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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gauge the buying and wearing propensities of wearers of leg guards

made for baseball catchers, as well as product characteristics of preferred leg guards. Data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to obtain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leg guard design. Degree of comp-

ression, horizontal distance, cross section view and outline 3D sketch were also analyzed from the 3D data

of leg guards; in addition, mobility and kinematic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a wearing test. The sur-

vey indicated that imported products dominate the current retail market because they are appreciated by

customers in terms of fit, price, brand, and protection. Representative complaints of products were discom-

fort, pressure, and the heavy-weight of the leg guards in general attributed to overall structure and 3D shape.

When the pressure was lower on the front area of knee, it feels better to wear and the average knee angular

velocity during the up and down motion increased, which suggests a better design from a kinematic point

of view. The knee is the primary part of the body responsible for any movement of the lower limbs; conse-

quently, the degree of compression and support stability of the leg guards near the knee area are important

factor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eg guards. The results of our study indicate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in product design and the development of baseball leg guards along with an ergonomic

design that considers the mobility of the knee, skin deformations is necessary to improve performance. The

process followed in this study will be applicable to studies on oth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sports.

Key words: Leg guards, Wearing propensities, Wearing comfort, 3D shape, Mobility of movement; 다리

보호대, 착용실태, 착용감, 3차원 형태, 운동기능성

I. 서 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스포츠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여러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 시 예상하지 못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강한 외력이 신체에 가해져 상해가 초래

되기도 한다(Park, 1997). 스포츠 상해는 상대와의 격한

대결이나 과도한 동작이 포함된 스포츠 종목에서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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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배가된다(Hassan & Dorani, 2001). 그렇기 때문에 야

구, 하키, 미식축구와 같은 일부 스포츠는 충격과 부상으

로부터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Velani et al., 2012). 그러므로 착용규정

이 있는 스포츠 경기 시에는 선수들이 보호장비를 착용

은 하고 있으나 동작 시의 불편함, 경기력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 무게로 인한 압박감 등 보호장비에 대한 불

만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착용규정이 없는 스포츠 경기

시에는 불편함이 앞서서 보호장비 사용을 꺼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raham et al., 2004; Ross et al., 2010;

Kroncke et al., 2008; Quinn & Bradley, 2012). 스포츠 개

인 보호장비는 경기 종목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호기능

을 유지하면서 선수의 경기 수행에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착용쾌적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Watkins, 1995/1998). 스포츠 보호장

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경기 종목에 따른 보호복의 형

태, 착의조건, 소재 및 디자인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을 도출한 연구(Park & Lee, 2003), 착탈의와 외관 및 쾌

적성 등을 향상시킨 스노우보드용 보호속바지 개발에

관한 연구(Lee, 2009), 발차기 동작에 따라 태권도 가슴

보호대의 에너지 흡수기능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의 공업

표준 설계 규격을 제안한 연구(Min, 1992), 태권도복 및

보호대의 착용실태 조사연구(Yi & Kim, 2008) 등이 있

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국내 프로야구는 지난 2012년

715만 6,157명을 기록하며 관중 7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In & Lee, 2012). 프로야구의 인기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야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야구 관람에 그치지 않고

사회인 야구단 결성으로 서로 경기를 하며 친목을 도모

하고 있다. 야구 경기에서의 다양한 포지션 중 포수는

공을 받는 사람으로 공을 받지 못하면 시속 140km가 넘

는 공에 맞아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경기 내내 약 150회

이상 앉았다 일어서기의 반복 동작을 하는 어려운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Hample, 2007/2009). 그러므로 헬멧,

안면보호대, 가슴보호대, 다리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

를 수행해야만 하는데 착용하는 모든 보호대의 무게가

5kg나 되어 경기 시 체력소모가 굉장히 크고, 쪼그려 앉

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몸무게와 장비무게의 7배인 대

략 630kg이나 된다고 한다(Sung, 2013). 현재 프로야구

선수 및 동호인은 보호대 구매 시 아직까지 국내의 야구

용품 전문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 대부분이 수입 브랜

드를 선호하는 실정이고 이는 착용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수가 착용하는 여러 보호대 중 다리에 밀착

시켜 착용하는 다리보호대의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다

른 보호대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수입 브랜드 제품은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해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

하여 야구 다리보호대의 구매 및 착용실태를 조사하였

으며 설문결과에 따라 구매율이 높은 시판 다리보호대

를 구매하여 구조분석 및 착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판 다리보호대에 대하여 3차원 형태분석, 착용 시 압

력, 운동학적 분석을 하였다. 추후 착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착용감 및 동작가동성이 향상된 다리보호대 설

계 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구매 및 착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다리보호대를 착용하고 야구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불만사항과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여 다리

보호대의 최적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3년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서울

과 대전에서 사회인 야구의 포수 포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 남성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다리보호대 브랜드와

구매에 관한 7문항, 다리보호대 착용실태 2문항, 다리

보호대의 성능 및 불편사항 4문항, 다리보호대 착용감

15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 중인

다리보호대의 착용감 평가척도는 ‘매우 그렇다 또는 매

우 좋다(5점)’, ‘그렇다 또는 좋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 또는 나쁘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 또

는 매우 나쁘다(1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다.

2. 시판 다리보호대 분석

1) 피험자 선정

시판 다리보호대의 착의평가 및 의복압 평가를 위한

피험자는 20대 후반 남성 5명으로, 운동학 평가는 2명을

추가해 총 7명으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고서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20대 후반 남성의 하체 대표 치수(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허리높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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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높이, 키, 몸무게)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제6차 한국

인 인체치수조사보고서의 20대 후반 남성의 평균 인체

치수와 착의평가 피험자의 인체치수는 <Table 1>에 제

시하였다(KATS, 2010).

2) 시판 다리보호대 구조분석 및 착용평가

구조분석 및 착용평가의 분석대상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율이 높은 해외 브랜드 2개(JLG, ULG), 국내

브랜드 1개(KLG)를 선정하였다. 먼저 보호대 구조, 무

게, 총길이, 외피(hard shell)와 내피(form padding) 길이,

연결스트랩 위치를 분석하였다. 무게는 Combics 1 Plus

(Sartorius, 정밀도: 0.01g)로, 길이는 줄자로 측정하였다.

착의평가는 5명(S1~S5)의 피험자에게 3개의 시판 다리

보호대를 무작위로 착용시킨 후 정자세와 동작 시의 착

용감을 평가하였다. 정자세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피험

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동작평가가 이루어졌다. 동

작평가는 다리보호대를 착용하고 20분 동안 동작한 후

평가를 하였으며 다른 다리보호대 착용 전에 10분의 휴

식을 부여하였다. 3개의 다리보호대를 평가하기 위해 총

90분이 소요되었다. 야구 포수가 취하는 주요 네 가지 동

작을 선정하여(‘뛰기’, ‘쭈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앉았다 일어서서 송구하기’) 순서에 상관없이 10회 반

복하고 ‘동작이 용이한가’, ‘사이즈가 적합한가’, ‘허벅지

가 편안한가’, ‘무릎이 편안한가’, ‘정강이가 편안한가’,

‘발목이 편안한가’의 문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매우 그렇다(7점)’, ‘보통이다(4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설명어만을 제시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

게 하였다. 또한 동작평가 후 다리보호대의 선호도를 순

위평가하였다.

3) 시판 다리보호대의 3차원 형태분석

착의평가 결과, 동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리

보호대를 선정하여(ULG, KLG) 3차원 형태를 분석하였

다. 다리보호대의 구성 및 명칭은 <Fig. 1>과 같다. 다리

보호대 착용 전과 착용 후의 다리를 3차원 스캐너(Artec

3D, VisionTech)로 촬영하여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피험자 S1을 대상으로 정자세와

90도 무릎 굴곡 자세로 스캔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은 Geo-

magic Design X(3D systems, Korea)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3차원 분석 프로그램으로 착의 단면 형상을 이용

해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극량 분포를 분석한 선행연구

(Lee et al., 2014; Lim, 2010)와 같이 다리보호대 착용 시

인체와 다리보호대 간의 밀착 정도를 메쉬 거리 편차(me-

sh deviation: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mesh 데이터 간의

거리 차이)와 수평 및 수직단면 형상으로 확인하였다.

단면 형상은 허벅지, 무릎, 정강이의 위치에서 획득했으

며, 1.5cm 간격으로 인체에서 다리보호대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밀착된 정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아바타 형상의

외곽선을 추출하여 인체의 체형을 비교 분석한 Hong

(2013)과 Lee(2012)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리

보호대의 외피와 내피의 3차원 메쉬 형상 외곽을 3차원

메쉬 스케치(mesh sketch)를 이용해 추출하여 다리보호

대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리보호대의 뒤연결고리

위치도 확인하였다.

4) 시판 다리보호대의 착용압력 및 운동학적 분석

다리보호대 착용압력은 설문조사 및 착용평가 결과

를 반영하여 다리보호대 각 파트(허벅지, 무릎, 정강이)

의 안쪽 중앙 위치에서 측정하였다(Fig. 1). 압력 측정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aring leg guards                               (Unit: cm)

S1 S2 S3 S4 S5 S6 S7
Subjects Size Korea

Mean S.D. Mean S.D.

Stature 178.0 173.0 180.0 180.0 175.0 171.0 170.0 177.2 2.8 175.3 3.8

Weight 72.0 70.0 75.0 78.0 75.0 71.0 71.0 74.0 2.8 73.1 2.7

Waist C. 80.6 79.5 72.0 78.0 81.0 82.5 85.0 78.2 3.3 79.8 3.8

Hip C. 100.5 96.5 95.0 102.0 97.5 98.0 97.2 98.3 2.6 98.1 2.2

Thigh C. 58.0 59.0 57.0 60.0 60.5 55.5 59.0 58.9 1.3 58.4 1.6

Knee C. 38.0 37.5 38.2 39.5 38.0 37.0 36.0 38.2 0.7 37.7 1.0

Ankle C. 26.0 25.8 24.0 27.8 27.0 25.0 26.5 26.1 1.3 26.0 1.2

Waist H. 105.5 105.0 107.0 113.0 104.5 106.5 106.0 107.0 3.1 106.8 2.7

Knee H. 49.5 48.0 50.0 51.0 50.0 45.0 48.0 49.7 1.0 48.8 1.8

Unit: kg (weight)

C: Circumference, H: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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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기주입식 의복압 센서 AMI 3037-2(AMI Techno,

Korea)를 사용하였고 5명(S1~S5)의 피험자에게 각각의

다리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정자세에서 실시하였다. 그

리고 운동학적 변인으로 최대각속도 분석을 통해 다리

보호대 간의 동작가동성을 비교하였다. 단 피험자 수는

스포츠과학과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3D 동

작분석 카메라 6대(Motion Master, Visol, Korea)를 이용

해 피험자 7인(S1~S7)에게 다리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앉

은 상태에서 일어섰다 다시 앉기(Up-Down) 동작을 수행

하는 동안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속도는 100 frame/s,

셔터스피드는 1/500s로 설정하였고, 촬영된 영상의 분석

을 위해 Kwon3D XP(Visol, Korea)를 사용하였다. 피험

자가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무릎이 최대로 펴지는 순간

을 분석구간으로 하여 0.01초 간격으로 무릎이 회전한

각도를 계산하였으며 이때 최대각속도를 추출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인구통계학적 문항인 피험자의 연령, 신장, 체중과 다

리보호대 착용감에 관한 문항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

술통계로 산출하였다. 다리보호대 구매현황, 다리보호대

의 성능 및 불편사항 등에 관한 문항은 빈도분석과 다중

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순위형 자료는 1순

위를 얻은 문항에는 5점, 2순위를 얻은 문항은 4점, 3순

위를 얻은 문항은 3점, 4순위를 얻은 문항은 2점, 5순위

를 얻은 문항은 1점, 순위를 얻지 못한 문항은 0점을 부

여한 다음 각 문항의 총 순위점수를 구해 분석하였으며,

다리보호대 착용평가의 순위평가는 1순위를 얻은 보호

대에는 3점, 2순위를 얻은 보호대는 2점, 3순위를 얻은

다리보호대는 1점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순위 점수를 구해 분석하였다. 시판 다리보호대의 착의

평가 결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

며 Duncan으로 사후검증하였다. 착용압력과 운동학적

분석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20.0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설문조사 결과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

의 연령은 20대가 62.4%, 30대가 32.9%, 40대 4.7%로

20 · 30대가 대부분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76.5%,

기혼이 23.5%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 재학 37.6%,

대학 졸업 49.4%로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6.4%, 100~200만 원 미만이

28.2%, 200~300만 원 미만이 20.0%, 300~400만 원 미

만이 20.0%, 400~500만 원 미만이 8.2%, 500만 원 이상

이 4.7%로 조사되었다.

야구 경력은 5년 미만 72.9%, 5~10년 미만이 16.4%,

10~15년 미만 3.5%, 15~20년 미만이 2.3%의 분포를 보

여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75.9cm, 평균 체중은 74.2kg으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고서의 한국인 20 · 30대 평균 치수에 비

Fig. 1. Structure and designation of leg guards (left two figures) and position of measurement wearing pressure

(right two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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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격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KATS, 2010).

2) 다리보호대 구매 및 착용현황에 관한 조사

(1) 다리보호대 구매현황 및 착용현황

다리보호대의 구매현황 및 착용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리보

호대의 브랜드는 미즈노 54.1%, 윌슨 다이아몬드 22.3%,

모리모토 5.8%, Zip 3.5%, 기타 국내 브랜드 22.3%였다.

수입 브랜드인 미즈노와 윌슨 다이아몬드가 전체 구매

율의 76.4%를 차지하였다. 구매기준은 착용감이 42.3%

로 가장 높았고, 가격 31.7%, 보호기능성 21.2%, 디자인

15.2%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리보호대는 기능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제품으로 구매 시 디자인, 브랜드보다 착용

감이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

사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에 대한 응답은 76.1%가 없다

고 조사되어 대체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 착용하고 있는 다리보호대 구입가격대는 10~20만

원대가 44.7%, 30~40만 원대는 36.5%, 50만 원대는 7.1%

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전문 야구 선수가 아닌

취미활동으로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값비싼 전문 제품보다는 대중화된 제품을 구매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구매의 정보원으로는 인터넷 정

보 활용이 57.6%,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는 50.5%

로 조사되었으며, 구매는 주로 온라인 쇼핑 63.5%, 야구

용품 전문 소매점 28.2%로 대체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리

보호대의 착용횟수는 월 3회 28.2%, 4회 22.4%, 1~2회

17.6%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사용기간은 2년이 45.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년 21.2%, 3년 20%

가량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리보호대의 파손

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로는 뒤연결고리와 밴드가

64.7%로 가장 높았고, 무릎보호대 17.6%, 정강이보호

대 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리보호대의 뒤연결고리

는 플라스틱 클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호대를 다

리에 고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운동 중 다리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인해 뒤연결고리와 밴드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클립 파손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리보호대의 성능에 관한 조사

다리보호대의 성능에 관한 조사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보호성능은 평균 2.46점, 사이즈가 적절한가

에 관한 문항은 평균 2.76점으로 보통이다(3점)에서 나

쁘다(2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만족감을 나타내었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리보호대의 불만사항을 순위

별로 응답한 총 순위점수 결과는 동작 전과 동작 중 모

두 1순위는 동작불편, 2순위는 압박, 3순위는 무게, 4순

위는 습윤감, 5순위는 사이즈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

작가동성, 무게, 압박감 등이 개선된 다리보호대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동작 전 동작

불편을 예로 총 순위점수 계산은 1순위 응답자 수(20명)

×가중치(5)+2순위 응답자 수(12명)×가중치(4)+3순위 응

답자 수(14명)×가중치(3)+4순위 응답자 수(6명)×가중치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respondents                                                (N=85)

Characteristics N % Characteristics N %

Age

Twenties 53 062.4

Average

monthly

income

(won)

Under 1,000,000 14 16.4

Thirties 28 032.9 1,000,000-1,999,999 24 28.2

Forties 4 004.7 2,000,000-2,999,999 17 20.0

Sum 85 100.0 3,000,000-3,999,999 17 20.0

Marital status

Single 65 076.5 4,000,000-4,999,999 7 08.2

Married 20 023.5 Over 5,000,000 4 04.7

Sum 85 100.0 Sum 83 97.6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5 005.9

Baseball

career

(years)

Under 5 62 72.9

5-9 14 16.4In college 32 037.6

College graduate 42 049.4 10-14 3 03.5

In graduate school 3 003.5 15-20 2 02.3

Sum 81 95.2Sum 82 096.5

Characteristics Mean S.D. Characteristics Mean S.D.

Height (cm) 175.9 005.4 Weight (kg) 74.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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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present purchase condition and condition of leg guards worn

Characteristics N %

Brands of leg guards worn (multiple response)

Mizuno 46 054.1

Wilson Diamonds 19 022.3

Morimoto 5 005.8

Zip 3 003.5

Other 19 022.3

Total 92 108.2

Purchasing reason (multiple response)

Design 13 015.2

Color 10 011.7

Price 27 031.7

Size 4 004.7

Brand 8 009.4

Fit 36 042.3

Protection function 18 021.2

Total 116 136.2

Purchase experience of other company products
Yes 20 023.8

No 64 076.1

Total 84 099.9

Purchasing price

100,000-299,999 won 38 044.7

300,000-499,999 won 31 036.5

500,000-599,999 won 6 007.1

600,000-799,999 won 4 004.7

800,000-1,000,000 won 3 003.5

Total 82 096.5

Source of information (multiple response)

Colleague 43 050.5

Salesperson 1 001.1

Internet information 49 057.6

Other 2 002.3

Total 95 111.5

Purchasing place

On-line shopping 54 063.5

Retail shop 24 028.2

Other 4 004.7

Total 82 096.4

Number of wearing (monthly)

1-2 times 15 017.6

3 times 24 028.2

4 times 19 022.4

5 times 11 012.9

6 times 7 008.2

7 times 4 004.7

Over 8 times 4 004.7

Total 84 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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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순위 응답자 수(17명)×가중치(1)로 산출되었다.

(3) 다리보호대의 착용쾌적성에 관한 조사

조사대상자들이 야구 경기 시 착용하고 있는 다리보호

대의 착용감을 부위별로 압박감, 쾌적성, 착용감각(문항:

덥다, 시원하다, 끈적인다, 눅눅하다, 조여서 불편하다)으

로 나누어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착용압박감과 쾌적성은 대

부분의 부위에서 평균 3점 이하로 보통이다보다 나쁘다

고 평가하였다. 허벅지 부위의 압박감이 가장 낮은 점수

값을 나타났으며, 무릎과 뒤연결밴드의 착용쾌적성이 가

Table 3. Continued

Characteristics N %

Durability

1 year 18 021.2

2 years 39 045.9

3 years 17 020.0

Over 4 years 11 012.9

Total 85 100.0

Damaged parts (multiple response)

Knee protector 15 017.6

Shin protector 12 014.1

Thigh protector 5 005.8

Connection strap 55 064.7

Other 3 003.5

Total 90 105.7

Table 4. Results of performance of leg guards worn, comfort, and wearing sensation and discomfort according to

movement (at rest and during movement)

Characteristics Mean S.D. Characteristics 
1

st

(n) 

2
nd

(n) 

3
rd

(n) 

4
th

(n) 

5
th

(n) 

Total order

score

Protection performance 2.46 0.72

Discomfort

at rest

Movement

discomfort
20 12 14 6 17 219

Size system 2.76 0.63

Pressure

Thigh 2.67 0.77 Weight 15 16 16 10 3 210

Knee 2.93 0.72 Pressure 13 19 16 11 5 216

Shin 3.01 0.73 Damage 3 7 4 10 15 90

Ankle 2.88 0.88 Size 8 7 11 18 13 150

Strap 2.94 0.87 Wet sensation 14 9 6 10 13 157

Overall

comfort

Thigh 2.93 0.75 Other 1 0 1 0 0 8

Knee 2.77 0.77

Discomfort

during

movement

Movement

discomfort
26 15 14 6 6 250

Shin 2.86 0.81

Ankle 2.88 0.80 Weight 9 13 17 12 11 183

Strap 2.71 0.82 Pressure 19 21 9 10 10 236

Wearing

sensation

Hot 3.78 1.01 Damage 3 8 5 9 17 97

Cool 2.22 1.03 Size 4 2 16 17 14 124

Sticky 3.22 1.06 Wet sensation 11 12 6 11 7 150

Humid 3.41 1.12 Other 2 0 0 0 0 10

Too tight 3.28 0.99

Pressure, overall comfort and wearing sensation of the above entries were evaluated a 5-point Likert scale: 5-point (very good or 

extremely), 4-point (good or quite a bit), 3-point (moderately), 2-point (bad or a little), 1-point (very bad or not at all)

Total order score = 1
st
 (n)×5+2

nd
 (n)×4+3

rd
 (n)×3+4

th
 (n)×2+5

th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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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감각은 ‘덥다’(3.78), ‘눅눅

하다’(3.41), ‘조여서 불편하다’(3.28), ‘끈적이다’(3.22) 항

목에서 ‘보통~그렇다’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시원

하다’(2.22)의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그렇지 않다’의 값

을 나타내었다.

다리보호대의 착용실태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수입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인의 인체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즈와 구조로 인해 발생

함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착용압력 및 무게로 인해

동작가동성이 저하되어 불편하고, 운동 시 인체에서 발

생하는 수분의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덥고 눅

눅한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보호복의 착용실태에 관해 다룬

다음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Kim and Kim

(2014)에 따르면 여자경찰 기동대원들의 보호복이 활동

성, 통풍과 땀 흡수율에 있어서 불만족 한다고 하였으며,

Lee and Kim(2008)의 태권도 보호복에 관한 연구에서 헤

드기어의 경우 더위와 땀 흡수성에 관해 불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호복들은 충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

하기 위해 사용된 두꺼운 폼과 플라스틱의 사용이 절대

적이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동작

가동성 및 온열쾌적성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느

끼고 있다. 앞서 충격보호복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Park

and Lee(2003)은 인체공학적 설계, 경량화, 신소재 개발

을 통한 통풍성과 투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 야구 다리보호대 역시 한국인의 인체치수에 적

합한 사이즈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동작기능성 향상을 위

해 동작에 따른 체표변화 및 신장율 분석(Choi, 1995;

Lee, 2013)과 관절의 가동범위분석(Han et al., 2012; Kim,

2009) 등으로 포수의 주요 동작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

공학적 설계구조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활

한 수분 배출을 위한 소재 물성에 관한 고려 및 통풍을

위한 환기구 디자인 설계 등을 통해 착용쾌적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시판 다리보호대의 분석

1) 시판 다리보호대 형태분석

설문조사 결과 <Table 3>에 의하면 착용 중인 다리보

호대는 미즈노, 윌슨 다이아몬드, 모리모토 순이었으며

76.2%의 응답자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본 적

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본인이 소지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세 브랜드 제품을 형태분석을 위

한 시판 다리보호대로 선정하였으며 JLG, ULG(해외 브

랜드)와 KLG(국내 브랜드)로 명명하였다. 형태분석 결

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리보호대의 구조

는 JLG와 ULG는 3중 무릎보호컵과 정강이, 발등보호

대로 동일했으나 무릎보호컵의 연결방식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KLG는 2중 무릎보호컵, 정강이, 발등

보호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게는 ULG가 900g으로 가

장 무거웠으며 총길이도 가장 길었다. 다리보호대 각 영

역별 가로, 세로의 최대길이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표준편차 ±2.0 이내의 값으로 각 제품 간의 차이가 크

지 않았다. 그러나 ULG 외피의 정강이보호대는 가로길

이가 28cm, 내피의 정강이 가로 최대길이는 39cm로 다

른 제품보다 정강이보호영역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

제품은 미국 브랜드로 키가 큰 서양인의 인체치수를 기

반으로 설계되어 정강이 부분에서 다른 제품들과 차이

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LG의 무릎중앙보호

대의 외피 세로 최대길이는 20cm, 내피 무릎중앙 가로

최대길이는 34cm로 무릎중앙의 보호영역이 넓었다. 2중

무릎보호컵 구조 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릎중앙의

보호영역을 크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3가지 제품

모두 연결구조는 E-band와 클립형으로 이루어졌다.

2) 시판 다리보호대 착용평가

시판 다리보호대의 정자세에서의 착용평가 결과는 정

자세 시 착용감과 사이즈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에서는

ULG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무게의 적절성 문항에

서는 KLG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작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뛰기’ 동작 시 무릎과 발목의 편안함을 묻는 문

항에서 ULG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p<.05, p<.01),

KLG는 무게에 있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문항에서는 ULG의 평

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쭈그려 앉기’ 동작 시에는 무

릎이 편안한가와 동작이 용이한가 문항에서 ULG와 KLG

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p<.05).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시에는 모든 문항에 있어서 KLG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무릎이 편안한가 문항에서는 다리보호대들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앉았다 일어

서 송구하기’ 동작 시에는 허벅지가 편안한가 문항에서

KLG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p<.05), 그 밖의 문항

에서도 KLG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해보면 ULG는

동작 시 무릎, 발목 부위를 편안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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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G는 적절한 무게감과 동작 시 무릎과 허벅지가 편안

하다고 평가하였다. 동작평가에서 KLG가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순위평가 결과는 피험자들이 ULG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구조적으로 무

릎 부분의 착용감이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동작을

할 때 불편함이 덜했다고 응답하였다. 다리보호대가 착

용되는 인체에서 무릎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서 가장 변화가 큰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무릎이 편안한

다리보호대는 다른 부위의 편안함 정도보다 착용자가

가중치를 두어 평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시판 다리보호대의 3차원 데이터 분석

(1) 다리보호대와 인체의 밀착도 분석

착의평가 결과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ULG와 KLG

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여 다리보호대의 구조 및

형태를 분석하였다. 정자세에서 다리보호대 착용 전과

착용 후 다리의 메쉬 거리 편차를 실시한 결과<Fig. 2>,

ULG가 KLG보다 비교적 인체와의 거리가 근접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두 개의 다리보호대는 모두 허벅지 부위보

다 정강이와 무릎 부위에서 인체와 다리보호대의 거리

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피는 다리보호대의 연결스트

랩이 당기는 힘에 의해 다리의 표면을 그대로 감싸고 있

어 인체와의 밀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

보호대를 착용한 정자세와 무릎 90도 굴곡 자세 다리의

3차원 데이터를 정면에서 수평/수직 단면 형상을 나타낸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해당 단면 형상에서 1.5cm 간

격으로 인체에서 다리보호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단면 형상과 함께 살펴보았다. 정자세와 무

릎 90도 굴곡 동작 시 두 다리보호대 간 차이가 크게 나

타나는 부위는 정강이 부위로 ULG(평균: 3.67cm)가 KLG

Table 5. Analysis of leg guard shape on the market                                 (Unit: cm)

ULG JLG KLG

Mean S.D.
System

Triple knee cup,

shin, top of foot

Triple knee cup,

shin, top of foot

Double knee cup,

shin, top of foot

Weight (g) 900.0 790.0 790.0 826.7 63.5

Full length 083.5 071.0 075.5 076.7 06.3

Maximum

horizontal length

(hard shell)

1
st
 knee 020.5 018.0 023.0 020.5 02.5

2
nd

 knee 020.5 - - 020.5  

3
rd

 knee 024.5 022.0 022.5 023.0 01.3

Shin 028.0 020.5 020.5 023.0 04.3

Top of foot 010.5 010.5 012.5 011.2 01.2

Maximum

vertical length

(hard shell)

1
st
 knee 009.5 009.5 010.0 009.7 00.3

2
nd

 knee 009.5 - - 009.5  

3
rd

 knee 014.0 012.0 020.0 015.3 04.2

Shin 028.0 026.0 028.5 027.5 01.3

Top of foot 12.0*13.0 10.0*11.0 7.0*9.0   

Maximum

horizontal length

(form padding)

1
st
 knee 022.0 021.0 024.5 022.5 01.8

2
nd

 knee 023.5 - - 023.5  

3
rd

 knee 027.0 027.5 034.0 029.5 03.9

Shin 039.0 030.0 036.0 035.0 04.6

Top of foot 014.0 012.0 015.0 013.7 01.5

Maximum

vertical length

(form padding)

1
st
 knee 010.5 010.5 013.5 011.5 01.7

2
nd

 knee 010.0 - - 010.0  

3
rd

 knee 048.0 045.5 049.0 047.5 01.8

Shin 030.0 028.7 031.0 029.9 00.9

Top of foot 015.5 015.0 016.5 015.7 00.8

Strap  Clip+E-band Clip+E-band Clip+E-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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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48cm)보다 밀착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릎 부위

와 허벅지 부위의 밀착도는 유사하게 나타났고 다만 KLG

가 다리의 표면을 더 많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

다. 착용평가 시 KLG의 허벅지 부위가 더 우수하게 평가

된 이유는 2중 무릎 보호구조로 이루어져 허벅지 부위의

부담이 적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무릎 90도

굴곡 동작 시에는 허벅지 부위와 정강이 부위에서 ULG

가 KLG보다 인체에 좀 더 밀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Table 6. Results of mobility of movement

JLG ULG KLG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Running

Easy movement  3.80 1.92 5.83 1.47 4.75 0.50 2.581

Size suitability  4.40 2.79 5.33 1.86 4.75 0.96 0.287

Weight suitability  3.80
b

1.79 5.83
a

0.75 6.00
a

0.82 5.025*

Comfort of thigh  3.80 2.17 6.17 1.60 5.50 0.58 2.899

Comfort of knee  5.00
b

0.71 6.33
a

0.82 4.75b 0.50 7.545**

Comfort of shank  4.60 1.14 5.67 1.51 5.25 0.50 1.082

Comfort of ankle  2.80
b

1.30 6.00
a

1.26 4.00b 1.63 7.579**

Squatting

down

Easy movement  3.20
b

1.30 5.5
a

1.38 6.00
a

1.41 5.767**

Size suitability  3.80 1.92 4.83 0.98 5.50 1.29 1.632

Weight suitability  4.20 2.05 6.00 0.63 5.75 1.26 2.493

Comfort of thigh  4.20 1.92 5.17 1.47 6.25 0.50 2.126

Comfort of knee  3.80
b

0.84 5.33
a

1.21 6.25
a

0.96 6.543*

Comfort of shank  4.40 0.89 4.83 1.33 5.75 0.96 1.684

Comfort of ankle  3.80 2.28 4.67 1.97 5.00 1.83 0.431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Easy movement  3.60 1.67 5.00 1.26 5.75 1.26 2.752

Size suitability  3.80 1.79 4.83 0.98 5.50 1.29 1.776

Weight suitability  4.20 2.05 5.67 1.03 5.75 1.26 1.678

Comfort of thigh  4.40 1.95 4.83 1.47 6.25 0.96 1.699

Comfort of knee  3.40
b

1.52 4.83
ab

1.33 6.00
a

0.82 4.582*

Comfort of shank  3.80 1.64 4.83 1.17 5.75 0.96 2.517

Comfort of ankle  3.40 1.95 4.83 1.94 5.00 1.83 1.031

Sitting down,

standing up

and

throwing a ball

Easy movement  4.20 1.92 5.33 1.63 5.50 1.29 0.881

Size suitability  3.40
b

1.95 4.83
ab

0.98 5.75
a

0.96 3.375

Weight suitability  4.00 1.87 5.83 0.75 5.25 0.96 2.865

Comfort of thigh  3.20
b

1.64 5.00
ab

1.41 6.00
a

0.82 4.877*

Comfort of knee  3.60 1.52 5.00 1.41 6.00 1.15 3.414

Comfort of shank  3.80
b

1.64 4.50
ab

1.38 6.00
a

0.82 2.969

Comfort of ankle  3.20 1.92 4.80 2.28 5.00 2.45 0.950

Preference order 1
st 

(n) 2
nd 

(n) 3
rd 

(n) Total order score

JLG 0 2 2 6

ULG 4 0 1 13

KLG 1 3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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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

a, b: Groups with the same letter have means that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y The above entries were evaluated a 7-point 

Likert scale: 7-point (extremely), 5-point (moderately), 1-point (not at all)

Total order score=1
st
 (n)×3+2

nd
 (n)×2+3

rd
 (n)×1

– 72 –



야구 다리보호대 디자인을 위한 착용실태 및 착용감, 운동기능성, 3D 형태분석 73

었다. 3중 무릎보호구조를 지닌 ULG는 동작 시 인체의

변화에 따라 다리보호대가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반면

2중 무릎보호구조의 KLG는 허벅지 끝에서 들뜨는 현상

이 나타나며 무릎 부위를 정확히 감싸지 못함을 확인했

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모두 외피의 3차원 형상만

을 분석한 것으로 내피의 구조 및 형태와 함께 분석하

여 인체의 다리와 밀착도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

는지 부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다리보호대 내피, 외피의 3차원 외곽선 분석 및

연결고리의 위치

3차원 스캔한 2종의 다리보호대의 외피와 내피의 외

곽선 형상분석을 통해 보호 영역을 확인하고 인체의 3차

원 형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

피와 내피의 외곽 스케치와 연결고리 사이 간격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LG는 3중 무릎보호구조로 보

호영역이 넓었으며 인체형상과 유사하게 정렬되었으나

KLG의 경우 정강이 파트에서 외피형상이 인체형상과

동일하게 정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피는 대

부분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강도의 물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착용자로 하여금 동작 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피의 외곽 스

케치는 무릎 파트는 KLG의 내피가 옆면 부위를 광범위

하게 보호해주고 있고 정강이 파트는 ULG의 보호영역

이 넓고 내피의 외곽 스케치가 인체의 형상을 따라 디

자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다리보호대

모두 복사뼈를 정확히 감싸지 못하고 있었다. 내피는 2차

원으로 제작되므로 최대한 인체형상을 반영하여 착용

시 인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보호영역

Fig. 2. Mesh deviation between body and leg guards, 3D sketch of outline, and location of connection strap.

Fig. 3. Cross-sectional and vertical-sectional view of standing posture and 90
o

 knee flexion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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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할 때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면과 근육의 변화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릎굽힘 동작 시 피

부접힘이 일어나는 오금과 정강이 옆면 부분의 경계를

확인해 접히는 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한다면 거슬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ig.

2>의 뒤연결고리 클립이 인체에 놓여지는 위치는 착용

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뒤연결밴드와 클립은

착용실태 조사 시 파손이 잦은 부위이기 때문에 다리보

호대 설계 시 E-band의 물성, 클립 재료의 강도 등을 확

인해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다리보호대 착

용 시 압력이 집중되어 불편함을 유발하는 부분이기 때

문에 위치 선정 시 뒷면 정강이와 허벅지 피부의 민감성

과 동작에 따른 피부접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시판 다리보호대의 착용압력 및 운동학적 분석

허벅지, 무릎, 정강이 앞면 3위치에서의 압력 측정결

과와 시판 다리보호대를 착용하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

서 무릎이 최대로 펴지는 동작구간에서 무릎 최대각속

도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ULG의 경우 정강이 앞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나타냈으

며 KLG의 경우 무릎 앞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측정되

었다. 두 보호대의 무릎 앞면에서 KLG의 착용압력이 유

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정자세 시 다리보호대 착용압력

의 차이는 동작 시에는 무릎이 굴곡되어 돌출됨에 따라

압력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착용압력이

커지면 이는 인체에 구속감을 유발하여 다리보호대 착

용 시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무릎 최대각

속도는 오른쪽, 왼쪽 모두 다리보호대 간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두 다리의 평균 최대각속도는 ULG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ULG가 무릎에 구속감을 덜 주

어 KLG에 비해 동작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즉 다리보호대가 착용되는 인체 부위 중

무릎 관절 주변은 동작에 따라 피부 및 근육의 변형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의 착용감이 다리보호

대의 전반적인 착용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ULG는 인체의 동작에 따라 형태가 자

연스럽게 밀착했으며, 무릎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과 높은 각속도가 측정되어 신체적합성과 운동기

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Lee et al.(2013)은 거들의 적정 의복압은 평균 2.1

±0.8kPa, 웨이스트 니퍼는 평균 1.5±0.8kPa, 최대한계값

은 2.3kPa이라 하였고, Kweon(2012)은 일반적인 의복압

허용한계 3.92kPa이라 언급하였다. Baek and Choi(2008)

는 의복압은 부위별로 적정 수준이 다르며 하체의 적정

압박수준 중 허벅지는 약 3.53kPa, 종아리는 2.35kPa이

라고 하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리보호대는 정자세

시 KLG의 무릎을 제외하고 한계값까지 측정되지는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세에 따른 의복압 변화 고찰

(Kim & Baek, 2009)을 보면 의복 착용 시 선 자세에서 무

릎, 정강이, 허벅지 순으로 의복압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다리보호대 착용압력은 위에서 언급

한 순서가 아니었다. 게다가 다리보호대는 일반 의류제

품과는 달리 밀착 정도가 착용압력과 직결되지 않는 현

상이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스키 팬츠 착용감에 관

한 연구(Lee et al., 2001)에서 무릎보호대에 패드를 부착

하지 않으면 착용압력이 6.86kPa로 크게 나타났고 보호

대에 2중 패드가 있으면 착용압력이 감소함을 관찰하였

다. 그러므로 다리보호대는 일반 의복과는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고 내피의 소재나 디자인이 다리보호대 설

계 시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ULG의 허벅지와

무릎의 구조와 KLG의 정강이 구조를 응용함과 동시에

무릎의 동작에 따른 관절과 근육의 변화에 관해 분석하

여 보호패드의 3차원 설계를 반영한다면 보호기능성은

유지하면서 착용압력을 낮추어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Table 7. Wearing pressure of leg guards     (Unit: kPa (pressure), 
o
/s (angular velocity))

 
ULG KLG

t
Mean S.D. Mean S.D.

Wearing

pressure

Front thigh 000.44 00.24 001.21 01.16 −0.1468*

Front knee 000.14 00.14 005.17 02.84 −3.9550*

Front shin 002.04 02.52 000.94 00.96 0.9140*

Maximum

angular

velocity

Right knee 303.02 60.12 286.10 44.26 1.7040*

Left knee 260.24 29.09 307.81 52.03 1.0170*

Both knees 312.59 88.87 274.81 35.91 3.362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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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구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착용쾌적성이 향상된 다리보호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야구 다리보호대 착용자를 중심으로

다리보호대의 구매, 착용현황, 쾌적성에 관한 실태조사

와 더불어 시판 다리보호대의 제품 특성 및 운동기능성

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리보호대는 대부분 수입 브랜드 제품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우선 구매기준은 착용감, 가격, 보호기

능성 순이었다. 구입가격대는 10~20만 원대, 30~40만 원

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인터넷 정보 활용과 동료로

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조사되었다. 둘째, 다리보호대는

월 3~4회 착용하며, 파손 부위는 뒤연결고리 밴드와 클

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리보호대의 불만사

항으로는 동작 전과 후 모두 동작불편, 압박, 무게, 습윤

감 순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시판 다리

보호대의 분석결과 무게는 KLG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

았고, 운동기능성 평가결과 무릎 부위가 가장 편안했던

ULG를 1순위로 지정하였다. 다리보호대 착용 시 무릎

관절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무릎을 정확히 지지해주

기 때문에 ULG는 선호도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리보호대 착용 시 ULG는 인체의 동

작에 적절히 대응해 밀착도가 높았으며, 외피와 내피의

3차원 외곽선을 분석한 결과 두 다리보호대가 보호영역

이 달랐으며 KLG의 경우 인체의 형태를 따라 정렬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무릎 앞면에서의 착용

압력이 ULG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위의 착용감 및 운

동기능성 결과 무릎 부위의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지지

하였으며, 앉아서 일어서기 동작의 두 무릎의 평균 각

속도 역시 높게 나타나 ULG의 구조가 동작가동성에 더

효율적인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야구 포

수 다리보호대의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동작불편, 압박,

무게 등은 다리보호대의 전반적인 구조 및 3차원 형태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지

운동의 핵심이 되는 무릎 부위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

고 밀착도가 높은 다리보호대는 착용감 및 동작가동성

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다리보호대 설계 시 반드

시 무릎 관절 및 피부변형을 고려해 인체 공학적인 디자

인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추가로 경량화, 사이즈 적

합성 등을 고려해 다리보호대를 설계한다면 착용쾌적

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부득이 프로야구 선수를 대

상으로 설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스포츠 보

호장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연구실정에서 야구 다리보호대 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

의 보호장비에 관한 연구에도 응용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기능성과 착용쾌적성이 향

상된 다리보호대 최적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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