Using a cellphone 25 6.81

Using a laptop 9 2.45

Other 5 1.36

Total 367 100.00

Table 7. Factors and degree of discomfort while seated

in a vehicle                                    (n=367)

Statistics

Discomfort factors
Mean SD

Neck while sleeping 3.90 1.05 

Waist 3.86 0.93 

Legs 3.72 1.02 

Overall 3.45 0.98 

Table 8.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discomfort bet-

ween men and women                           (n=367)

Discomfort

factors

Women (n=202) Men (n=165)
t-value

Mean (SD) Mean (SD)

Neck while

sleeping
4.16 (0.89) 3.57 (1.13) 5.63***

Waist 4.00 (0.86) 3.67 (0.98) 3.45***

Legs 3.91 (0.93) 3.50 (1.07) 3.95***

Overall 3.55 (0.90) 3.32 (1.05) 2.3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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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t passenger activities in KTX cabins (observation)                           (n=357)

Time

 Gender

Statistics

Activities

6 am 3 pm
Total

Male Female Sum Male Female Sum

n (%) n (%) n (%) n (%) n (%) n (%) n (%)

Sleeping 54 ( 72.00) 34 ( 75.56) 88 ( 73.33) 67 ( 48.55) 34 ( 34.34) 101 ( 42.62) 189 ( 52.94)

Reading 14 ( 18.67) 3 (  6.67) 17 ( 14.17) 13 (  9.42) 12 ( 12.12) 25 ( 10.55) 42 ( 11.76)

Watching TV 2 (  2.67) 0 (  0.00) 2 (  1.67) 17 ( 12.32) 10 ( 10.10) 27 ( 11.39) 29 (  8.12)

Using a cellphone 1 (  1.33) 2 (  4.44) 3 (  2.50) 9 (  6.52) 7 (  7.07) 16 (  6.75) 19 (  5.32)

Conversation 0 (  0.00) 2 (  4.44) 2 (  1.67) 6 (  4.35) 10 (10.10) 16 (  6.75) 18 (  5.04)

Listening to music 0 (  0.00) 1 (  2.22) 1 (  0.83) 4 (  2.90) 3 (  3.03) 7 (  2.95) 8 (  2.24)

Using a laptop 0 (  0.00) 0 (  0.00) 0 (  0.00) 4 (  2.90) 3 (  3.03) 7 (  2.95) 7 (  1.96)

Other 4 (  5.33) 3 (  6.67) 7 (  5.83) 18 ( 13.04) 20 ( 20.20) 38 ( 16.03) 45 ( 12.61)

Sum 75 (100.00) 45 (100.00) 120 (100.00) 138 (100.00) 99 (100.00) 237 (100.00) 35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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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빈도를 빼서 요추 지지대가 있을 때 닿았던 부

분이 요추 지지대가 없는 평면의 등받이에서 닿지 않

는 점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빈도수의 차이를 기

록하였다(Fig. 4). 음의 수로 표시되는 부분이 요추 지

지대가 없을 때 지지가 안 되는 부분이다. 요추와 그

주위에 해당하는 x3~x8, y7~y12 구역에서 빈도의 차이

가 많이 났다. 빈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리드 구역은

요추 지지대의 높이나 깊이 등 다양한 등받이 형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교통수단 내 좌석의 등받이 형상은

차종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빈도 차이가 많았던 요추

부분에 지지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등

받이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확장된 상태 ‘L120’의 빈도

에서 등받이의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 ‘L90’에서의 등

Table 10. Factors and degree of demand for decrease

of discomfort                               (n=367)

                     Statistics

Demand factor
Mean SD

Head support 4.04 1.04

Leg support 3.9 1.11

Waist support 3.62 1.06

Table 11. Height, circumference comfort of commercial neck cushions                (n=37)

Neck cushion

 Factor         Direction of head

A B C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eight

Backward 2.41 (0.76)
b

2.38 (0.72)
b

1.57 (0.83)
a

14.00***

Backward 45° 2.32 (0.78)
ab

2.70 (0.57)
b

1.97 (0.83)
a

9.05***

Sideward 2.51 (0.61) 2.38 (0.59) 2.16 (0.73) 2.79 

Forward 45° 2.22 (0.71)
b

1.97 (0.73)
ab

1.76 (0.72)
a

3.77*

Forward 1.73 (0.80) 1.73 (0.80) 1.70 (0.85) 0.01

Average 2.24 (0.42)
b

2.23 (0.41)
ab

1.83 (0.57)
a

8.86***

Circum-

ference

Backward 2.73 (0.45)
c
 2.27 (0.77)

b
1.84 (0.83)

a
 14.82***

Backward 45° 2.68 (0.58)
b
 2.43 (0.60)

b
2.03 (0.83)

a
 8.55***

Sideward 2.62 (0.55)
b
 2.38 (0.59)

ab
2.24 (0.68)

a
 3.65*

Forward 45° 2.46 (0.69) 2.11 (0.70) 2.22 (0.67) 2.54 

Forward 2.16 (0.76) 1.92 (0.76) 1.95 (0.85) 1.05 

Average 2.53 (0.47)
b
 2.22 (0.48)

a
2.05 (0.63)

a
 7.64***

*p<.05, **p<.01, ***p<.001

a<b: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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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gree of discomfort of women by height classification                        (n=202)

Height (cm)

Discomfort

factors

Under 155

(n=19)

155-under160

(n=47)

160-under165

(n=83)

165-under170

(n=43)

Over 170

(n=10)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Neck while sleeping 3.74 (0.65)
a

4.43 (0.77)
b

4.12 (0.89)
ab

3.80 (1.21)
ab

3.51 (1.12)
ab

2.41*

Waist 3.84 (0.76)
ab

4.13 (0.92)
b

4.07 (0.80)
b

3.83 (0.98)
ab

3.64 (0.93)
a

1.77*

Legs 2.95 (0.85)
a

3.91 (1.02)
b

4.10 (0.79)
b

3.77 (0.94)
b

3.64 (0.97)
b

6.88***

Overall 3.26 (0.56) 3.60 (0.95) 3.54 (0.86) 3.50 (1.03) 3.28 (1.05) 6.88

*p<.05, ***p<.001

a<b: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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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닿는 빈도를 빼서 <Fig. 5>에 나타냈다. 요추 아래

부분인 y11~y13 구역의 빈도 변화가 음으로 되어 등받

이 기울기를 젖히면 요추 아래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좌석에는 요추 지지대가 있어 요추 부위의

쿠션은 깊이가 지나치게 깊지 않도록 하며 요추 지지

부위 아래로는 등받이를 세웠을 때와 뒤로 젖힌 자세

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요구되는 깊이 차이가 커

서 깊이 조절범위가 크도록 하였다.

2) 쿠션 개발

쿠션의 소재는 공기가 새지 않는 폴리우레탄(Polyur-

ethane) 필름으로 하였고 접합 부위의 공기가 새지 않

Table 12. Height, circumference appropriateness of commercial neck cushions           (n=37)

Neck cushion

 Factor         Direction of head

A B C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eight

Backward 3.43 (0.87)
c

2.59 (0.86)
b

1.57 (0.83)
a

44.08***

Backward 45° 3.46 (0.93)
c

2.92 (0.64)
b

2.03 (0.90)
a

27.91***

Sideward 3.11 (0.77)
b

2.76 (0.83)
b

2.16 (0.73)
a

13.97***

Forward 45° 2.65 (1.01)
b

2.41 (1.12)
ab

1.92 (0.95)
a

4.83**

Forward 2.05 (1.18) 2.11 (1.22) 1.86 (1.06) 0.45 

Average 2.94 (0.68)
b

2.56 (0.71)
b

1.91 (0.65)
a

21.71***

Circum

-ference

Backward 3.16 (0.50)
b 

2.81 (1.05)
b
 2.05 (1.08)

a
 14.14***

Backward 45° 3.16 (0.65)
b
 2.81 (0.81)

b
 2.24 (1.04)

a
 11.08***

Sideward 3.16 (0.65)
b
 2.81 (0.84)

b
 2.30 (0.74)

a
 12.51***

Forward 45° 3.32 (0.82)
b
 2.92 (1.14)

ab
 2.49 (0.90)

a
 7.01*

Forward 3.35 (1.09)
b
 3.05 (1.33)

ab
 2.43 (1.24)

a
 5.44*

Average 3.23 (0.60)
b
 2.88 (0.87)

ab
 2.30 (0.86)

a
 13.13***

*p<.05, **p<.01,
 
***p<.001

a<b<c: Scheffe test

Fig. 4. Comparison frequency of the rubbing of back

in terms of chair-back type (with lumbar sup-

port/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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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frequency of rubbing of back in

terms of chair-back angle (extended/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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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봉제가 아닌 웰딩(welding)으로 접합하였고 주입

구는 폴리우레탄 마개를 사용하여 입으로 불어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판 목 쿠션의 단점을 보완한 실험 목 쿠션 Ex1,

Ex2, Ex3, Ex4의 높이 만족도에서는 네 쿠션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3). 이것은 높아 불편한

경우와 낮아 불편한 경우 모두 동일한 정도로 평가되

기에 각 쿠션별 만족한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

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한 적

정성 평가에서는 <Table 14>, 공기주입 후 목 안쪽 직

선거리에 해당하는 3-3'의 거리가 11.0cm 정도로 <Table

3> 실험 쿠션 중 둘레가 작은 Ex1, Ex3을 착용하였을

경우 목을 조이는 경향이 있어 높이가 14cm, 16cm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3-

Table 13. Height, circumference comfort of experimental neck cushions                 (n=35)

Neck cushion

Factor          Direction of head

Ex1 Ex2 Ex3 Ex4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eight

Backward 2.51 (0.56) 2.43 (0.74) 2.51 (0.66) 2.46 (0.70) 0.14

Backward 45° 2.54 (0.56) 2.57 (0.61) 2.57 (0.60) 2.66 (0.54) 0.26

Sideward 2.54 (0.61) 2.37 (0.65) 2.57 (0.56) 2.63 (0.55) 1.22

Forward 45° 2.40 (0.65) 2.23 (0.69) 2.40 (0.55) 2.49 (0.66) 0.99

Forward 2.11 (0.58) 2.09 (0.70) 2.29 (0.71) 2.29 (0.75) 0.86

Average 2.42 (0.38) 2.34 (0.48) 2.47 (0.40) 2.50 (0.43) 0.99 

Circum-

ference

Backward 2.17 (0.79)
a

2.63 (0.60)
b

2.34 (0.68)
ab

2.51 (0.61)
ab

0.03*

Backward 45° 2.11 (0.72)
a

2.66 (0.48)
b

2.46 (0.70)
ab

2.60 (0.55)
ab

0.00**

Sideward 2.29 (0.75) 2.63 (0.55) 2.69 (0.58) 2.63 (0.55) 0.03

Forward 45° 2.17 (0.75)
a

2.57 (0.61)
ab

2.46 (0.61)
ab

2.63 (0.49)
b

0.01*

Forward 2.26 (0.78) 2.49 (0.61) 2.31 (0.58) 2.43 (0.65) 0.46

Average 2.20 (0.63)
a

2.59 (0.42)
b
 2.45 (0.50)

ab
 2.56 (0.41)

b
 4.47**

*p<.05, **p<.01

a<b: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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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Height, circumference appropriateness of experimental neck cushions              (n=35)

Neck cushion

Factor          Direction of head

Ex1 Ex2 Ex3 Ex4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eight

Backward 3.09 (0.74)
b

2.49 (0.78)
a

3.31 (0.76)
b

2.91 (0.89)
ab

0.00***

Backward 45° 3.23 (0.69)
b

2.69 (0.68)
a

3.37 (0.65)
b

3.00 (0.64)
ab

0.00***

Sideward 3.17 (0.75)
b

2.54 (0.78)
a

3.20 (0.68)
b

2.91 (0.66)
ab

0.00***

Forward 45° 3.26 (0.85) 2.80 (1.02) 3.09 (0.82) 3.06 (0.84) 0.20 

Forward 3.03 (1.07) 2.54 (1.07) 2.80 (0.99) 2.86 (1.03) 0.28 

Average 3.15 (0.54)
b

2.61 (0.68)
a

3.15 (0.59)
b

2.95 (0.64)
ab

0.00***

Circum-

ference

Backward 2.34 (0.94)
a

2.86 (0.69)
ab

2.40 (0.74)
a

2.91 (0.78)
b

4.98**

Backward 45° 2.40 (0.98) 2.77 (0.55) 2.51 (0.74) 2.83 (0.66) 2.61

Sideward 2.51 (0.92)
a

2.80 (0.63)
ab

2.74 (0.61)
a

3.14 (0.65)
b

4.63**

Forward 45° 2.34 (0.91)
a

2.74 (0.70)
ab

2.63 (0.73)
a

3.14 (0.60)
b

6.97***

Forward 2.43 (0.92)
a

2.77 (0.77)
ab

2.43 (0.70)
a

3.06 (0.87)
b

4.81**

Average 2.41 (0.83)
a

2.79 (0.54)
ab

2.54 (0.59)
a

3.02 (0.60)
b

6.09***

**p<.01, ***p<.001

a<b: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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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거리가 15.4cm로 둘레가 큰 Ex2와 Ex4의 경우

Ex2, Ex4 중 높이가 14cm로 비교적 낮은 Ex2에 대하

여는 낮다는 평가가 Ex4에 대하여는 편안하다는 ‘3’에

가까운 평가를 나타냈다.

시판 쿠션의 경우 형태와 크기의 차이가 커서 만족

도 역시 쿠션별로 차이가 컸었지만 실험 쿠션의 경우

형태는 거의 같고 높이, 둘레에 차이를 두었기에 만족

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적정성 평가에서는 쿠션별 차이를 나타내어 최

종 쿠션을 선정할 수 있었다. 둘레 만족도는 둘레가 큰

Ex2, Ex4가 비교적 높았고 <Table 13> 둘레 적정성에

서는 Ex2보다는 Ex4가 편안하다는 ‘3’에 가까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4). 높이 적정성과 둘레 적정성

을 모두 고려하여 Ex4를 개발 목 쿠션으로 선정하였고

패턴은 <Fig. 6>에 나타냈다.

등받이 형상에 따라서는 요추 부분의 지지가 요구되

었지만 대부분의 교통수단 내 좌석에 등받이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요추 부분의 공기가 지나치게 주입되지

않도록 요철이 있는 형태로 하였다. 등받이 기울기에

따라서 지지가 요구되는 요추 아래 부분의 경우 요추

지지대의 깊이, 승객의 자세에 따라 요구되는 쿠션의

깊이 변화가 크기에 요추 아래 부분은 주입되는 공기

량이 많도록 요철이 없도록 고안하였다(Fig. 7). <Fig.

5>의 지지가 요구되는 음영표시 부분보다 <Fig. 7>의

쿠션이 덮는 부분이 커서 y16까지 확장된 것은 실제

지지되어야 할 y13 부분의 쿠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서이다. 쿠션의 공기주입 후 깊이는 쿠션 패턴의 거리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쿠

션의 패턴이 커져야 한다. y13의 부분에 받쳐질 쿠션

의 깊이 확대를 위하여 쿠션 패턴은 y16까지의 치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기주입 후에는 다시 패턴

의 축소가 일어나기에 확대 전 지지 부분의 치수를 토

대로 한 패턴<Fig. 8>을 기준 패턴으로 정하고, 패턴을

105%, 110%, 115%로 확대하여 실험 쿠션을 제작하였

다. 110% 확대 쿠션의 경우는 공기주입 후 각 부분의

Fig. 6. Pattern of development neck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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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ts supported by waist cushion.

Fig. 8. Size of waist cushion before enlargement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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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치수가 기준 치수에 도달하여 사용자들의 지지

부위를 충분히 감쌀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또 세 확

대 비율의 쿠션을 사용한 평가에서 <Table 15>와 같이

110% 확대 비율을 가진 쿠션이 가장 편하게 평가되어,

패턴을 110%로 확대하여 개발하였다(Fig. 9).

3) 베스트 패턴 설계 및 제작

베스트는 스탠드 칼라가 달리고 엉덩이를 덮는 길이

로 디자인하였다. 앞중심은 목 앞점에서 허리둘레선까

지는 지퍼로 여밈을 처리하였고, 아래로는 스냅으로

하여 앉은 자세에서 베스트의 도련이 벌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목 쿠션은 목 뒤점 부위에 고리를 달아 탈

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리 쿠션은 베스트 안쪽에 달

리도록 하였다(Fig. 10).

베스트 패턴 설계 시 고려해야할 점은 허리 쿠션이

삽입된 요추 부분에서 밑단까지의 공기주입 후의 치수

변화로, 치수 변화를 고려하여 요추 아래 부분으로 여

유분을 두어야한다. 동일인이라도 자세에 따라 엉덩이

와 좌석 등받이 간의 거리가 달라진다. 이 거리에 따라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 쿠션의 깊이 변화

또한 요추 부분과 요추 아래 부분이 다르다. 허리 쿠션

의 확대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피험자 30명에게 확장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도출하였던 안

락한 상태에서의 주입량을 주입하였을 때의 허리, 엉

덩이둘레의 치수 변화를 고려하여 패턴에 여유분을 두

었다. 허리둘레에서는 5.5~6cm의 차이를 나타냈고, 엉

덩이둘레에서는 5~5.5cm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베

스트 패턴은 임갑택식 재킷 원형(Lim, 2004)을 참고하

여 가슴둘레에서 8cm, 허리에서는 16.5cm, 엉덩이 부

분에서는 10cm의 여유분을 두고 설계하였다(Fig. 11).

허리 부분까지는 지퍼로 잠겨야하는 부분으로 여유

분을 충분히 두었고 엉덩이 부분의 경우 앉은 자세에

서 체표면 변화가 크기에 체표면 변화와 깊이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의복의 패턴 치수를 키우는 것은 공기

를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장하고 서 있는 자세를

고려한다면 여유분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패턴의

Fig. 9. Size of waist cushion enlarged 110% (Unit: cm).

Table 15. Comfort of waist cushion classified by en-

largement ratio                                       (n=30)

Enlargement

ratio

Factor

105% 110% 115%

F-value
M (SD) M (SD) M (SD)

Comfort 3.70 (0.95)
a

4.30 (0.75)
b

3.83 (0.83)
ab

4.13*

*p<.05

a<b: Scheffe test

– 190 –

Fig. 10. Ve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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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를 크게 하는 방법보다는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선

택하고 허리 아래로 숨은 스냅으로 처리하여 앉은 자

세에서는 스냅을 열어 베스트가 당기지 않도록 하였다.

목 쿠션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점을 고려하여 <Fig.

12>와 같이 환편 니트로 외피를 제작하였고, 베스트의

뒤판도 베스트 안쪽에 삽입된 허리 쿠션에 공기를 주

입하였을 경우 허리 부위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고려

하여 신축성 있는 환편 니트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

다(Fig. 13).

3. 공기주입형 베스트의 안락감 평가

유효성 평가에서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개발 목 쿠션이 떨어지는 정도가 가장 작

게 떨어진다고 답하여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것

에 대한 정도는 시판 목 쿠션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개발 목 쿠션의 경우에는 목 쿠션이 없을

때와 시판 목 쿠션을 착용했을 때와는 유의적인 차이

Fig. 11. Vest pattern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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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inal neck cushion air injected.

Fig. 13. Final vest with waist cushion air in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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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허

리를 받쳐주는 느낌 정도는 시판 쿠션과 개발 쿠션의

사용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냈다(Table 16).

목, 등 부분에 대한 안락감 역시 목 쿠션과 허리 쿠

션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안락하게 나타났다. 허리의 안락감을

묻는 문항에서는 허리 전반에 걸쳐 감싸는 효과를 가

진 개발 허리 쿠션에 대한 안락감은 높게 나타났다.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모두 사용한 전체적 안락감은 개

발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사용할 때가 시판 쿠션을 사

용할 때나 쿠션이 없을 때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안락

하게 나타났다(Table 17).

V. 결 론

이동이 빈번해진 현대인의 일상에서 교통수단 혹은

역과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대되었다. 이러

한 공간에서의 좌석은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형태를

하고 있지 않아 개인이 휴대용품을 이용하여 안락감을

증대하기도 한다. 이에 늘 일상에서 지니며 개인의 치

수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의복을 통하여 안락감을 증대

하도록 쿠션이 삽입된 베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통수단 내 좌석에서 불편한 점과 그 개선점을 알

기 위하여 관찰과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통수

단 내 좌석에서 가장 빈번한 활동은 ‘수면’이며 이때

목이 옆, 혹은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허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고 문

제의 개선을 위하여 허리를 지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 베스트의 쿠션은 목과 허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정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쿠션은 목을 적정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시판 쿠션 중 비교적 안락감이 높은 쿠션을

토대로 실험 쿠션을 제작하여 그 중 가장 평가가 좋은

쿠션을 선정하였다. 허리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피험자

의 등, 허리를 탁본하여 형상을 얻고 등받이 형상에 따

라 지지되는 등, 허리 부위를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쿠

션 패턴을 제도하였다. 공기가 주입되기 전과 된 후 변

화되는 치수를 감안하기 위하여 쿠션은 기준 패턴에서

105%, 110%, 115%로 확대하여 실험 쿠션을 설계하고

그 중 안락감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110% 확대

패턴을 선정하였다. 

목 쿠션이 탈착되고 허리 쿠션이 베스트 안쪽에 삽

입되어 있어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쿠션을 선택하고

Table 16. Effectiveness of cushions                                                             (n=30)

Experimental

treatment

Effects

Without cushions
With commercial neck,

waist chshions

With final neck,

waist cushions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Head falling sideward 4.43 (0.73)
c

2.93 (1.17)
b

1.77 (0.97)
a

56.47***

Head falling forward 3.57 (1.63)
b

3.30 (1.49)
b

2.20 (1.10)
a

 7.76***

Oppression of back and waist part 3.43 (1.07)
b

2.90 (1.16)
b

1.90 (1.09)
a

14.81***

Waist supporting 2.37 (1.16)
a

3.93 (1.11)
b

4.30 (0.92)
b

27.76***

***p<.001

a<b<c: Scheffe test

Table 17. Subjective comfort of cushions                                                         (n=30)

Experimental

treatment

Parts

Without cushions
With commercial neck,

waist chshions

With final neck,

waist cushions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Neck 1.70 (0.99)
a

3.60 (1.16)
b

4.13 (0.90)
b

46.94***

Back 2.43 (0.77)
a

3.53 (1.14)
b

4.10 (0.92)
b

23.57***

Waist 2.23 (0.90)
a

3.77 (1.10)
b

4.47 (0.73)
c

45.90***

General comfort 2.40 (0.67)
a

3.43 (0.82)
b

4.17 (0.83)
c

38.99***

***p<.001

a<b<c: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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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쿠션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공기를 배출하여 베스트 전체의 부

피를 줄일 수 있기에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하였다. 허리에는 쿠션이 안쪽으로 삽입되는 점을 감

안하여 패턴 설계에서 여유분을 두고 소재 또한 신축

성 있는 환편 니트로 하였다. 

개발된 연구 베스트는 피험자의 유효성 평가와 주관

적 안락감 평가에서 시판 목 쿠션과 허리 쿠션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동을 하며 머물게 되는 공공

의 좌석에서 안락함을 증대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안락하게 지지할 수 있는 쿠션 형태를 개발하는 점

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고 다니

는 의복이기에 심미성이 요구되므로 디자인에 대한 연

구가 뒤따라야 연구복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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