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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igned 16 kinds of basic structure and 4 kinds of modified structure for impact protection

pads with a spacer fabric shape. The pad is a structure in which hexagonal three-dimensional units, compo-

sed of a surface layer and a spacer layer, are interconnected. Designed pads were printed with flexible Nin-

jaFlex
®
 materials using a FDM 3D printer. The printed pads were evaluated for impact protection perform-

ance, compression properties and sensory propertie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protection performance

indicated that basic structures better than CR foam material at 20cm height were DV1.5, DX1.5, DX1.0,

DV1.0 and HV1.5. The evaluation of the compression properties for the five types, with good results in the

impact protection performance, indicated that DV1.0, DX1.0, DV1.5, HV1.5 and DX1.5 showed good res-

ults, respectively. The sensory evaluation of DV1.0, DX1.0, and DV1.5, which with good results when con-

sidering both the impact protection performance and the compression performance, showed that DV1.0 were

the best for surface, flexibility, compression and weight. Therefore, DV1.0 is shown to be the best structure

for protection pads.

Key words: 3D printing technology, Fall impact protection pad, Impact protection performance, Compre-

ssion property, Sensory evaluation; 3D 프린팅 기술, 낙상충격 보호패드, 충격보호성능,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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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사망률

의 감소에 의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은 삶의 질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

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사례의 절반(48.9%)은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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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원인이다(Lee, 2016). 노인들의 낙상이 위험한 이

유는 젊은 층과 비교해 균형 감각이나 순간 사고대처

능력이 낮아 부상을 입기 쉽고, 근력과 뼈가 약해 부상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낙상은 단순 타박상부터 손목, 척추 등의 골절상까지

다양한 부상을 부르는데, 가장 심각한 부상은 고관절 골

절이다. 골반과 대퇴부를 연결하는 고관절은 보행을 위

해 꼭 필요한 골절이기 때문에, 부러지면 거동 자체가 불

편해지고, 악화되면 걷지 못하게 된다. 특히 노인들의 고

관절 골절은 부상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사

망률이 90%에 달하고, 6개월 내 사망할 확률도 20~30%

나 된다(Kim, 2015).

낙상충격 보호복은 낙상 시 발생한 외력을 허벅지의 부

드러운 부분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

재까지 개발된 낙상충격 보호복의 효과는 임상적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며, 환자의 신체상태, 보호복의 디자인

및 착용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고관절 골절 예방효과를

보인다(Boonen et al., 2008). 충격보호복에 사용되는 패

드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다면 보다 더 인체의

형상을 반영한 패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컴퓨터로 디자인한 3차원 물체를

프린터로 출력하듯 곧바로 만드는 기술이다. 3D 프린팅

기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성능 요소로는 프

린트 속도, 부품 비용, 색상, 해상도, 정확도와 정밀도, 프

린트 재질 등이 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프린트 속도, 부품 비용,

색상 등이 중요하나, 제품 설계 및 양산 준비 단계로 가

면서 해상도, 정확도 및 정밀도가 중요해지고, 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린트 재질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된다(Mun, 2013). 현재 3D 프린팅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분자 물질, 세라믹, 금속 등이

고 앞으로 더 많은 재료들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Lee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FDM 방식

의 3D 프린터용으로 개발된 재료 중 선행연구(Park et al.,

2017)를 바탕으로 가장 유연하면서도 충격보호성능이 뛰

어난 NinjaTek사의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3D 프린팅 기술을 의복에 활용한 연

구로는 3D 프린팅 기술의 패션산업 활용에 관한 연구

(Jeong, 2016; Jung, 2014; Kim & Choi, 2016),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 개발 및 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

구(Kim, 2016; Lee et al., 2015; Lee & Lee, 2016), 3D 프

린팅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6; Lee & Kim, 2015; Song & Geum, 2016)가 있으

나, 노년 여성의 낙상보호를 위한 제품에 3D 프린팅 기

술을 적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

원 프린터 기술을 적용한 낙상충격 보호패드 개발을 위

해 선행연구(Park et al., 2017)에서 선정한 소재를 활용

하여 충격보호용 패드의 요구특성에 적합한 패드 구조

를 설계하였다. 스페이서 패브릭의 구조, 기둥의 두께,

배열방식에 따라 3D 모델링을 하였으며, 설계된 패드의

충격보호성능 및 유연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낙상충격 보호패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Park & Lee, 2017)에서 설계

하고 분석한 절개형, 타공형, 조각형 낙상패드 중에서

활동성과 착용감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조각형 패드 디

자인과 완충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스페이서 패브릭의

구조를 결합하여 보호패드를 설계하였다. 선행연구(Park

et al., 2017)에서 설계한 보호패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각형 입체단위가 벌집모양처럼 연결된 조

Fig. 1. Composition of protection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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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패드의 형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각 단위의 내부

구조는 스페이서 패브릭의 구조를 적용한 형태이다. 육

각형 입체메쉬의 구성은 표면층과 스페이서층으로 구

분되는데 표면층은 스페이서 패브릭의 형태를 따라 육

각형과 다이아몬드형으로 하고, 스페이서층은 가장 기

본적이고 단순한 모양인 I형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력과 착용감이 좋은 보호패드를

설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Park et al., 2017)에서 설계한

입체육각메쉬형 패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되 패드를 이

루는 구성 요소들을 변화시켜 총 20종의 패드를 디자인

하였으며, 이는 기본 디자인과 응용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디자인은 육각형, 다이아몬드형의 표면층과

I형, S형, V형, X형의 스페이서층을 조합한 디자인이며,

응용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을 변형한 것으로 단위면적 안

에 배치되는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밀도를 증가시킨 고밀

도 구조와 중간층이 추가된 다층구조이다. 패드의 두께

는 의복에 삽입되었을 때의 외관과 착용감을 고려하여

10.0mm로 하였으며, 육각형의 입체단위에서 한 변의 길

이는 선행연구(Park & Lee, 2016)에서 보호성능, 제작 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5.0mm로 결정하였다. 3D 모델

링 소프트웨어는 CADian3D 2015+를 사용하였다.

1) 보호패드의 기본 디자인

보호패드의 기본 디자인은 문헌자료(Du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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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 Hu, 2015)에서 분석하고 분류한 스페이서 패브

릭의 형태를 바탕으로 표면층과 스페이서 필라멘트로 설

계하였다. 표면층의 형태는 육각형과 다이아몬드형 2종

으로 디자인하였으며, 큰 육각형 안에 각각 작은 육각형

과 마름모가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각 표면층

의 두께는 2.0mm이다(Fig. 2). 스페이서 필라멘트는 I형,

S형, V형, X형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스페이서 필라멘트

를 표면층의 접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배치하여 스페이

서층을 형성하였다(Table 1)−(Table 2). 스페이서층의 두

께는 6.0mm이며, 필라멘트의 굵기(직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I형, S형, V형, X형에 대하여

필라멘트 직경을 1.5mm로 설정하고, I형과 S형은 굵기를

증가시켜 2.0mm를 추가하였으나, V형과 X형은 2.0mm

로 할 경우 패드의 밀도가 너무 높고 단단하게 되므로,

1.0mm를 추가하였다(Table 2). 반복되는 육각형의 단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표면층을 위, 아래로 배치하고 중

간에 스페이서층을 결합시켰으며 각 개체 간의 연결을

위해 브릿지를 생성하였다(Fig. 2).

Fig. 2. Basic structure.

Table 1. Design of spacer filament

I type S type V type X type

1.5mm 2.0mm 1.5mm 2.0mm 1.0mm 1.5mm 1.0mm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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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패드의 응용디자인

기본 디자인을 응용하여 보호패드의 고밀도 구조와

다층구조를 설계하였다. 고밀도 구조는 I(2.0mm)형 기본

구조에서 필라멘트 직경을 1.0mm로 줄이고 스페이서

필라멘트를 배열하는 밀도를 높여 접점 사이에 필라멘

트를 추가한 구조이고, 다층구조는 표면층 사이에 동일

한 형태의 중간층을 하나 더 삽입하여 보호성능을 강화

한 구조이다. 충격을 먼저 받는 최상층의 필라멘트 직경

은 2.0mm로 하고 그 외 중간층과 아래층은 1.5mm로 하

였다(Fig. 3)−(Fig. 4).

3) 보호패드의 완성

생성된 패드의 단위구조는 <Fig. 5>와 같이 브릿지의

각 변에서 1.0mm 두께의 직육면체의 커넥터로 서로 연

결되도록 하였다. 커넥터로 인해 단위구조들이 1.0mm

간격으로 치밀하게 연결되면서도, 커넥터의 변형에 따

라 시트형태의 패드가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패드

의 특성평가를 위한 샘플패드는 19개의 단위구조가 연

결되었으며, 그 형태는 <Fig. 5>에 제시하였다.

2. 보호패드의 출력

본 연구에서는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녹여 노즐에서

압출하여 적층하는 방식인 FFF(Fused Filament Fabric-

ation)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보호패드를 출력

하였다. 3D 프린터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7)에서 좋

은 평가를 받았던 하이비전시스템사의 Cubicon single을

사용하였다. 프린터 노즐의 사이즈는 0.4mm이고, 필라

멘트의 직경은 1.75mm이며, ABS, PLA, TPU 필라멘트

를 사용할 수 있다. 필라멘트는 유연성이 좋은 TPE(Ther-

moplastic Elastomer) 소재의 NinjaFlex
®
를 사용하였다.

NinjaFlex
®
의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NinjaTek,

2016).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델링 파일은 3D

프린터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STL 파일로 변환되는데,

STL 파일은 다수의 삼각형으로 서피스(Surface)를 구성

하는 형태이다.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Cubi-

creator 2.5.3에서 온도, 적층높이, 벽두께, 서포터, 채우

기 밀도, 속도 등 세부 조건을 설정하여 G-code를 생성

하고 출력하였다.

3. 보호패드의 평가

1) 충격보호성능 평가

패드의 충격보호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힘판 위에 패

드를 놓고 20cm와 15cm 높이에서 6파운드의 볼링공을

낙하시켜서 지면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

하였다. 샘플당 10회씩 반복 측정하였으며, 센서와 힘판

의 손상을 막기 위해 6.0mm 두께의 네오프렌 보호재를

깔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패드가 없을 때의 충격력은 장

비의 한계로 측정이 불가하여 6cm, 9cm, 12cm의 높이

에서 측정한 값을 토대로 추정치를 구하였다(Fig. 6). 본

연구에서 설계한 패드의 충격보호성능을 선행연구(Park

& Lee, 2017)에서 사용되었던 CR 폼 소재(10.0mm)와 비

Table 2. Arrangement of spacer layer according to structure

Hexagon type Diamond type

I type S type V type X type I type S type V type X type

1.0mm - - - -

1.5mm

2.0m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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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e of high density pad.

Fig. 4. Structure of multi-layer pad.

Fig. 5. Connection of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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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각 샘플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보호패드의 구조에 따른 충격보호성능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리드만 검증

과 윌곡슨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압축특성 평가

낙상보호패드는 의복에 삽입되는 것이므로 충격보호

성능 외에도 착용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압축특성 평가를 통해 패드가 부드럽게 잘 변형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시험방법은 KS M ISO 20865(Ko-

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08)를 준용하였다.

직경 20cm의 원형 가압판이 5.0mm/min 속도로 0.5N의

초하중으로부터 10.0mm 두께의 시편을 5.0mm까지 압

축하였다가 하중을 해제하면서 시편의 두께가 4.0mm로

압축되었을 때의 압축강도값(N)을 측정하였다.

3) 관능평가

의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으로 이루어진 1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실물패드를 만져보게 하

여, 패드의 표면재질과 외관, 패드를 전체적으로 휘게 하

였을 때 유연한 정도, 패드를 수직으로 압축했을 때 부드

러운 정도, 손으로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하여 5점 리

커트 척도(1=매우 나쁘다, 5=매우 좋다)로 측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낙상충격 보호패드의 3D 프린팅

설계한 24종의 보호패드를 NinjaFlex
®
 필라멘트를 사

용하여 Cubicon single에서 출력하였다. 출력 시 조건은

노즐온도 230
o
C, 베드온도 40

o
C, 챔버온도 40

o
C, 레이어

두께 0.2mm, 채우기 밀도 100%, 내벽속도 50.0mm/s, 외

벽속도 30.0mm/s, 채우기 속도 50.0mm/s로 설정하여 서

포터 없이 출력하였다. 출력한 샘플의 표면층과 스페이

서층의 두께, 표면층 구조,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직경과

형태, 출력시간, 필라멘트 소요량, 무게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출력이 완료된 패드의 모습은 <Fig. 7>과

같다.

2. 보호패드 평가

1) 충격보호성능 평가

높이에 따른 충격값의 선형성을 고려할 때 패드가 없

이 6파운드의 볼링공이 낙하할 때 지면방향으로 발생하

는 힘의 추정값은 낙하높이 20cm에서 8,000N, 낙하높이

15cm에서 6,500N으로 가정할 수 있다(Fig. 8).

낙하높이 15cm에서 기본 구조패드 16종과 선행연구

(Park & Lee, 2017)에서 사용되었던 CR 폼 소재(10.0mm)

에 대한 충격보호성능을 살펴보면 폼보다 좋은 소재는

4종으로 DV1.5, DX1.5, DV1.0, DX1.0 순으로 좋은 결과

를 보였다. 이들은 6,500N 정도의 충격력을 1,500N 이하

로 감소시켰으며, 77% 이상의 충격력을 감소시킨 것으

로 볼 수 있다(Fig. 9). 낙하높이 20cm에서도 비슷한 경향

을 보였으나 HV1.5도 추가되어 5종의 패드가 폼보다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된 충격력을 72~78% 정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cm에서는 1종을 제외

한 모든 소재가 2,500N 이하의 값을 보였으며, 20cm에

서는 10종의 소재가 3,000N 이하의 값을 보였다(Fig. 10).

Table 3. Properties of filament

Properties Value Test method

Tensile Strength, Yield 4Mpa ASTM D638

Tensile Strength, Ultimate 26Mpa ASTM D638

Tensile Modulus 12Mpa ASTM D638

Elongation at Break 660% ASTM D638

Hardness 85 Shore A ASTM D2240

Moisture Absorption-24hours 0.22% ASTM D570

Melting Point 216
o
C DSC

Fig. 6. Impact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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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서층의 유형에 따른 충격보호성능의 차이를

보기 위해 1.5mm 굵기의 스페이서 필라멘트로 설계된

기본 디자인 패드에 대하여 프리드만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스페이서층의 구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5cm의 낙하높이에서 살펴본 보호력은 V형, X형, S형,

I형 순으로 좋게 나타났다. 이는 V형, X형이 S형, I형에

비해 스페이서 필라멘트가 더 많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

이므로 보호력이 더 좋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20cm의

Table 4. List of protection pads for 3D printing

No. Type

Thickness
Outer

layers

structure

Spacer

filaments

thickness

(mm)

Spacer

filament

type

Time

Material

consumption

(m)

Weight

(g)

Total (10.0mm)

Outer layer

(mm)

Spacer layer

(mm)

1 HI1.5 2.0/2.0 6.0 Hexagon 1.5 I 08:58 17.05 32

2 HI2.0 2.0/2.0 6.0 Hexagon 2.0 I 10:20 19.54 36

3 HS1.5 2.0/2.0 6.0 Hexagon 1.5 S 9:08 17.48 32

4 HS2.0 2.0/2.0 6.0 Hexagon 2.0 S 11:04 21.06 36

5 HV1.0 2.0/2.0 6.0 Hexagon 1.0 V 9:03 17.14 34

6 HV1.5 2.0/2.0 6.0 Hexagon 1.5 V 11:33 21.66 40

7 HX1.0 2.0/2.0 6.0 Hexagon 1.0 X 9:07 17.18 32

8 HX1.5 2.0/2.0 6.0 Hexagon 1.5 X 11:37 21.70 38

9 DI1.5 2.0/2.0 6.0 Diamond 1.5 I 9:42 18.95 34

10 DI2.0 2.0/2.0 6.0 Diamond 2.0 I 10:49 20.88 38

11 DS1.5 2.0/2.0 6.0 Diamond 1.5 S 9:42 19.09 34

12 DS2.0 2.0/2.0 6.0 Diamond 2.0 S 11:00 21.45 36

13 DV1.0 2.0/2.0 6.0 Diamond 1.0 V 10:18 19.66 38

14 DV1.5 2.0/2.0 6.0 Diamond 1.5 V 12:37 28.84 42

15 DX1.0 2.0/2.0 6.0 Diamond 1.0 X 10:29 19.99 38

16 DX1.5 2.0/2.0 6.0 Diamond 1.5 X 13:21 25.29 46

17 HI1.0-high 2.0/2.0 6.0 Hexagon 1.0 I 8:55 16.76 32

18 DI1.0-high 2.0/2.0 6.0 Diamond 1.0 I 11:00 19.24 36

19 HI2.0-multi 2/1.5/1.5 2.5/2.5 Hexagon 2.0 I 10:29 20.16 36

20 DI2.0-multi 2/1.5/1.5 2.5/2.5 Diamond 2.0 I 11:07 22.33 38

Fig. 7. 3D printed pad samples.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낙상충격 보호패드 설계 및 구조에 따른 특성비교

– 619 –

낙하높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육각형 구조

의 S형, I형의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Table 5).

표면층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1.5mm 굵기

의 스페이서 필라멘트로 설계된 기본 디자인 패드에 대

하여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면층의

구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15cm 높이와 20cm에서 동일하게 I형, S형은 육각형 구

조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형, X형은 다이아몬

드형 구조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형, S형에

서는 스페이서층의 빈 공간이 많아서 스페이서층의 밀

도가 높은 육각형 구조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V형, X형은 스페이서층이 조밀하므로 스페

이서층의 밀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표면층의 밀도가

높은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생각된다.

2.0mm과 1.0mm 굵기의 스페이서 필라멘트로 설계된Fig. 8. Impact force when no pad is used.

Fig. 10. Impact force (20cm).

Fig. 9. Impact force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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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형과 육각형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1.5mm 굵기에서와 동일하게 육각형 구조가 다

이아몬드형 구조보다 보호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굵기에 관계없이 표면층에

대한 차이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Ta-

ble 7)−(Table 8).

응용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I형 2.0mm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구조(I2.0, 고밀도 구조, 다층구조)에 따

른 충격보호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리드만

검증을 실시한 결과, 15cm와 20cm의 낙하높이에서 육각

형과 다이아몬드형 모두 동일하게 다층구조가 가장 좋

고, 다음으로는 I2.0이었으며, 고밀도 구조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형 2.0mm 구조에서 중간층이

하나 더 삽입될 경우 충격보호성능은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9).

응용구조에서 육각형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구조의 차

이를 살펴보면 I2.0에서는 스페이서층의 밀도가 높은 육

각형 구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밀도 구조에서

는 다이아몬드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밀

도 구조에는 다이아몬드형의 스페이서 필라멘트가 육각

형 구조에 비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표면층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

Table 5. Friedman result according to structure in basic design (Spacer filament thickness=1.5mm)

Drop height Structure I1.5 S1.5 V1.5 X1.5 χ
2

15cm

Hexagon

Mean 2413.19 2386.95 1671.84 1748.28

27.12***S.D. 0128.93 0043.65 0061.08 0054.58

Mean rank 0003.60 0003.40 0001.00 0002.00

Diamond

Mean 2542.13 2491.92 1278.76 1445.63

30.00***S.D. 0067.61 0085.90 0026.76 0019.84

Mean rank 0004.00 0003.00 0001.00 0002.00

20cm

Hexagon

Mean 2928.64 3158.26 2227.50 2500.19

28.92***S.D. 0242.20 0142.91 0057.17 0083.88

Mean rank 0003.10 0003.90 0001.00 0002.00

Diamond

Mean 3576.43 3540.78 1748.28 1920.00

27.12***S.D. 0193.14 0158.51 0040.22 0025.39

Mean rank 0003.60 0003.40 0001.00 0002.00

***p<.001

Table 6. Wilcoxon signed-rank test according to structure in basic design (Spacer filament thickness=1.5mm)

Drop

height
Type

Diamond-Hexagon　

Z− + =

N Mean rank Sum of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N

15cm

I1.5 1
a

1.00 01.00 9
b

6.00 54.00 0
c

−2.70*

S1.5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1*

V1.5 10
a

5.50 55.00 0
b

0.00 00.00 0
c

−2.80*

X1.5 10
a

5.50 55.00 0
b

0.00 00.00 0
c

−2.80*

20cm

I1.5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0*

S1.5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1*

V1.5 10
a

5.50 55.00 0
b

0.00 00.00 0
c

−2.81*

X1.5 10
a

5.50 55.00 0
b

0.00 00.00 0
c

−2.80*

*p<.05

a: Diamond<Hexagon, b: Diamond>Hexagon, c: Diamond=Hex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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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ilcoxon signed-rank test according to structure in basic design (Spacer filament thickness=2.0mm)

Drop

height
Type

Hexagon Diamond Diamond-Hexagon

ZMean

(S.D.)

Mean

(S.D.)

− + =

N Mean rank Sum of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N

15cm

I2.0
1702.93

(85.38)

2019.27

(69.93)
0
a

0.00 0.00 10
b

5.50 55.00 0
c

−2.81*

S2.0
1964.79

(28.90)

2099.99

(105.09)
0
a

0.00 0.00 9
b

5.00 45.00 1
c

−2.67*

20cm

I2.0
2420.04

(115.21)

2964.01

(65.73)
0
a

0.00 0.00 10
b

5.50 55.00 0
c

−2.80*

S2.0
2490.78

(140.46)

3065.84

(144.05)
0
a

0.00 0.00 10
b

5.50 55.00 0
c

−2.8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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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Wilcoxon signed-rank test according to structure in basic design (Spacer filament thickness=1.0mm)

Drop

height
Type

Hexagon Diamond Diamond-Hexagon

ZMean

(S.D.)

Mean

(S.D.)

− + =

N Mean rank Sum of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N

15cm

V1.0
2249.18

(83.61)

1447.35

(48.39)
10

a
5.50 55.00 0

b
0.00 0.00 0

c
−2.81*

X1.0
2248.32

(129.25)

1473.30

(23.61)
10

a
5.50 55.00 0

b
0.00 0.00 0

c
−2.81*

20cm

V1.0
3160.83

(110.79)

2213.24

(51.58)
10

a
5.50 55.00 0

b
0.00 0.00 0

c
−2.80*

X1.0
3367.06

(55.43)

2149.06

(70.93)
10

a
5.50 55.00 0

b
0.00 0.00 0

c
−2.8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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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Friedman result according to structure in modified design

Drop height Structure I2.0 High-density Multi-layer χ2

15cm

Hexagon

Mean 1702.93 2547.83 1615.36

20.00***S.D. 0085.38 0059.21 0055.17

Mean rank 0002.00 0003.00 0001.00

Diamond

Mean 2019.27 2445.71 1844.98

20.00***S.D. 0069.93 0072.86 0043.96

Mean rank 0002.00 0003.00 0001.00

20cm

Hexagon

Mean 2420.04 3369.06 2265.15

16.80***S.D. 0115.21 0097.01 0088.85

Mean rank 0001.80 0003.00 0001.20

Diamond

Mean 2964.01 3283.48 2485.65

20.00***S.D. 0065.73 0126.87 0142.08

Mean rank 0002.00 0003.00 0001.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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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조에서는 I2.0에서와 동일하게 스페이서층의 밀도

가 높은 육각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2) 압축특성 평가

20cm의 높이의 충격보호성능 시험에서 폼 소재보다

보호성능이 좋았던 5종의 기본 구조패드와 4종의 응용

구조패드에 대하여 압축성능을 평가하였으며, 10.0mm

두께의 시편이 4.0mm가 되었을 때의 압축강도값을 <Ta-

ble 11>에 제시하였다. 결과값이 작을수록 패드가 부드

럽게 잘 변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압축특성과 충격보호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15cm, 20cm 높이에서 볼링공

을 낙하시켰을 때 패드를 통과한 충격력 결과도 함께 제

시하였다.

압축특성을 살펴보면 DV1.0, DX1.0, DV1.5, HV1.5,

DX1.5 순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표면층 구조와 스

페이서 필라멘트의 굵기가 동일한 조건일 때 X형보다

V형이 더 부드럽게 잘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

구조에서는 스페이서 필라멘트가 얇은 고밀도 구조가

다층구조에 비하여 부드럽게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각형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비교하면 고밀도

구조에서는 육각형이 다이아몬드형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층구조에서는 육각형보다 다이아몬드형

이 더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보호패드로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정

하기 위해 기본 구조에서 압축특성과 충격보호성능에 대

한 측정값을 살펴본 결과,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굵기가

1.5mm인 DV1.5, DX1.5, HV1.5 중에서는 DV1.5가 충

격보호성능과 압축특성에서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Wilcoxon signed-rank test according to structure in modified design

Drop

height
Type

Diamond-Hexagon

Z− + =

N Mean rank Sum of ranks N Mean rank Sum of ranks N

15cm

I2.0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1*

2x 10
a

5.50 55.00 0
b

0.00 00.00 0
c

−2.81*

Multi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1*

20cm

I2.0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0*

2x 9
a

6.00 54.00 1
b

1.00 01.00 0
c

−2.70*

Multi 0
a

0.00 00.00 10
b

5.50 55.00 0
c

−2.8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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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Compression test and impact protection test

Category Type
Compression test

(N)

15cm Impact test

(N)

20cm Impact test

(N)

Basic structure

DV1.0 974 1447.35 2213.24

DX1.0 1,028 1473.30 2149.06

DV1.5 2,349 1278.76 1748.28

DX1.5 3,404 1445.63 1920.00

HV1.5 3,139 1671.84 2227.50

Modified structure

HI2.0 1,801 1702.93 2420.04

DI2.0 1,381 2019.27 2964.01

High-density (HI1.0) 670 2547.83 3369.06

High-density (DI1.0) 784 2445.71 3283.48

Multi-layer (HI2.0) 2,167 1615.36 2265.15

Multi-layer (DI2.0) 1,534 1844.98 2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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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서 필라멘트의 굵기가 1.0mm인 DV1.0과 DX1.0

은 압축성능과 충격보호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므로 비슷한 성능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1.5mm

중에서 가장 좋았던 DV1.5를 DV1.0, DX1.0과 함께 고

려할 때 DV1.5가 DV1.0, DX1.0에 비해 충격보호성능

은 좋지만 압축특성 평가결과는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값의 수치를 살펴보면, 압축성능은 두 배 이

상 차이가 나지만 충격보호성능은 적게는 12%, 많게는

21%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응용구조의 측정값을 살펴보면 압축특성 평가결과와

충격보호성능 결과가 반대의 순서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밀도 구조의 경우 기본 구조의 DV1.0, DX

1.0에 비해 압축성능은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

격보호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패드 대상에서 제

외시켰으며, 다층구조는 DV1.0, DX1.0에 비해 압축성

능과 충격보호성능 모두에서 더 나쁜 결과를 보이므로

패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충격보호성능과 압

축성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DV1.0, DX1.0, DV1.5가

보호패드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된다.

3) 관능평가

충격보호성능과 압축성능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DV1.0, DX1.0, DV1.5에 대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

과, DV1.0이 패드의 표면재질 4.20점, 유연성 4.40점, 압

축 시 부드러움 4.50점, 무게감 4.30점으로 모든 항목에

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따라서 DV1.5

에 비하여 보호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압축성능과 관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DV1.0이 보호패드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완충성이 좋은 스페이서 패브릭의 형

태를 적용하여 기본 구조 16종과 응용구조 4종으로 낙

상충격 보호패드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패드는 유연한

특성을 가진 NinjaFlex
® 
소재를 사용하여 FDM 방식의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으며, 출력된 패드에 대하여 충격

보호성능, 압축특성 평가 및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패

드는 표면층과 스페이서층으로 이루어진 육각형의 입체

단위 구조가 서로 연결된 구조이다. 기본 구조 16종은 육

각형과 다이아몬드형의 표면층에 각각 I1.5, S1.5, V1.5,

X1.5, I2.0, S2.0, V1.0, X1.5의 스페이서층을 결합한 것

이고, 응용구조는 I2.0에서 변형된 형태로 스페이서층의

굵기를 1.0mm로 줄이고 배열하는 밀도를 높인 고밀도

구조와 I2.0에서 중간에 표면층이 하나 더 삽입된 다층

구조로 구성하였다.

15cm와 20cm의 낙하높이에서 충격보호성능을 평가

한 결과, 15cm에서 CR 폼 소재보다 좋았던 기본 구조는

DV1.5, DX1.5, DV1.0, DX1.0이었으며, 20cm에서는 HV

1.5가 추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15cm에서는 1종

을 제외한 모든 소재가 2,500N 이하의 값을 보였으며,

20cm에서는 10종의 소재가 3,000N 이하의 값을 보였다.

기본 디자인에서 스페이서 필라멘트의 유형에 따라 충

격보호성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V형, X형, S형,

I형 순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아몬드형 구조와

육각형 구조 간의 충격보호성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I형, S형은 육각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형, X형

은 다이아몬드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디자

인에서 구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층구조, I2.0, 고

밀도 구조 순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응용구조에서 육

각형과 다이아몬드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I2.0과 다층구

조에서는 스페이서층의 밀도가 높은 육각형이 좋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고밀도 구조에서는 다이아몬드형이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특성을 살펴보면 DV1.0, DX1.0,

DV1.5, HV1.5, DX1.5 순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동

일한 조건에서 X형 구조보다 V형 구조가 더 부드럽게 잘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구조에서는 고밀도 구조

가 다층구조에 비하여 부드럽게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충격보호성능과 압축성능에서 함께 고려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던 DV1.0, DX1.0, DV1.5에 대하여 관

Table 12. Sensory evaluation result

Type
Surface Flexibility Compression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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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1.0 4.20 .63 4.40 .52 4.50 .71 4.30 .67

DX1.0 3.60 .52 3.70 .67 3.70 .82 4.00 .67

DV1.5 3.30 .67 3.10 .99 2.10 .74 2.8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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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DV1.0이 패드의 표면재질, 유연

성, 압축 시 부드러운 정도, 무게감 항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페이

서 필라멘트 유형에서는 V형, V형의 표면층 구조에서는

다이아몬드형, 압축특성과 관능평가에서는 DV1.0이 좋

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DV1.0이 보호패드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연성이 좋은 TPU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

한 디자인의 입체메쉬 구조의 낙상충격 보호패드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입체메쉬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조

합에 따라 충격보호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압

축특성 평가와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낙상보호복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제 보

호복에 적용될 패드의 형태는 인체의 곡면과 같이 곡면

형이 적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체메쉬의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보호성능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디자인

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패드를 평편한 형

태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3D 인체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체곡면에 부합하는 곡면형 패드를

설계 및 제작하여 이를 적용한 낙상보호복을 완성하고

충격보호성능과 착용감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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