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2.12.10.116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개발 사례
Design Development for the Ocean & Leasure Industry

강범규
*
, 이보배

**
, 김성현

***

동서 학교 산업디자인과*, 동서 학교 BK21 에코디자인 **, 건국 학교 산업디자인학부***

Bum-Kyu Kang(idesign@dongseo.ac.kr)*, Bo-Bae Lee(bb1030@naver.com)**, 

Sung-Hyun Kim(shhkim@kku.ac.kr)**

 요약

최근 국내 해양  인구의 속한 증가에 따라 해양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양  용품  가장 범용성 있는 제품인 공기주입식 튜 데 한 아이디

어 상품개발은 국내 해양 기업의 매출확 와 신시장 개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4단계로 나 어, 기  선행연구조사(Investigation) –조사결과의 분석과 종합 (Analysis & Synthesis)–

제품 디자인 개발(Development)–제품 디자인개발안 평가(Evaluation)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

기주입식 튜 에 패 릭 커버를 워 쿠션 는 아동용 놀이 가구로써 365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형 튜 쿠션 디자인을 제안 하 다. 커버로는 감이 좋은 감성  소재의 네오 (Neoprene)과 에어 

메시(Air-mesh) 패 릭을 사용하여 지퍼를 달아 우고 벗기기 쉽도록 하 다. 그리고 튜 끼리 끼워 조

립하고, 스냅단추가 부착된 스트랩으로 연결하여 의자, 테이블, 터 , 기차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 창

의 인 놀이 활동이 가능도록 배려된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해양  상품의 장기  안목의 에서 차

별화된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양  용품 뿐 만 아니라 가정  어린이 놀이시설 등 크로스오버

(Crossover)된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시장을 창출 할 것으로 기 한다.

■ 중심어 :∣해양레저 용품∣해양용품∣물놀이용품∣튜브∣쿠션∣놀이쿠션∣아동용 쿠션∣

Abstract

With the recent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marine and leisure activities 

in Korea, the marine leisure industry faces goo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Korean brands 

are in between them. In this situation, new and innovative products related to an inflatable tub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marine leisure items, will help to increase sales of domestic 

companies and to pioneer a new market. Research methods are largely divided into 4: 

investigation, analysis & synthesis, development and evaluation. This paper introduces a "tube 

cushion" which is an inflatable tube covered by fabrics. It can be functioned at home 365 days 

a year as a cushion or a children's plaything. Tactile fabrics, neoprene and air-mesh, are used 

as the cover with a zipper, making it easy to open and close. Moreover, by putting together 

tubes and connecting them with snap fastener attached straps, the cushion can be transformed 

into a chair, a table, a tunnel, a train, and so on, serving as a creative plaything for children. 

Wit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new and innovative items differentiated from others, like this 

crossover tube cushion, will help to create a 'Blue Ocean' market for the marine leisure industry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 keyword :∣Marine Leisure∣Marine Goods∣Water Goods∣Inflatable Tube∣Cushion∣Cushion for Play∣
Children's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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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민 소득  교육수 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의 증 , 

교통ㆍ통신수단의 발달 등에 따라 여가ㆍ  여건의 

향상으로 산업이 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격

인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 와 

국민소득 2만 불 돌 , 에 한 가치 의 변화 등으

로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

다[1].

특히 다수의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로 

견하고 있다. 해양개발과 해양 ㆍ 산업이 21

세기 핵심 산업으로 각 받을 것으로 망되며, 국내외

으로 해양  산업의 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

그  해양 장비산업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 부가 미래 첨단기술 해양  산업으로 

극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해양 산업개발계획을 볼 때 해양

산업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2].

최근 해양  산업이 바다, 계곡, 실내 수 장 뿐 만 

아니라 리조트  워터 크(Water park)의 개념으로 

확장 되면서 여름철 물놀이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용품 시장은 여문화가 일반화 되고 있어 

일반 소형 물놀이 용품 구매 상승률은 미비한 상태이

다. 한 국  동남아의 가 해양  제품과 유럽

의 고  해양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물놀이 용

품 시장기반이 더욱더 취약해지고 있다.

상품의 소비는 계 의 향과 더불어 기상의 조

건 등의 물리  환경에 크게 향을 받는다[3]. 이러한 

일회성에 그치는 해양 물놀이 용품의 사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 시킬 수 있

는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 개발이 어느 산업제품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물놀이 용품  

가장 범용성 있는 제품인 공기주입식 튜 를 이용한 아

이디어 상품 개발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4단계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범 한 기 조사(Investigation), 둘째, 조사 내

용의 분석과 종합(Analysis & Synthesis), 셋째, 분석과 

종합된 자료를 정보화를 통한 제품 디자인 개발

(Development) 단계, 넷째, 개발 되어진 새로운 컨셉 디

자인의 평가(Evalua tion)로 이루어졌다. 

그림 1. 연구개발 모형

연구의 시작단계인 조사단계(Investigation stage)에

서는 해양 산업의 황과 해양물놀이 용품의 정의 

 시장 황을 조사를 해서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인

터뷰를 진행하 다. 한 조사결과를 토 로 해양 물놀

이 용품  소비자의 개별 구매율이 높은 공기튜 를 

본 연구의 디자인개발 상으로 선정하 다. 두 번째 단

계인 조사 내용의 분석과 종합단계(Analysis & 

Synthesis stage)는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한 사용

자의 needs/wants분석과 디자인 략을 수립하 다. 

셋째, 개발단계(Development stage)는 워크 작업을 

통한 인스토 으로 제품 디자인 개발 방향과 컨셉

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을 순차 으로 

진행하 다. 그 과정에서 물놀이 용품 제조 기업과의 

피드백을 통해 시장성과 실용성, 제작가능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물놀이  제품의 CMF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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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튜브)

주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에어매트리
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 형태의 기구.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용 풀은 해
당되지 않음

자인 략을 수립하 다. CMF디자인 략에 따라 스

치 ￫ 3D모델링 ￫ 더링을 실시하여 시뮬 이션화 

하고 이를 토 로 시제품을 제작 하 다. 평가단계

(Evaluation stage)는 상품화에 앞서 사용자  구매자 

반응조사를 해 사용자를 0~6세와 7~12세로 그룹을 

나 어 사용성과 반응에 한 찰(Observation)평가

를 실시하 고, 구매자인 30~45세 부모님을 상으로 

인터뷰(Interview) 평가를 실시하 다.

Ⅱ. 이론적 고찰 

1. 해양 레저산업의 현황 
해양 란 ‘일상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에서 공간 으로 해역과 연안에 한 지역에서 일어

나는 활동을 직  는 간 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

거나 연 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바다, 강 

등에서 동력과 무동력의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경제 , 체계 인 스포츠형의 해양스포츠와 취미

, 비체계 인 형 해양스포츠를 포 하는 의의 

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4].

다음 [표 1]은 해양 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1. 해양레저의 종류[5]

구분 내용

해양
의존
형

스포츠형

보딩 : 서핑, 윈드서핑
요트 및 보트 : 카누, 동력요트, 젯트스키, 세일링 요트 
등
다이빙 : 스노쿨링, 스쿠버다이빙 등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파라세일링 등

휴식형
해수욕 : 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등
조간대 수렵 : 조개잡이, 꽃게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
취
바다낚시 : 해안낚시, 낚시보트, 암벽낚시, 낚시공원 등

유람형 크루징, 유람선
해중경관관람 : 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해양
연관형

비치 스포츠, 모래놀이, 해변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해안경관 조망, 산책, 조깅 등
해양문화 탐방 : 해양생물 관찰, 문화재 답사 등

의 [표 1]과 같이 해양 는 보딩, 요트, 수 , 낚

시, 크루즈 등 해양(물)과 착하여 직 인 활동을 하

는 ‘해양 의존형’과 모래놀이, 축제, 탐방과 같은 간  

활동인 ‘해양 연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에 

련된 직ㆍ간  여가활동을 모두 함축한 의미이다. 

다음 [표 2]는 통계청에 국내 해양여가활동의 참여율

을 조사한 내용이다.

표 2. 2008‘ 해양여가활동 참여율 변화그래프[6]
단위(%)

해양여가활동 2006 2007 2008
유람선 타기 5.1 10 12.4

래프팅 2.1 2.5 5.3
해수욕, 바다감상 27 36.6 34
윈드서핑, 수상스키 1.6 1.6 3.3

의 [표 2]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해양여가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에서 해양 의 

증가는 속하게 확 되어지고 있다. 한 각각의 해양

여가 활동의 비 을 보면, 해수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람선 타기, 래  순으로 해양여가활동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2. 해양 물놀이 용품의 고찰
2.1 해양 물놀이 용품의 정의 
물놀이 기구(용품)란 수 장, 강가, 해수욕장 등 물에

서 놀이를 하거나 수 을 배울 때 사용자가 부양을 도

울 목 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공기주입식 물놀

이기구  공기주입 보트, 수  보조용품으로 구분한다.

표 3. 물놀이 용품의 구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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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 보트
(물놀이보트, 
고무보트)

고무 및 플라스틱을 주자재(직물로 도포한 것 포함)로 
사용한 공기 주입 형태의 보트.
*노가 없는 것과 동력을 이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수영
보조용품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가 물에 뜨는 것을 도와 물에 익
숙해지게 하거나 수영 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
착용형 수영보조
용품 (고체식, 팽
창식 모두 포함)

사용자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
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 동작
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
어진 것.

비착용형 수영보
조 용품
(고체식, 팽창식 
모두 해당)

수영동작의 특정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으
로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거나 몸
이나 다리 사이에 끼워서 사용함.

부분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가 주를 이루며 성격

에 따라 크게 고체식, 팽창식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같은 방법의 공기주입형 팽창식 튜 라 하여도 가정용

(어린이용 풀와 같은)은 물놀이 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2 해양 물놀이 용품의 시장 현황 조사
소득수 이 향상되고 가족단  캠핑 붐, 야 장ㆍ워

터 크가 증가하면서 최근 수상  용품 수입이 증가 

하 다[8].

다음은 주요 용품의 수입 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표 4. 주요 레저 용품 수입 동향

　 '07 '08 '09
'10 

(증감률)
'10.상

'11.상 
(증감률)

캠핑 용품 16,24
6

16,95
0

21,84
8

36,2
39 (65.9) 19,017 31,09

1 (63.5)
물놀이 및 
하계용품

123,8
46

135,4
35

118,2
01

156,
557 (32.4) 106,60

6
132,3
24 (24.1)

수상 
스포츠 
용품 등

70,16
5

64,41
9

54,50
1

60,4
04 (10.8) 30,448 34,43

4 (13.1)

합계 210,2
57

216,8
04

194,5
50

253,
200 (30.1) 156,07

0
197,8
50 (26.8)

캠핑, 물놀이  여름용품, 수상 스포츠 용품 모두 

년 동기 비 크게 증가하 고, 물놀이  하계용품은 

년도 동기 비 24.1% 증가한 132백만 불을 달성하 다. 

이는 국내 수상 물놀이   시장이 확 되고 있

으며, 그에 따라 해외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업

체가 수입품들에 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해수욕장  수 장 고객  부

산지역 거주자99명, 타 지역 내부 방문객 109명을 상

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해양 련 상품개발에 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 2. 레저용품 구입 선호도

[그림 2]의 그래 는 본 연구조사의 결과로써, 해양

 활동에서 소비자들은  용품의 구입을 가장 선호 

하 고, 창의성과 실용성이 높은 상품을 필요로 하 다. 

물놀이 튜 와 수 용품 같은 해양 물놀이 용품 산업

에서 제품개발에 앞서 가 수입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창의 인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2012년 6월 10일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몰

(online mall)에서 년보다 일  찾아온 더 에 수용

복, 튜  구명조끼 등 물놀이 용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물놀이 용품 매량이 년도 동기 비 

35%증가 하 다. 물놀이용 튜 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유아용 튜 뿐만 아니라 주로 해수욕장에서 

여해 사용하는 형튜 가 인기리에 매되고 있다. 쇼

핑몰 계자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한두 번 여하는 

값으로 새것을 구매해 매년 휴가 시즌마다 사용하는 알

뜰족들이 늘면서 형 튜  매도 늘고 있다”고 분석

했다[9].

실제로 해양 물놀이 용품의 매시기가 빨라지고 온

ㆍ오 라인(on/off line)유통 매로 근성이 좋아 쉽게 

구매 가능하여 매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Ⅲ. 물놀이 튜브를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 디자
인 제안

1. 디자인 컨셉 및 전략 
실용 이고, 상품 가치가 있는 해양 물놀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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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기획ㆍ개발을 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여러 

물놀이 공기튜  제작업체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제품

과 제품 생산기술 등에 한 인터뷰조사를 진행하 다.

 

그림 3. 제품 컨셉 분석과 개발방향[10]

한 제품의 시장성 연구를 하여 소비자의 욕구 분

석과 사용성 분석을 통해 제품의 본질  특성과 차별화 

략을 수립하여 제품 컨셉을 도출하 다. 

1.1 디자인 목표 및 컨셉 도출 
물놀이에서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튜 의 생산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5. 물놀이 튜브 제품 공정 과정[11]

기획
디자인
개발

금형제작 원단발주 
및 재단

스크린 
인쇄 웰딩가공

소비자 제품출하 물류창고 제품포장  

의 [표 5]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기튜 의 제작  

매가 이루어진다. 

유ㆍ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분 물놀이용 튜

를 구매한다. 튜  구매 후 사용은 여름철 일회성에 그

치기 마련으로 부분 사용하지 않고 보 만 하게 된다.

이는 재구매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하여 물

놀이 튜 의 경량, 쿠션감, 부피의 축소 등의 장 을 살

려 유ㆍ아동이 쉽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튜 에 패

릭소재의 커버를 워 물놀이 이후 가정에서도 놀이형 

쿠션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한다.

그림 4. 해양물놀이 아이디어 용품 디자인 컨셉

기존에 실내형 쿠션은 빈백(Bean-bag)형태로 커버 

속에 스티로폼 는 구슬 형태의 충 재를 넣어 무게가 

2kg이상이며, 가격도 10~20만 원 로 고가에 매되어 

지고 있다. 한 이동성이나 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표 인 놀이 쿠션ㆍ

매트 업체인 D사는 2011년 국내매출 100억 원을 달성

[12] 하는 등 시장성이 입증 되었다.

다음 [그림 7]은 벤치마킹 제품인 D사의 놀이형 쿠션

을 실제 사용하는 장면을 촬 한 그림이다.

그림 5. 벤치마킹 제품의 소비자 사용 및 활용

1.2 CMF 디자인 전략 수립 
련 제품과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제품의 CMF 

(Color, Material, Finishing) 디자인 략을 도출 하 다. 

사용자층인 유아동이 선호하는 컬러와 련 제품의 

컬러 트 드를 분석하고, 사용성, 감, 신축성 등을 고

려한 소재를 찾았다. 그리고 세련되고 견고한 Finishing

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Color

유아동(만0~6세)이 주사용자이므로 기존의 유아동의 

선호 색상과 련 쿠션 제품들의 컬러분석을 통해 컬러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개발 사례 121

를 선정하 다.

다음은 4세~7세 아동 23명을 상으로 실시한 색상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55가지 색의 크 스

를 사용하여 선호하는 색상을 사용하게 하 다.

남 여

그림 6. 미취학 아동 남녀별 선호 컬러 분석[13]

의 결과를 통해 미취학 아동이 선호하는 컬러는 채

도가 높은 원색 인 컬러를 선호하고, 남녀 모두 붉은 

계열의 색을 공통 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동용 매트 컬러 트 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7. 아동용 매트 및 쿠션 컬러 트렌드 분석

의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아동용 매트와 쿠션의 

컬러는 원색  컬러와 밝고 채도가 높은 컬러를 사용하

고 있으며, Black 는 White를 함께 구성하여 산만하

지 않도록 구성하 다. 따라서 놀이형 튜 쿠션의 컬러 

컨셉은 유ㆍ아동이 선호하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원색 

는 비비드한 컬러톤과 Black 는 White로 주변색과 

어울리는 보조색으로 구성 한다.

 Material

튜 의 재질은 PVC를 사용하고, 커버는 부드러운 

감과, 쿠션감, 사용성을 고려한 소재선정을 하기 해 

여러 가지 소재 조사  샘  테스트를 통해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선형을 미려하게 감  수 있는 신축성이 좋은 소재

를 선택하고, 소재별로 샘 을 제작하여 가장 합한 

패 릭소재인 네오 (Neoprene)과 에어메시

(Air-mesh)를 선정하 다.

다음 그림은 네오 과 에어메시 소재의 시 사진

이다.

표 6. 튜브커버에 사용하는 패브릭 소재

네오
(Neoprene)

발포고무에 나일론, 라이크라, 기타 원단을 덧임.
천연고무에 비해 신축성, 내약품성, 내유성, 내후성, 내열
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이 뛰어남.
잠수복, 가방, 의류, 보호대 등으로 사용.

에어메시
(Air-mesh)

mesh소재에 공기층이 있어 쿠션감이 뛰어남
신축성, 충격흡수성, 통기성이 좋아 안전하고 위생적임.
등산화, 의자시트, 스포츠웨어, 가방 등 사용

의 [표 6]과 같이 네오 (Neoprene) 소재는 발포

고무에 나일론, 라이크라, 기타 원단을 덧붙인 것[14]으

로 합성고무의 상품명이다. 천연고무에 비하여 신축성

이 뛰어나고, 내약품성, 내유성, 내후성(耐候性), 내열

성, 내오존성, 내마모성능이 뛰어나 통 으로 잠수복

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노트북, 핸드폰, 카메| 쾴이스나 

가방의 소재로 사용하고, 보냉 효과를 주는 특수 가방 

등에도 쓰인다. 그리고 피부자극이 고 신축성이 좋, 

때문에 다이어트 복 등 미용제품의 소재로도 사용한다. 

한 신축성과 내마모성이 높아 각종 신체부의 보호  

나 마스크의 소재로 사용된다[15]. 스 소재로 신축성

이 뛰어나므로 커버를 우고 벗길 때 용이하고, 스

소재와 고무 이 결합되어 두께감이 있어 내구성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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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쿠션감이 좋다. 그리고 다양한 vivid color-tone

으로 선명한 색감 연출이 가능하다.  

 에어메시(Air-mesh)는 촘촘한 그물망처럼 매우 작

은 구멍이 뚫린 천으로 탄력 이고 신축성이 강한 특성

이 있습니다. 앉았을 때 몸에 찾 붙는것 같고 공기나 물 

에 떠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구멍 사

이사이로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 항상 시원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16].

두께감이 좋아 빈백 쿠션커버로 사용하고,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 물놀이 용품과 결합하거나 유모

차용 쿨시트, 등산용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스텔 컬러와 원색컬러 등 다양한 컬러연출이 가능하

고, 메시로 되어있어 코디효과 역시 뛰어나다.

 Finishing

네오 과 에어메시 섬유는 두께가 두껍고, 단단하

므로 일반 인 미싱 박음질은 합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미싱인 '지도리'와 '오드람 ' 박음질을 사용한다.

지도리 미싱 오드람프

그림 8. 튜브커버 패브릭 박음질 방법

두 가지 박음질 방법은 원단을 이을 때 원단끼리 겹

쳐서 박음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과 원단의 단면을 

서로 나란히 붙여 두고 지그재그로 박음질하여 엮는 방

식이다.

원단이 두꺼워 우는 것을 방지하고 박음질 자체가 데

코 이션 역할을 하여 심미  효과를 주며, 제품의 완

성도를 높여  수 있다.

2. 디자인 제안 
1.1 아이디어 스케치 
와 같이 수립된 CMF디자인을 용하여 다양한 디

자인 스 치를 제시하 다. PVC 튜 에 패 릭 소재를 

워 가정ㆍ놀이방 등 실내에서 놀이용 튜 쿠션으로 

사용하기 해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스 치 하 다.

 

그림 9. Idea Sketch 1.

그림 10. Idea Sketch 2.

의 [그림 9]는 하나의 큰 패 릭 커버를 여러 개의 

트로 나 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튜 를 삽입하여 

놀이 매트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이다. 그림 10.은 기존 

튜  형태를 유지하면서 패 릭 커버를 활용하여 튜

끼리 연결하는 디자인과 튜 에서 신체가 하는 

치에 부분 으로 패 릭 소재를 용하여 물놀이와 실

내 겸용으로 사용하여 부드러운 패 릭 소재가 피부를 

보호하는 가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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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dea Sketch 3.

의 [그림 11]은 최종 선정된 디자인으로, 튜   

가장 사용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링형태의 튜 와 

스툴, 의자, 테이블 형태의 튜 를 이용하여 형태에 맞

도록 커버를 우고 패 릭의 재질  컬러를 통일하여 

세트 구성을 한다. 그리고 도넛 튜 의 형태  특성을 

살려 원기둥 형태의 스툴 튜 를 제작하여 조립이 가능

하도록 제안하 다.

그리고 비치볼 튜 를 메시 소재의 링형태의 형 주

머니에 여러 개를 넣어 하나의 놀이 기구를 형성하는 

디자인을 제안 하 다.

1.2 3D모델링 및 렌더링
아이디어 스 치를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3D 

Modeling과 Rendering작업을 통해 시뮬 이션화 하 다.

다음은 디자인 시안으로, 튜 와 패 릭을 결합하는 

컨셉의 여러 가지 디자인을 3D 더링 하 다. 

그림 12. 3D Modeling & Rendering 1.

그림 13. 3D Modeling & Rendering 2.

의 [그림 12]는 튜  체에 타이트하게 메시 소재

를 감싸고 다양한 컬러와 패턴을 용하여 fancy한 느

낌으로 튜 가 패션소품이 되는 컵셉의 디자인 안이다.

그리고 [그림 13]은 다양한 형태의 튜  디자인으로 

첫 번째는 큰 도넛형태의 메시 주머니에 지퍼를 이용하

여 비치볼을 여러 개 넣어 하나의 형 놀이 튜 가 될 

수 있다. 오른쪽 상단의 튜 는 구름형태의 형 튜

로 각각 다른 크기의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유기  형태의 튜 매트이다. 

하단의 그림은 소  형태의 튜 에 신축성 있는 소재의 

패 릭을 워 시트 부분을 평평하게 하고 앉을 때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이 디자인 한 패

릭 커버에 라스틱 지퍼를 달아 우고 벗기기에 편

리하도록 하 다. 

그림 14. 최종디자인 3D Modeling & Rendering_네오
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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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 튜 쿠션 최종 디자인 시제품 

A set B set

구분 결과물 내용

Color Aset Green, Blue, Purple, Orange, Pink, Navy, 
White, Black

Bset Red, Black, White

Material
Aset 튜브 : Neoprene / 매트 : EVA, PU
Bset 튜브 : Air-mesh
ETC. Plastic zipper

Finish Aset 지도리
Bset 오드람프

그림 15. 최종디자인 3D Modeling & Rendering_에어
메시

의 [그림 14][그림 15]는 최종 선정된 놀이형 튜

쿠션 디자인 안이다. 

물놀이에서 사용하는 링형태의 튜 를 그 로 활용

하여 네오 과 에어메시 등 기존 쿠션과 차별화된 새

로운 소재로 커버를 웠다. 링튜 2종, 미니스툴튜  1

종, Bar 튜 1종, 소 1종, EVA 원 형 매트 1종을 세

트로 구성되어 진다.

커버에 지퍼를 달아서 우고 벗기기 쉽도록 하고,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끈을 달아 아이들이 쉽게 가

지고 놀 수 있도록 하 다. 

한 링튜 의 특성을 살려 원기둥의 스툴 튜 를 끼

워 튜  여러 개를 쌓아올릴 수 있고, 원  형태의 매트

를 덮어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하다. 원형매트에는 펜이

나 크 스로 그리고 지우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 놀

이  학습용 테이블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쇼  

형태, Bar 형태의 튜 를 함께 세트로 구성하여 다양하

게 collection 할 수 있다.

1.3 시제품 제작
3D 더링을 통해 시뮬 이션된 디자인과 컬러로 실

제 시제품을 제작 하 다.

그림 16. 시제품 제작과정

  

그림 17. 사용성 테스트

[그림 16]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

진이다.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튜 에 가장 심미 이고, 사용

성이 좋은 커버를 제작하기 해 여러 가지 종류 소재

의 패 릭으로 패턴 제작  재단을 하 다. 그리고 컬

러 선정에 있어 샘  컬러칩을 활용하여 컬러 선정 과

정을 거쳤다.

그리고 신축성과 두께감이 있는 소재로 일반 면 재질

과는 다른 성격이므로 다수의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 

한 커버를 우고 벗기기 가장 쉬운 형태의 패턴을 

제작하 다. 한 튜 와 튜 를 연결하여 다양한 놀이

를 할 수 있도록 연결 스트랩을 제작하여 집, 의자, 쇼

, 터 , 기차 등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 다.

다음 표는 제작 완료된 네오 과 에어메시 놀이형 

튜 쿠션 시제품에 한 내용이다.

표 7. 최종 디자인 시제품 및 CMF 내용

의 [표 7]의 내용과 같이 커버의 소재를 네오  

세트와 에어메시 세트로 각각 제작 하 다. 네오  

세트는 소재의 특성을 살리고 컬러분석의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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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d Color를 사용하 고, Black의 라스틱 지퍼를 커

버에 둘러 포인트  통일감을 이룬다. 에어메시 세트

는 강한 Black과 Red, white의 컬러 비를 주었고 메시 

커버와 지퍼의 컬러를 통일 시켜 simple함을 강조하

다. 한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 사용하기 합하며 

세탁이 용이하다.

원단의 박음질의 마감 방법으로는 네오 은 지그

재그 방식의 지도리 미싱을 사용하여 면의 굴곡 없이 

원단과 원단을 연결할 수 있었고, 에어메시는 표면에 

있는 구멍을 고려해 오드람  미싱을 사용하여 촘촘하

게 박음질 하여 완성도를 높 다. 

그림 18. 제품 사용 방법

의 [그림 19]와 같은 방법으로 커버를 우고, 제품

을 결합하거나 스트랩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변형이 가

능하다. 로 공기 주입형 링튜 를 기본 형태로 하여 

튜 를 쌓아 원기둥 스툴로 고정 하고, EVA소재의 매

트를 올리면 테이블로 사용 가능하고 코 된 PU소재의 

패 릭을 커버로 사용하여 수성펜이나, 색연필 등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울 수 있도록 하 다.

한 튜 와 튜 를 연결하는 스트랩을 제작하 다. 

튜 와 튜 의 고정 방법으로는 스트랩에 부착한 스냅

단추로 스트랩을 서로 고정할 수 있게 디자인 하여, 기

차놀이, 터 , 쇼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그리

고 필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거나, 흡입하여 작게 

어 보 이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1.4 관찰 및 인터뷰 평가
시제품 평가를 해 사용자 연령층인 미취학 만 3세

와 5세, 취학아동 9세와 10세를 상으로 찰평가를 

실시하 다. 찰 평가 시 제품에 한 설명 없이 놀이

형 튜 쿠션 제품만을 제공하고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

고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찰 하 다. 

표 8. 사용자 관찰 평가_미취학 아동

0～6세

 일시 : 2012. 2. 24
 대상 : 만 3세 (여), 만 5세 (여)
 놀이 시간 : 약 80분
 주요 놀이 형태 : 쌓기, 튜브 통과, 숨기, 단순 스트랩 연결, 올라타기, 
끌기. 

의 [표 8]은 만 3세와 5세 미취학 아동의 놀이형 튜

쿠션을 사용에 한 찰평가 내용이다. 제품에 한 

설명 없이도 매우 흥미 있어 하 으며, colorful하고 선

명한 색상으로 호기심을 자극 하 다. 튜 를 던지거나, 

올라타기, 구멍 통과하기, 스트랩으로 연결하기 등 다양

한 형태로 놀이를 하 고 약 80분 동안 쉬지 않고 즐기

는 모습을 찰 할 수 있었다. 

표 9. 사용자 관찰 평가_취학아동

7～12세

 일시 : 2012. 2. 24
 대상 : 만 9세 (여), 만 8세 (여)
 놀이 시간 : 40분
 주요 놀이 형태 : 쌓기, 결합하기, 테이블 사용, 여러개 튜브를 스트
랩으로 연결 후 응용 놀이.

 [표 9]는 만 8세와 9세인 취학아동을 상으로 

찰평가를 한 내용이다. 규칙 으로 스트랩을 연결하거

나, 쌓아올려 테이블로 만들어 블록 놀이를 하고, 구조

ㆍ체계 으로 계산하여 형태를 완성하 고 미취학 

아동에 비해 은 시간인 40분 동안 놀이를 하 다.

구매자 연령층인 30~45세 학부모님을 상으로 시제

품과 찰평가에서 촬 된 사진과 상을 보여  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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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실시하 다. 다음은 인터뷰에 한 내용이다.

미취학 
아동
부모

A : 색상이 알록달록 하여 아이들의 감성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재질이 고급스럽고 색상이 예뻐 서 어른들도 좋아
할 것 같다.
B : 소재가 부드러워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안전할것 같
다. 지퍼를 열고 닫기 편하고, 커버를 벗기기 쉬워 세탁이 편
리하므로 위생적이다.

취학 아동 
부모

C : 우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끈을 사용해서 구
조물을 만들거나, 쌓는 등 놀이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 같
다.
D : 일반 쿠션과 매트는 크고 무거워 불편했는데 가벼워서 
좋고 바람을 빼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효율이 높을 거 같다. 

Ⅳ. 결론

국민의 소득  교육수 의 향상과 교통ㆍ통신의 발

달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의 요성이 매

우 두되고 있다. 그  해양 산업이 각 받고 있

으며 수요 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

로 해양  용품의 신제품출시와 새로운 디자인 아이

디어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최근 물놀이 용품의 수입량이 매년 20% 이상씩 늘어

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물놀이 용품기업은 세하여 캐

릭터 주의 신제품 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므로 정체되어 있는 물놀이 용품의 독창 이고 차별

화된 아이디어 상품 개발이 필요로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 기업의 매출 확 와 신시

장 창출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 디자인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이러한 목 으로 개발되어진 본 연구의 

결과물인 쿠션튜 는 여름철 물놀이에서만 일회성으로 

사용하던 공기튜 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튜 에 패 릭 커버를 워 쿠션 는 아동용 

놀이 가구로써 365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형 

튜 쿠션 디자인을 제안 하 다. 

결과물 도출을 해서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해

양 산업과 해양물놀이 용품의 정의  시장조사를 

진행하 고, 부산을 찾은 해수욕장  수 장 고객을 

상으로 해양  상품개발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양 용품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세우고 CMF디자인 략을 수립하 다. 개발 

을 이루어 여러 차례의 인스토 을 통해 아이디

어 스 치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3D모델링

과 더링작업으로 시뮬 이션 하 다. 이를 토 로 여

러 가지 소재의 패 릭 샘 과 컬러 테스트를 통해 최

종 디자인을 선정하 고, 완성된 놀이형 튜 쿠션 시제

품을 사용자 찰 평가와 구매자 연령층 상으로 인터

뷰 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어진 

디자인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  장 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튜 에 네오 과 에어메시를 사용하여 새

로운 감성  감을 제공하는 물놀이형 공기튜 이다. 

둘째, 공기튜 에 감이 좋은 감성 인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개념의 가정용, 혹은 유아놀이산업용 쿠션제품

으로 사용가능하다. 셋째, 튜 끼리 조립  연결 하여 

창의  놀이 활동이 가능하다. 링튜  2종에 스툴튜

를 끼워 조립할 수 있고 그 에 EVA매트를 올려 테이

블을 만들거나, 스냅단추가 부착된 스트랩으로 튜 와 

튜 를 연결하여 터 , 의자 등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

이 가능하다. 그리고 EVA 매트 커버는 코 된 PU소재

로 수성펜이나, 크 스로 그리고 지울 수 있다. 넷째, 

사용  보 이 용이하다. 다른 놀이 쿠션이나, 매트와 

달리 공기제품이므로 유아동이 사용하기에 매우 가볍

고 안 하며, 필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고 뺄 수 있어 

보 이 용이하여 공간 효율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로 개발 되어진 공기튜 쿠션은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차별화된 해양 용품으로

써 뿐만 아니라, 가정용, 혹은 어린이 보육시설 등의 새

로운 산업용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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