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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목욕은 피부를 청결히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건강증진의 효과를

위해 자주 행해지고 있다 다양한 생리적 감성적 변화가 발생하. ,
며 이로 인해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외에 다양한 치료 효과를, ,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는 목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
기능의 저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고령자의 독립적.
인 생활을 위해서 지능형 샤워시스템이 필요하다.
샤워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노즐위치의 최적화 연구이다 노즐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샤워시.
사용되는 물의 양과 세제의 양 이물질의 제거 정도 그리고 목욕,
의 만족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
노즐위치 최적화의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로 샤워시 고령자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샤워시에 상반신을 문지”
른 횟수가 하반신보다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등 부분의,
경우는 문지른 횟수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화증.
세 중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 중에 하나인 유연성의 감소로 인해
보여 지는 샤워행동특성이다 또한 서서하는 샤워와 앉아서 하는.
샤워간의 특성비교에서는 서서하는 샤워보단 앉아서 하는 샤워
를 할 때 하반신을 문지른 횟수가 약간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선행연구로서 진행된 샤워시 고령자의 행동특성 분석에 관한

결과를 토 로 하여 앞으로 개발될 샤워시스템은 고령자의 샤워
에 있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부위를 더 잘 보완하여 씻어주어야
하는지에 한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자.
의 행동특성을 기초로 한 샤워시스템의 노즐위치를 최적화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2

실험방법2.

차 샤워실험장치의 제작2.1 1, 2
Fig.1은 샤워시 고령자의 행동특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차 실험 장치와 차 실험 장치의 단점들을 보완한 차 실험1 1 2
장치이다.3 먼저 차 실험 장치를 통하여 샤워실험을 진행한1
결과 많은 노즐 수를 줄이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노즐위치에
따라 중복하여 분사되는 부위에 있어서의 노즐들을 제거함에
따라 노즐의 수를 개에서 개로 줄였고 노즐의 위치가 변화, 26 22 ,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두 번째로는 용량이 큰 펌프로 인한 물의.
낭비를 펌프의 소형화를 통하여 개선하였다 이렇게 개선된 차. 2
실험장치의 제작으로 분당 의 물을 사용하던 것을 사1 150L 80L
용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피부와 마네킹의 표면 비교실험2.2
앞으로 마네킹을 이용한 세정실험 진행에 있어서 마네킹의

표면과 피부는 건조되는 시간이 달라 건조시간이 얼마일 때
같은 세정양상을 보이는지에 하여 페인팅 건조시간을 도출한
결과 피부를 분간 건조하였을 때와 마네킹을 분간 건조하였, 3 10
을 때 같은 속도와 양상으로 세정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부의 온도 때문에 건조시간이 더 적게 걸린 것으로 보인다.

바디페인팅 세정 실험2.3
Fig. 2와 같이 우선 마네킹 전면부에 꼼꼼히 바디페인트를

칠하고 초 후와 초 후에 몸의 어느 부위에 페인트가 남아, 10 20
있는지를 통해서 적합하지 않은 노즐위치를 찾았다, .

노즐의 분사각을 토대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2.4
차 실험 장치에서 노즐의 위치를 최적화 하는 데는 실험2

장치로는 구현할 수 없는 위치가 발생한다 설사 구현하였다. .
하더라도 그런 위치 데이터를 나중에 개발될 샤워시스템에 적용
하는 데 있어서는 정밀한 측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실험 장치에서 최적화된 위치를 토 로 하여 실험 장치가
구현할 수 없는 노즐의 위치를 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3
여 구현하고 정확한 컴퓨터 설계데이터를 얻어 앞으로의 설계나,
제작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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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ist and Second Prototype For Test

Fig. 2 Comparison Test between Human Skin and Mannequin's Surface

Fig. 3 The Wash Test with Water using the Manne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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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각을 측정하기 위해 풀과 물감을 의 비율로 혼합하여1:2
아크릴판에 칠한 후 아크릴 판과 노즐 간의 거리를 Fig. 3과
같이 100mm, 200mm, 300mm, 400mm, 500mm에서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세정범위를 측정하였다 세정범위는 점점 늘어나.
는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항상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았고,
노즐과 아크릴 판의 거리가 400mm, 500mm 일 때는 세정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는 300mm까지
의 분사범위와 콘(Cone 의 모양을 토 로 최적화된 노즐 위치를)
조정하였다.

실험결과및분석3.

마네킹 표면에 바디 페인팅을 한 후 피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분간 건조한 후 초간 물을 분사하여 실시한 세정 실험10 20
결과는 허벅지 아래 부분이 세정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
고 초간 물을 분사하였을 때는 허벅지 전체 부분과 목 어깨, 10
부분이 세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 실험 결과에 쓰인 노즐의 포지션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Fig. 6의 왼쪽 그림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듯이 허벅지부분은 직접적으로 분사되어 세정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네킹의 세정 실험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즐 위치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험 장치 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위치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하기 위해 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 노즐3
위치와 각도 개수를 조정하고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먼저 기존, .
의 위치상의 문제점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노즐의 위치와 각도로 인해 전혀 물이 닿지 않는 허벅지 부분,
노즐과 몸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노즐간의 거리가 300mm를
벗어난 몸통 부분 그리고 노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분사면,
적이 너무 좁아 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종아리 뒷부분은
Fig.6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즐 위치나 각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상 적으로 수직 분사 노즐이 없기 때문에 세정에 취약한 옆구리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두 개의 노즐을 추가
하였다.

결론4.

고령자를 위한 샤워장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노즐의 위치와 개수 노즐 각도 등을 정하는,
것이다 물론 노즐의 각도는 조절식으로 제작 할 수 있지만 위치.
는 한번 정한 위치에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즐위치의
최적화는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정해진 노즐의 위치를 통한.
세정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이렇게 정해진 노즐위치를 제품 설계

에 반영하고 제작된 시제품을 통하여 노즐위치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노즐위치의 최적화 과정은 노즐의 사양과

펌프 사양 그리고 프레임 구조가 다르더라도 본 연구의 실험방법,
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노즐위치를 찾는데 유용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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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meter of Spraying Range by Distance

Fig. 6 Optimization for the Nozzle Position

Fig. 5 The Result of Was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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