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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아 람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종사의 

착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공군 전투력 상

승에 기여할 수 있는 비행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해 조종사의 체형, 업무동작, 착의특성과 요구성능을 반영한 비행복의 설

계기준을 제시하였고, 적합한 비행복 평가방법을 계획하여 개발된 비행

복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요구성능에서 우수함이 검증된 비행복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비행단 방문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종사 업무조사 및 주

요동작정의를 하였고,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71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면

접 조사, 4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비행복의 착용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집된 조종사의 업무동작은 비행업

무와 지상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비행업무는 탑승대기, 전투기탑

승/하차, 조종실내 조종, 생환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지상업무는 

일반동작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작들을 바탕으로 비행복 개발에 

적합하도록 단계별로 대표동작을 추출하였다. 착용실태조사 결과 비행복

의 동작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 비행복의 디자인을 유지하며 

편의성과 착용만족도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함

이 도출되었다. 

둘째, 특수복 관련 선행연구와 비행복 조사를 통해 정의된 비행복의 

다섯 가지 요구성능인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보호성을 비행복 설계 시 의사결정에 용이하도록 분석적계층화

과정(AHP)을 거쳐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동작 용이성은 움직임에 불편함

이 없는 성능, 맞음새 적합성은 여유량이 적당하여 사이즈와 맞음새가 

적합한 상태, 사용 편의성은 주머니 등의 의복구성요소가 사용에 편리한 

성능, 심리적 만족성은 사용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성능, 

보호성은 의복이 착용자를 위험요소나 상황에서 보호해주거나 예방해주

는 성능으로 정의하였다. 요구성능별 가중치는 동작 용이성 38.6% 보호

성 22.3%, 사용 편의성 18.7%, 맞음새 적합성 11.9%, 심리적 만족성 8.5%

로 도출되었으며 디자인 아이디어 선택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셋째, 조종사 인체치수 및 현 비행복 치수체계 분석, 조종사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 분석 및 체표길이변화 측정을 통한 여유량 설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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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검토를 통한 비행복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종사의 2490명

과 6차 사이즈코리아 20~50대 일반인 남성 2,471명의 평균 인체치수를 

비교한 결과 조종사는 키와 둘레값이 더 큰 것에 비하여 상체 길이는 짧

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복의 그레이딩 기준사이즈가 조종사의 평균 인

체치수에 해당하는 치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

한 기준 인체치수는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와 새로운 비행복 치수체계를 

참고하여 키 178cm, 가슴둘레 100cm로 정하였으며 제도를 위한 세부 인

체치수 16부위는 키와 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으로 산출되었다. 

조종사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과 부위별 인체치수 사이의 차이값 

분석 및 조종사의 업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일곱가지 자세에 대한 부위별 

체표길이 최대변화율 측정을 통하여 비행복의 여유량을 정의하였고 패턴

에 반영하였다. 비행복 개발을 위해 제시된 11가지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가중치행렬표를 통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7개의 아이디어가 비행

복의 전체 성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었다. 

넷째, 비행복 착의평가 방법을 계획하기 위하여 피험자를 정의하고, 비

행복 요구성능별 평가기준을 정의한 후 평가도구 및 평가환경을 구체화

하였다. 비행복의 다섯 가지 요구성능 중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네 가지의 항목이 착의평가를 통한 비행복

의 성능 검토가 가능하다 판단되었다. 각 요구성능별 평가범위와 판단기

준에 따라 비행복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동작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능검사, ROM측정법, 시간측정을 위한 과업, 맞음새 적합성 평가

를 위한 피험자와 관찰자 관능검사, 사용 편의성 평가를 위한 관능검사

와 시간측정을 위한 과업, 심리적 만족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능검사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다섯째, 비행복의 설계기준과 평가방법 계획에 따라 비행복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최종 개발 비행복을 제시하였다.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전반적 평가 모든 항목에서 

기존비행복 비하여 우수하다 판단된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이 최종 개발 

비행복으로 정의되었다. 비행복 설계기준에 따라 제시된 비행복 패턴설

계 회귀식이 프로토타입 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 최종 비행복 패턴의 

장촌식, 단촌식 제도법으로 제시되었다. 개발 비행복은 기존 비행복에 비

하여 앞품, 뒤품, 진동깊이, 어깨너비, 팔둘레, 허벅지둘레, 밑위길이는 작

으나 조종사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입체적으로 패턴이 설계되었고 기존 

비행복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디자인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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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행복은 조종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주어 

공군의 전투력과 긍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비행복의 설계기준과 평가방법은 조종사 피복류 및 비행장구 

개발 시, 비행복 평가표준 구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

하며, 비행복을 개발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향후 특수복 연구개발의 지침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비행복, 비행복 설계, 특수복 요구성능, 동작성 평가, 관절가동범

위, 커버올 제도법 

학  번 :  2013-3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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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첨단과학기술과 항공무기체계가 발전하는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ROKAF, 2015a).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공군력의 핵심으로 이들의 

전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모든 장비나 기구들을 조종사 중심으

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행복은 착용자와 가장 밀접

한 위치에서 긴 시간동안 인체를 감싸는 군수품으로 조종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한국 공군 전투기 사고 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의 비율은 53%

로 나타났으며 이는 항공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Kang, 2013).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 처럼 인적오류는 방호단계 각각의 결함이 우

연히 일치할 때 발생하므로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방호단계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상의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ason, 2000). 조종

사가 근무 시 하루종일 착용하는 비행복의 설계에 있어서 비행복 자체의 보호성

을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육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의

복을 설계하는 것은 조종사의 인적오류 발생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여 주어 공

군 전투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행복은 공군 창군 당시 미

군의 전투기와 함께 도입된 미군 비행복의 디자인과 치수를 모방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군복은 전쟁을 주도할만한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

로 발전하므로(Kwon & Ha, 2006) 당시 열악했던 한국군이 미군 비행복을 차용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지만,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위상이 고조되어 항공기 대수 

기준 세계 공군력 6위(Global Fire Power, 2015)를 선점하고 있는 지금, 전투력 상승

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적합한 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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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비행복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조종사의 핵심업무는 조종실(Cockpit) 내에서 이루어지는 항공기 조종 업무로, 

한정된 공간 내에서 복잡하고 정교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조종실 내에서 조종사가 개인의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종실, 개인 비행 장구와 관련한 인간공학적 개발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진행된 바 있다(Byun & Lee, 1999; Kim et al., 2006; Lee et al., 1993; Park et al., 2009). 

비행복 역시 미군 비행복을 수정없이 차용함에 문제를 느껴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 ‘인간공학적 비행피복 연구’(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09) 를 진행한 한 

바 있지만, 연구기간의 부족으로 기존 미군 비행복을 한국 조종사 치수에 맞게 

패턴과 치수체계 생산 호수의 일부만 수정함에 그쳤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 조

종사의 비행복은 전신을 감싸는 형태이기에 한국 조종사의 인체치수 특성을 가

장 절실히 반영해야 하는 군수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군 비행복의 패턴에 기

초한 수정본으로 존재할 뿐이다.  

군복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첨단화되는 전쟁상황과 기

술력에 대응하여 위장성, 상징성, 보호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지니는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Kwon & Ha, 2006). 과거 비행복은 추위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성능만을 주로 추구하였지만(Rood, 2014)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른 조종실의 

공조시설 확충으로 비행복의 온열보호적 기능성은 다소 약화되었고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이나 상징성과 같은 다른 성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비행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종사를 보호하고 그들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적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다시말해 현대의 조종사 비행복은 보호복과 기능복, 근무

복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복은 단편적인 

하나의 기능보다는 여러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이 기

능성은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보호성과 운동성능의 

상관관계처럼 부정적 영항을 미치기도 한다(Slater, 1996). 따라서 다양한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공적인 비행복 개발을 위해서는 비행복이 요구하는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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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정의내리고 각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계 프로세

스를 적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 프로세스는 경영학, 환경디자인, 공업디자

인, 산업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의복 설계의 영역에서도 

일부 차용하고 있다. LaBat and Sokolowski (1999)는 산학 협력에 있어서 텍스타일 

제품 설계를 위한 3단계를 정리하고 제품개발에 적용하여 검증해 보았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의류제품 및 특수복 설계를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DeJonge, 1984; Diane, 2001; Hanks et al., 1977; Huck & Kim, 1997; Lamb 

& Kallal, 1992; Regan et al., 1998). 연구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 요구성

능을 정의한 후 구체화된 디자인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평가하여 

최종 제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비행복 역시 복잡한 요

구성능을 범주화하여 정의내리고, 전반적인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디자인 아이

디어를 적용한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평가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완벽한 

제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특수복 설계에 있어서 의복 특성에 적합한 착의평가방법을 설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적합하게 계획된 평가방법은 의복의 성능을 검증하게 해 줄 뿐

만 아니라, 개발단계에서 의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의복의 착의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Cho et al., 2007; 

Choi, 1980; Huck et al., 1997; Jung, 2011; Kim & Nam, 2012; Lee, 2012; Swinker & Hines, 

2006), 비행복의 적합한 평가를 위해서는 비행복의 요구성능에 합당한 평가방법

을 계획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TM에서 보호복의 

착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ASTM, 2011) 이 역시 

최종 결과는 착용자의 감각에 의존하고 동작에 관련한 측면만 고려하므로 이를 

그대로 비행복의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우수한 비행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행복의 디자인과 패턴구성법 개발 뿐만 아니라 비행복을 

평가하는 신뢰도 있고 타당한 방법이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인체치수, 업무특성 및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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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요구성능을 반영하여 조종사의 착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주어 공군 전투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비행복을 개발하고자 한다. 비행복 개

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비행복을 실제

로 착용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업무특성조사와 착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행복에 요구되는 성능을 정의내리고 비행복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한다. 조종사가 비행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체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종사의 체형특성을 파악한 후 비행복 제

도 시 기준이 되는 인체치수를 정의하고 조종사의 선호여유량과 활동여유량을 

반영하여 비행복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다. 동시에 비행복이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개발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착의평가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설계한다. 설계단계에서 개발된 비행복의 제도법과 여유량이 실제로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하기 위해 비행복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고 설계된 평가방법으로 착의평가를 실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개발 

비행복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비행복은 한국 조종사의 인체특성

을 반영하여 착의만족도를 높여 작업집중도 향상으로 인한 인적오류발생율 감소 

뿐만 아니라 착용자에게 한국 조종사만의 비행복이라는 자긍심을 부여하여 공군

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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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인체치수 및 업무 특성, 요

구성능을 반영하여 조종사의 착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주어 

궁극적으로 공군 전투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비행복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특성과 비행복 착의관련 정

보를 수집하여 비행복에 요구되는 성능을 정의하고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을 개발한다. 

 

연구문제 2. 조종사의 체형 특성을 파악하여 비행복 제도를 위한 기준 인체치

수를 도출하고 조종사의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량과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

복 치수 분석을 통하여 여유량을 도출하여 조종사 체형이 반영되면서 움직임에 

적합한 비행복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다.  

 

연구문제 3. 비행복의 설계기준에 따라 개발된 비행복을 착의평가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구성된 평가방법으로 기존 비행복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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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공군 전투기 조종사 비행복 

 비행복의 역사 

비행복의 탄생과 발전은 비행기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03년 최초의 비행기 발

명 당시 조종사는 일반 트위드 재킷과 바지를 착용하였다. 초기 비행기는 조종

실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비행시간이 짧아 비행기 조종을 위해 특별히 고

안된 의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비행기 제작 기술이 발전

하면서 비행시간은 더욱 길어졌고, 외기에 노출된 조종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의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당시 조종사들은 양털 안감이 들어간 

부츠, 고글, 방수장갑과 가죽코트를 착용하고 조종하였으며 Rood (2014)는 이것을 

진정한 최초의 비행복(flying clothing)이라 하였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행은 스포츠의 한 종류로 여겨졌으며 영국

의 Dunhill사, 프랑스의 Roold사에서는 스포츠로서 비행을 위한 조종사 의복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였다(Rood, 2014). 세계 1차대전이 발발하면서 비행기 제작 기

술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연합국이었던 영국은 전쟁을 위한 비행단을 창설하였고 

육군 수송병이 착용하던 유니폼을 개량하여 조종사에게 보급하였다(Rood, 2014). 

현재 한국을 비롯한 영국, 벨기에, 미국의 조종사 비행복은 상·하의가 연결된 

커버올 형태인데(Chen et al., 2015), 이러한 비행복은 1916년 영국 해군 항공대

(Royal Naval Air Service)의 조종사인 Sidney Cotton에 의해 발명되었다. 더러운 기름

에 찌든 오버올이 비행 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런던 

Robinson & Cleaver 사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주었고 얇은 털 안감, 방풍 실크레이

어, 버버리 소재의 외피로 이루어진 상하의 일체형의 Sidcot suit가 판매되기 시작

하였다<그림 2-1>. 이후 Royal Aircraft Factory는 기존의 가죽 유니폼 대신 방염처

리 및 방수처리된 린넨 올인원 Sidcot suit를 차용하였으며 1940년에는 당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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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된 지퍼 잠금장치와 양쪽 무릎에 큰 주머니를 적용함으로써 현재 비행복

과 유사한 형태가 완성되어갔다(Rood, 2014). 

비행기의 조종실이 닫힌 형태로 개발되고, 도달할 수 있는 고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종사를 위협하는 요소는 추위뿐만 아니라 소음, 열, 저압, 

충격파, 각종 생화학 무기, 레이저 등으로 증가되었다.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중력 방지복(Anti-G-suit), 헬멧, 호흡장치, 고글 등이 개

발되었으며 비행복에 추가로 착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비행복은 비

행 시 단독으로 착용되지 않지만 다른 보호장구들과 함께 착용되어 조종사를 보

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타 비행용 보호장구를 제외한 비행

복만을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시초는 일제강점기부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국외에 설립된 

비행학교로 보고 있다. 해방 이후 항공인들에 의해 결성된 ‘한국항공건설협회’의 

형태에서 1948년 5월 5일 통위부(현 국방부) 직할부대인 항공부대의 형태로 창설된 

후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공군본부직제)에 의거하여 정식 공

 
출처: Rood (2014) 

그림 2-1. Robinson & Cleaver사의 Sidcot 비행복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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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탄생되었다(ROKAF, 2015b). 하지만 공군이 독립한 직후 8개월 만에 6·25 전쟁

이 발발하였으며, 당시 나라 경제의 열악함과 한반도 세력균형에 대하여 절대적 

영향을 끼치던 미군의 영향으로 공군 고유성을 지닌 복제를 갖추기에 시간과 비용

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초기 대한민국 공군의 복제는 미 공군의 복제를 모방하거

나 차입할 수 밖에 없었고 1971년 까지 미 군원에 의한 원자재 도입이 계속되었다

(Kim et al., 1997) 

1949년 공군 창군 당시 조종사들은 근무복에 정모와 단화를 착용하였고 1950

년 6·25 전쟁 중 F-51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상·하의가 연결된 앞지퍼 여밈 형태

의 미국 공군용 동·하계 비행복을 그대로 착용하였다(ROKAF Headquaters, 2005). 

이후 비행복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군 비행복과 유사한 형태는 유지하면서 

국내제작을 하였고 국방색 외피와 분홍색 나일론 소재의 내피가 부착되어 있는 

동계 비행복, 짙은 국방색 모직 혹은 혼방소재의 하계 비행복으로 구분하여 제

작하였다. 1974년 12월 공군 복제에 따라 비행복에 부착하는 마크가 구체화되었

는데 비행복의 우측 가슴에 특수복용 명찰을 부착하고 좌측 가슴에 대대마크, 

우측 어깨 밑에 부대마크, 좌측 어깨 밑에 사격수 표지를 부착하였다(ROKAF 

Headquaters, 2005).  

1976년 비행복 소재를 동계 진회색 나일론, 하계 회색 면직으로 변경하였는데 제

식을 살펴보면 셔츠 칼라에 앞중심 지퍼 여밈, 허리 벨크로, 바짓단 너비를 지퍼로 

조절 가능하게 하였으며 양쪽 가슴, 좌측 소매,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에 겉붙임 주

머니가 있는 형태로 당시 미군의 비행복과 유사하면서 현재의 비행복과도 매우 유

사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2>. 1978년에는 동·하계 비행복 소재의 색상이 다름, 

동계 비행복 내피의 불편함 등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하계 비행복의 구분

없이 아청색 모 60%, 화섬 40%를 사용한 단일 의복으로 통일하였으며 1981년부터 

연한 쑥색의 T/W 소재 (폴리에스테르 40%, 모 60%), 1984년 내화성의 NOMEX®  소

재, 1988년부터 국방색 데드론 소재, 2002년부터 국방색 NOMEX®  소재의 비행복이 

착용되었다(Kim, 1998; ROKAF Headquaters, 2005). 이후 2011년 비행복의 치수체계 및 패

턴을 개선한 비행복이 개발되며 1978년 이후 계절구분없이 착용되었던 비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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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계 비행복으로 다시 구분하여 개정되었다(ROKAF Headquaters, 2011).  

공군 창군 이래 약 65년간의 비행복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비행복에 사용되는 소

재나 색상, 비행복에 부착하는 표지와 관련한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비행복의 패턴이나 디자인은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미군

의 비행복을 그대로 착용할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나라 정세의 혼란과 경제상황

의 이유로 공군 고유의 비행복 제정이 어려웠지만,  2015년 항공기 소지 대수 기준 

세계 공군 군사력 6위(Global Fire Power, 2015)에 빛나는 현 대한민국 공군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 그리고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조종사들의 체형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능성이 향상된 비행복의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ROKAF Headquaters (2005, 2011) 

그림 2-2. 대한민국 공군 비행복 제식 변천 

<1976년> <1981년>

<200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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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의 특성 

상·하의가 연결되어 소매까지 달린 커버올(coverall)형태의 비행복 디자인은 

1916년 Sidney Cotton에 의해 고안된 이후(Rood, 2014) 항공기 조종사의 상징으로 

현재까지도 착용되고 있다. 커버올 형태의 의복은 착·탈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비상시 화염으로부터 몸 전체를 감싸 보호할 수 있으며 조종사가 해상

에 낙하하는 조난상황 시 구조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거의 전세계 조종

사의 유니폼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림 2-3. 현 공군 동·하계 비행복 

 

 

<동계 비행복>

<하계 비행복>

* 음영은 통기구
가 위치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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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하는데(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3) 비행복은 그 중 특수복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전투기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행복은 착용하

는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디자인의 동·하계 비행복 2종으로 구분된다<그림 

2-3>. 동·하계 비행복의 디자인은 통기구 유무로 구분 가능한데, 하복의 경우 양

쪽 소매의 겨드랑이, 무릎, 등쪽 액션플리츠에 망사형의 통풍구가 배치되어 있다. 

비행복에 사용되는 원단은 내화성의 아라미드 소재와 정전기 방지섬유가 혼용된 

소재를 사용하며 동·하계 비행복 모두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표 2-1>. 

동계 비행복을 기준으로 디자 인 특성을 살펴보면 앞중심부터 가랑이까지 양방

향지퍼로 구성되어 있고 허리에 고무밴드와 벨크로로 이루어진 벨트가 위치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허리둘레를 조절할 수 있으며 등 부위에 세로로 액션플리츠

가 있어 상반신 활동에 편의성을 더하였다. 양쪽 가슴, 양쪽 허벅지, 양쪽 종아리 

그리고 좌측 소매 총 7개의 주머니가 존재하고 바짓단은 지퍼로, 소매 부리는 벨크

로를 사용하여 치수 조절이 가능하다. 어깨부위에는 비행시 착용하는 여러 장구들

에 의한 마모를 방지하는 어깨 강화 패치가 덧대어 있으며, 비행 안전을 위하여 다

른 군복과는 달리 철제 계급장을 사용하지 않고 자수 형태의 탈부착식 벨크로 패

치를 사용한다.  

미 공군의 비행복인 CWU-27/P의 치수규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가슴둘레와 

소매 인길이, 다리 인심 길이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이즈 규격은 총 24개로 <

표 2-2>와 같다(Department of the Army USA, 1984). 가슴둘레 사이즈는 32인치부터 

시작하는 2인치 간격의 9개의 규격으로 가슴둘레 인체치수를 인치로 표현하여 

표 2-1. 국방규격 비행복 소재 품질기준과 현 비행복 소재 품질 

종류 혼용율(%) 중량(g/㎡) 조직 인장강도(N) 
최대신장

율(%) 

치수변화

율(%) 

국방규격 

기준 

아라미드 97~98 

대전섬유 2~3 
150 이상 평직 

경사 890~ 

위사 590~ 
- 

경사 ±2 

위사 ±2 

현 비행복 

소재 

아라미드 96 

대전섬유 4 
162.3 평직 

경사 920 

위사 690 
1.8 

경사 -1 

위사 -0.5 

출처: ROKAF Headquat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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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소매 인심 길이 간격 1~1¾인치, 다리 인심 길이 간격 2인치의 

S(Short), R(Regular), L(Long) 3개의 규격으로 제시한다(Department of the Army USA, 

1984). 미국시험재료학회(ASTM)에서 제시하는 남성복 치수 표기방법과 비교하

여 살펴보았을 때(ASTM, 2012) 가슴둘레 표기 방법은 일치하나 ASTM의 소매 

인심 길이, 다리 인심 길이의 표기법이 Short, Regular, Tall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복의 치수체계는 국방규격 KDS 0000-3002의 C 중피트성 

표 2-2. 미군 비행복 치수체계  

키  

가슴둘레(inch) 
S R L 규격 개수 

32 32S 32S  2 

34 34S 34R  2 

36 36S 36R 36L 3 

38 38S 38R 38L 3 

40 40S 40R 40L 3 

42 42S 42R 42L 3 

44 44S 44R 44L 3 

46 46S 46R 46L 3 

48  48R 48L 2 

규격 개수 8 9 7 24 

출처: Department of the Army USA (1984) 

표 2-3. 현 비행복 치수체계 

 키 소 중 대 특 특대 
규격 

개수 
가슴 

둘레 

범위 

(cm) 

163.0 

~167.9 

168.0 

~172.9 

173.0 

~177.9 

178.0 

~182.9 

183.0 

~190.0 

85 
82.6 

~87.5 
M85소 M85중 M85대   3 

90 
87.6 

~92.5 
M90소 M90중 M90대 M90특  4 

95 
92.6 

~97.5 
M95소 M95중 M95대 M95특 M95특대 5 

100 
97.6 

~102.5 
M100소 M100중 M100대 M100특 M100특대 5 

105 
102.6 

~107.5 
 M105중 M105대 M105특 M105특대 4 

110 
107.6 

~112.5 
  S110대 S110특  2 

규격 개수 4 5 6 5 3 23 

출처: ROKAF Headquat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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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적용대상 품목으로 현재 가슴둘레 5cm 간격 6개, 키 5cm 간격 6개 치수규

격 조합의 23개 규격을 가지고 있다<표 2-3>. 비행복 치수 표기는 가슴둘레의 

범위에 따라 M(Man, 82.6~107.5cm), 혹은 S(Special, 107.6cm 이상) 알파벳 중 하나, 

가슴둘레 치수를 대표하는 숫자, 키의 범위를 대표하는 소, 중, 대, 특, 특대 한

글 중 하나를 조합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키 175cm, 가슴둘레 95cm인 사람이 

착용하는 비행복의 치수는 ‘M95대’로 표기하는데 이 방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복 치수 표기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수 규격

을 사양서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직관성을 지니지 않으며 치수체계 표현에 의미

없는 M이나 S와 같은 알파벳이 추가되어있어 치수 선택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

성이 있다.  

2011년 국방부는 한국군 체형에 적합한 상의 44개, 하의 40개의 맞춤복 수준

으로 세분화된 전투복 치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1). 현재 공군 조종복이 중피트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조종사의 

업무 정밀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므로 앞서 개발 및 검증

된 고피트성의 전투복 치수체계를 준수하여 비행복 치수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

는 것이 군 피복류의 치수체계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들

의 치수선택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 조종사들은 지상근무 시 그리고 조종임무 시 비행복을 착용한다. 전투기에 

탑승할 때에는 지상과 다른 조종실 환경,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몇 가지 장비를 

더 착용하게 되는데 이를 개인 비행 장구(Personal Flight Gear)라 부른다. 전투기 탑

승 시 지상과는 달리 추가로 착용하게 되는 장구로는 중력 방지복, 하네스(Harness), 

생환조끼, 헬멧, 조종화 등이 있다. 중력 방지복은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조종사가 

받게 되는 하중(G-force)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바지와 같은 형태로 

착용하고(Choi & ROKAF Headquaters, 2012) 하네스는 전투기의 사출 좌석(Ejection Seat)에 

조종사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생환조끼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생환물품을 보

관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비행시에는 중력 방지복, 생환조끼, 하네스 순으로 모두 

착용하지만 지상에 있는 항공기를 완전히 정비하고 무장하여 임무 명령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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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정한 시간 내에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인 지상 비

상 대기(Ground Alert)(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2011)에는 하네스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대기한다. 이렇듯 비행복은 지상근무 시에는 단독으로 착용

되지만 비행 시에는 여러 장구와 함께 착용되며 이 때 소매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개인 비행 장구와 인체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비행복 설계 시 이러한 착용 특

성을 고려하여야 조종사의 착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비행복은 일반 환경뿐만 아니라 비행기 조종석 특수

한 환경에서 착용되며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환경에 대처하는 의복으로, 조

종사의 신체 보호와 업무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복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비행복을 착용한 조종사가 노출되는 환경과 상황 특성, 그리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종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행복 관련 선행연구 

비행복은 조종사의 인체에 가장 밀접하게 위치하여 조종사가 근무하는 시간동

안 인체를 보호한다. 비행복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Tan et al. (1998)과 Crown et al. (1998)는 온열보호성능을 강조한 비행복을 디자인

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행복의 주요 기능을 온열보호성, 기능적 요

구성능, 심리적 요구성능, 생산적 성능으로 나누어 보고 모든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8종의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비행복의 주요기능

을 다양하게 나누어 디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비행복의 평가는 마네킹

을 사용한 방염성능평가에 그쳐 연구자가 초반에 설정한 주요기능에 대한 검증

을 할 수 없었다. 

Audet and Spindola (1986)는 공군의 비행복과 비슷한 미 해군 커버올 개발 프로

그램으로 방염성 소재로 제작된 커버올과 내염처리된 면셔츠와 바지 앙상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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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을 사용하여 화재시 화상위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 커버올에 

비해 내염처리된 면셔츠와 바지 앙상블의 화상 위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바지단의 넓은 통으로 인한 인체와 의복사이의 공간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였다.  

이상의 비행복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행복을 개발할 때 온열보호성 기

능만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Shanley et al. (1993)는 군인의 보호복에 관하여 의

류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군복의 인체보호기능은 일반, 전투, 생환(生還, Returning 

Alive), 전쟁유무 모든 상황에서 필요하며 대립하는 보호성과 온열쾌적성 및 동

작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복으로써 비행복의 성능을 살

펴보았을 때 비행복의 보호성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기능적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복의 디자인에 있어서 

요구하는 기능을 명확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Han (2004)는 공군 비행복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초기

의 비행복은 고공에 그대로 노출되는 조종사의 안정성과 보호성에 집중하였지만, 

현대에는 비행기의 발달로 방호적 기능을 충분히 갖춘 전투기가 개발되어 비행

복의 실용성과 장식적인 강조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비행복의 요구성

능은 보호성만 집중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실제 착용자 요구

성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Jeon (2011)은 인간공학적 비행피복 연구(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09)를 

통하여기존의 비행복에 대한 보호성 집중의 연구가 아닌 대한민국 공군의 패턴

설계와 치수체계 개선을 통한 인간공학적 비행복 설계를 시도하였다. 비행복의 

착의성, 쾌적성, 동작 용이성, 여유성, 착탈의용이성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패턴디자인과 개선법을 제시하였다. 통기성이 우수한 

하계비행복을 개발하였지만 비행복의 동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행복 연

구기간의 제한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비행복의 패턴에서 일부 개선사항만 적용하

여 한국 조종사 인체치수를 반영한 비행복 제도법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재 공군 비행복의 원형은 미군의 비행복에서 일부 수정한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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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2009년의 인간공학적 비행피복 연구로 인한 개선비행복이 보급된 이

후 실시된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복 착의실태조사에서(Lee et al., 2016)에서 인간공

학적 비행피복 사업으로 개선되어 보급되는 비행복 사이즈와 하계비행복의 디자

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조종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행복에서 일부 패턴 수정을 넘어선 한

국인 조종사의 인체치수를 반영한 제도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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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복 설계 

 특수복 정의 

특수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사로 그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

히 만든 옷으로 정의되어 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5). 하지만 

국내 문헌에서 특수복은 주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의복인 

보호복(Protective Clothing)으로 통용된다(Hong, 2002; Hong, 2004; Jung & Kwon, 2004; 

McCullough, 2001). 의복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보호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

로, 보호성과 함께 다른 성능을 추구하는 의복의 경우 기능복(Functional Clothing)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Cho et al., 2007; Kim & Park, 2011; Lee & Jang, 2005; Watkins, 

2003). 이와 같이 연구자 따라 목적성을 지닌 의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

게 혼재하는데, Han and Nam (2008)은 의복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호성인지, 

운동성능인지에 따라 보호복과 기능복으로 정의하였고 이 두가지를 묶어 특수복

이라 정의하였다. 보호복과 기능복의 용어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초기의 비행복은 온도조절이 불가능한 조종실의 구조로 조종사의 체온유지를 

첫번째 목적으로 두었으나(Rood, 2014), 현대의 비행복은 조종실 공조시설의 확충

으로 체온유지 외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행복은 좁은 

조종석 안에서 걸림없이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상출격 시 빠르게 옷

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화재 시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고(Choi & ROKAF Headquaters, 2012), 군인복제령에서 

제복에 포함되며(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3), 조종사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

까지, 그리고 비행시에도 착용하는 의복임을 비추어 보았을 때(Jeon et al., 2009; 

Lee et al., 2016), 기존 비행복관련 연구(Audet & Spindola, 1986; Choi et al., 2011; Crown 

et al., 1998; Tan et al., 1998)에서 주로 강조하는 보호복적 특성뿐만 아니라 동작, 맞

음새, 외관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복은 보호

복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특성을 추구하는 의복이므로 조종사들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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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적합함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특수복 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수복 요구 성능 

특수복 정의에 대하여 고찰한 것과 같이 특수복은 목적성에 따라 사전에 정의

된 요구성능이 부가된 의복이므로 특수복이 착용되는 상황, 착용자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요구성능이 제시될 수 있다. 특수복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요구성능을 살펴보면 <표 2-5>과 같다. 

표 2-4. 특수복 분류에 따른 연구자별 보호복, 기능복 정의 

구분1) 연구자(출처) 정의 

보호복
(Protective 

Clothing) 

CEN/TC 162 

(1989) 
물리적/화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복. 단 몇가지 항목은 제외 

ASTM (2011) 

몸의 일부나 전체를 위험가능성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착용한 의복

으로 오염물로부터 외부환경을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특별히 구성된 

의복 아이템,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4) 

하나이상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개인 의류를 

대체하거나 그것을 덮는 보호대를 포함한 의복 

Huck (1988) 
인체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하며 움직임 등과 같은 다른 기능들의 

역할까지 보장되는 의복 

McCullough (2001) 외부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의복 

Moon (2015) 

의복의 최외층에 착용하여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전

신을 보호하는 형태의 의복. 인체를 보호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

는 목적으로 착용 

Hong (2004) 
주어진 환경에서 요구하는 환경 적합도, 작업수행도, 보호 기능성, 

쾌적성등의 다양한 요인을 충족하는 의복 

기능복 

(Functional 

Clothing) 

Gupta (2011b) 
의복의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사전에 정의된 성능 혹은 기능성을 

사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의복 혹은 앙상블  

Rosenblad-Wallin 

(1985) 

주로 보호성이나 쾌적성과 같은 기능성에 대한 직접적 요구를 만족

시키는 의복 종류 

Watkins (2003) 
인체를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며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거

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는 의복 

Cho et al. (2007) 
착용자의 수행도 향상을 지원하거나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능이 부가된 의복 (Watkins, 2003 재인용) 

Kim and Park 

(2011) 

착장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작의 편리성을 갖게 하는 기능

성이 부여된 의복 

Lee and Jang (2005) 
인간의 작업능률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들

을 강조하는 의복 

1) Han and Nam (2008) 연구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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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 ISO 13688(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4) 보호복 일반적 

요건에서는 기초건강 및 인체공학적 요구사항을 무해성, 디자인, 쾌적성 3가지로 

제시하였다. 단, 여기서 디자인은 미적인 측면이 아닌 동작과 맞음새 및 움직임

에 따른 형태변화, 다른 보호품과 양립성의 필요 등을 의미한다. Gupta (2011a)는 

기능성의복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구성능으로 생리학적(Physiological), 

생체역학적(Biomechanical), 인간공학적(Ergonomic), 심리적(Psychological) 요소를 

제시하였다. Huck and Kim (1997)은 소방 방열복 개발 연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편안함(Comfort), 안정성(Safety), 심리성(Psychological), 생산성(Production)으로 정의 

내리고 각각의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열복을 개발하였다. Liu and Little 

(2009)은 압박성이 있는 스포츠웨어 디자인 시 기능성(Performance)과 편안함

(Comfort)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육체적(Physical), 생리적(Physiological), 정신생리

학적(Psychophysiological), 정신적(Psychological), 정신물리학적(Psychophysical)적 요

 표 2-5. 연구자 별 특수복 요구성능 

연구자 의복종류 요구성능 

KS K ISO 13688(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4) 

보호복(Protective 

clothing) 
무해성, 디자인, 쾌적성 

Gupta (2011a) Functional clothing 
Physiological, Biomechanical, Ergonomic, Psychological con-

siderations 

Huck and Kim (1997)  Protective coverall Comfort, Safety, Psychological, Production 

Liu and Little (2009) 
Compression athletic 

wear 
Performance, Comfort 

Rosenblad-Wallin (1985) Functional Clothing Functional values, Symbolic values 

Ashdowm and Watkins 

(1996) 
Protective Clothing 

Relationship of body parts to one another and to garments, 

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body parts as the body 

moves, Heat and moisture transport, Sizing and fit, Ease of don-

ning and doffing, Comfort, Fit, Function 

Tan et al. (1998) 
Thermal protective 

flight suits 

Functional requirement, Psychological requirement, Thermal 

protection, Production, Maintenance 

Wiernicki (1992) Protective clothing 

Comfortable environment, Task visibility, Task dexterity, Task 

mobility, Protect the user from task hazard, Create no additional 

safety or health concerns 

Lee et al. (2012) 공군 정비파카 여유량, 활동성, 보온성 

Lee (2012) 전투복 동작적합성, 형태적합성 

Lim (2003) 항공정비복 쾌적성, 운동성능, 인간공학적 디자인 

Jeon (2011) 비행복 동작 용이성, 착탈의용이성, 착의성, 여유성, 쾌적성 

Choi and Kim (2011) 작업복 
활동성, 쾌적성, 내구성, 취급성, 심미성, 상징성, 보호

성, 안정성, 위생성, 경제성 

Han et al. (2012) 소방용 방화복 안정성,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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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고려해야 한다 언급하며 이 5개 요소를 5Ps라 명명하였다. Rosenblad-Wallin 

(1985)는 기능성 의복 개발에 필요한 요구성능을 사용자와 사용자가 처한 환경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고 인간-제품-물리적인 환경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기

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인간-제품-사회문화적 환경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라 하였다. 제품의 사용 가치는 이 두 종류의 가치 모

두로 구성되며 반드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shdowm and Watkins (1996)는 보호복과 같은 특수복 개발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인간공학적 요소의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인체와 의복간의 상관

관계(Relationship of body parts to one another and to garments), 동작에 따른 부위별 상

관관계(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body parts as the body moves),  열 수분 교환성

(Heat and moisture transport), 사이즈적합성(Sizing and fit), 착탈의편의성(Ease of 

donning and doffing), 편안함(Comfort), 맞음새(Fit), 기능성(Function)을 특수복의 인

간요소(Human Factor)라 강조하였다. Jeon (2011)은 Ashdowm and Watkins (1996)가 제

시한 특수복의 요구성능을 참고하여 비행복의 요구성능을 동작 용이성, 착탈의

용이성, 착의성, 여유성, 쾌적성으로 제시하였다. Tan et al. (1998)는 방열복을 개발

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요구성능을 기능성(Functional), 심리적 요구사

항(Psychological requirement), 온열보호성(Thermal protection), 생산성(Production), 유

지성(Maintenance)으로 정의내렸고 이 기능들이 상호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행렬로 정리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Wiernicki (1992)는 보호복 프로그

램의 관리를 제시하며 보호복의 요구성능을 특성하는 요인을 위험성(Hazzards), 

동작(Mobility), 편안함(Comfort), 시간(Time), 편의성(Dexterity), 가시성(Visibility), 온

도(Temperature)로 제시하며 필수 성능을 쾌적한 환경(Comfortable environment), 가

시성(Task visibility), 편의성(Task dexterity), 동작성(Task mobility), 보호성(Protect the 

user from task hazard), 추가위험 발생 가능성 없을 것(Create no additional safety or 

health concerns)으로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2)는 공군 정비파카 개발 시 여유량, 활동성, 보온성을 주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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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으로 보고 여기에 집중하여 의복을 개발하였다. Lee (2012)은 전투훈련동작을 

분석하여 전투복 상의 패턴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동작적합성

과 형태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Lim (2003)는 의복 기능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쾌적성, 외관, 보호성, 세탁성, 내인열성과 내마모성으로 보았으나 항공정

비복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쾌적성, 운동성능, 인간공학적 디자인으로 

제시하였다. Choi and Kim (2011)는 기능성 의복의 요구성능으로 작업복의 예를 들

며 동작적합성, 신체보호성, 체온조절적합성, 관리용이성 등의 기능성과 심미성, 

상징성, 경제성을 제시하였다.  

Han et al. (2012)는 소방용 방화복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보호복이 갖추어야 

표 2-6.기존 특수복 요구성능의 유목화에 따른 정의 

요구성능 정의 기존연구에서 표현된 요구성능 용어 

동작 용이성 

(Mobility) 

의복이 움직임에 불편

함을 주지 않는 성능 

Ergonomic consideration, Comfort, Physical, Mobility, 

Ease of donning/doffing, Functional value, Relationship 

of body parts to one another and to garment, 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body parts as the body moves, 

Functional requirement, Task mobility  

활동성, 동작적합성, 운동성능, 인간공학적 디자

인, 동작 용이성, 착탈의용이성, 착의성, 디자인 

맞음새 적합성 

(Fit) 

여유량이 적당하여 사

이즈와 맞음새가 적합

한 상태 

Fit, Aesthetic, Relationship of body parts to one another 

and to garment, Sizing and fit, Comfort 

여유량, 형태적합성, 착의성, 여유성, 디자인 

사용 편의성 

(Dexterity) 

주머니 등의 의복 구성

요소가 사용에 편리한 

성능 

Ergonomic consideration, Value-roles, Status-self-es-

teem, Functional value, Functional requirement, Task 

visibility, Dexterity 

디자인 

심리적 만족성 

(Psychological 

Satisfaction) 

의복의 외관이 사용자

에게 심리적으로 긍정

적 영향을 주는 성능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Psycho-

physiological, Psychological, Psychophysical, Aes-

thetic, Symbolic values, Psychological requirement 

심미성, 상징성 

보호성 

(Protection) 

의복이 착용자를 위험

요소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예방해

주는 기능 

Safety, Protection, Thermal protection, Comfortable en-

vironment, Task visibility, Protect the user from task 

hazard, Create no additional safety or health concerns 

보호성, 안정성, 위생성, 무해성 

생리적 쾌적성 

(Physiological 

Comfort) 

의복이 착용자를 생리

적으로 쾌적하게 유지

시켜주는 성능 

Physiological, Biomechanical, Comfort, Physiological, 

Psychophysiological, Heat and moisture transport, 

Thermal protection, Comfortable environment 

보온성, 쾌적성 

경제 효율성 

(Productivity) 

의복 생산과 관리 시 

물리적,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 기능 

Production, Maintenance 

내구성, 취급성, 위생성,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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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중요한 요건을 안정성과 편안함 두가지로 제시하였고 안정성은 ‘유해한 환경

적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신소재의 물성’으로, 편안함은 ‘작업

자의 인체정보를 반영한 인체 동작범위와 체표면 변화를 적용한 인간공학적 패

턴 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구성능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의복의 

디자인과 패턴 개발의 측면에서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요소를 범주화 하면 동작 

용이성(Mobility), 맞음새 적합성(Fit), 사용 편의성(Dexterity), 심리적 만족성

(Psychological Satisfaction), 보호성(Protection), 생리적 쾌적성(Physiological Comfort), 

경제 효율성(Productivity) 7가지 요구성능으로 새로이 제시할 수 있다<표 2-6>.  

특수복의 요구성능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비행복의 특성 및 연구범

위에 적합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 생리적 쾌적성과 경제 효율성은 비행

복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성능이라 할 수 있지만 비행복의 디자인과 패턴의 개

발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제외하여 요구성능을 정

의하였다.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르면 조종실 내의 조정장치는 조종사의 피복이 전체에 

걸쳐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하도록 위치되고 배치되어야 한다(MOLIT, 2010). 이를 

의복 개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종사는 피복을 착용하였을 때 움직임에 불편

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편한 의복에 

비해 에너지소모가 커지는데(Son, 1992), 이는 인적오류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작 용이성을 비행복의 요구성능 중 하나로 보고 ‘움직임

에 불편함이 없는 성능’으로 정의하였다.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비행복은 비행업무만 수행할 때 착용하는 보호복으로써

의 역할과 지상업무시 착용하는 근무복의 역할을 한다. 비행복은 제복에 포함되

며 제복을 착용하는 군인은 군인복제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외

모를 단정이 하여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3). 이러한 비행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통일성있는 착의조건을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맞음새 적합성을 요구성능에 포함시켜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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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당하여 사이즈와 맞음새가 적합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비행복에는 착탈의를 위한 앞중심지퍼, 환기를 위한 통풍구, 7개의 주머니와 

양쪽 종아리 바짓단 너비를 조절하는 지퍼가 부착되어 있다. 비행복의 편의요소

들은 조종사에 의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머니 등의 의복구성요소가 사용에 편리한 성

능’을 의미하는 사용 편의성도 비행복의 요구성능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군복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역할에서 시작하였으므로 국가정체성이 내재

되어 있으며(Kim, 2011), 디자인을 개발할 때 시 소속감과 자긍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징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

다(Kwon & Ha, 2006). 따라서 비행복 개발 시 ‘사용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

향을 주는 성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심리적 만족성도 요구성능에 포함시켰다. 

조종사들은 업무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

양한 장치나 시스템이 존재한다. 불의의 사고 시 조종사를 항공기로부터 분리하

기 위한 사출 좌석,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생환훈련, 그리고 비행복에 대한 내염

성 소재 규격 까지 모두 조종사를 위험요소로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비행복 설계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보호성은 비행복의 디

자인과 패턴 제도범위에 맞추어 ‘의복이 착용자를 위험요소나 상황 발생을 예방

해주는 성능’으로 정의하였다. 

특수복에 있어서 이상적인 디자인은 모든 요구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

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성능을 만족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는 특수복에서 요구하

는 성능 중 일부만 만족시킬 수 도 있으며 어떤 요구성능은 만족시키면서 동시

에 다른 요구성능을 저하시킬 수 도 있다. 따라서 특수복의 요구성능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 요구성능들을 의복 디자인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다. Watkins (2003)는 특수복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함으

로써 상대적 가치부여가 가능하다 언급하였고 Ashdown (1989)의 연구에서 석면

제거 작업복의 디자인 특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제시한 가중치 행렬표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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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예를 들었다. 가중치 행렬표는 의복 개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의사결정 모델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어 중 적절한 아이디

어를 선택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Cagan & Vogel, 2002)<표 2-7 >. 의복 

개발단계에서 초기에 정 의된 요구성능에 따라서 디자인 아이디어의 점수를 부

여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각 요구성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이다. 특수복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해 둔다면 의복개발 시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효율적이며 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사결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시켜 

결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T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지원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과정)가 있다. AHP는 다수의 속성

끼리 짝을 지어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지원하는 방법(Saaty, 

1990)으로 경영학, 공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수복 개발에 있어서 

의복을 실제로 제작하기 전, AHP 기법을 사용하여 요구성능에 대한 상대적 중요

도를 정의한 후 가중치 행렬표를 작성하여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를 검토

해 본다면 다양한 요구성능을 의복개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7. 가중치 행렬표 예 

기준 가중치 
디자인 아이디어 

#1 #2 #3 #4 #5 #6 #7 #8 

경제성 3 2 1 3 3 3 1 2 1 

편의성 2 2 1 2 2 1 1 3 1 

시장성 1 1 3 1 3 1 2 2 1 

생산성 2 2 2 2 3 3 1 3 2 

실행가능성 3 3 3 1 3 2 3 3 3 

총 합 - 24 21 21 31 24 18 29 19 

참고: Cagan and Vogel (2002)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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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복 설계 프로세스 

인간은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변의 물건, 공간, 시스템 

등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고 개발해왔다. 초기에는 사용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디자인과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이 도래하였고, 생산자가 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디자

인하고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혁명 이전의 디자인 방식은 생산자 개인

의 숙련된 기교와 노하우에 의존하였지만,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이후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디자인 방식이 발전

하였으며(Im, 1999) 경영,  환경디자인,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여러학자들에 의해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이 논의되어 왔다(Im, 

1999; Koberg & Bagnall, 1981; LaBat & Sokolowski, 1999; Watkins, 2003). 

의복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의복 프로세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토타입 개발단계의 유무일 것이다. 의복은 생산단가가 비교적 낮

아 손쉽게 시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의복관

련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개발단계중 하나로 취급한다(LaBat & 

Sokolowski, 1999). 의복의 개발과정은 크게 기성복과 같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일반 의복제품의 프로세스와 특수복설계 프로세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의복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의복설

계에 관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일

반 의복의 설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Jonge (1984)은 요청된 문제

에 관해 상황을 탐색하고, 구조를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사양기술을 조사한 후 

제시되는 구체적인 디자인요소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평가하는 프

로세스를 제시하였다. LaBat and Sokolowski (1999)은 산학이 연계한 텍스타일 제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디자인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리서치 후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디자인

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평가한 후 제품을 개선하여 개선 효과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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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과정을 결정하여야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다 언급하였다. Lamb 

and Kallal (1992)는 모든 종류의 의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 모

델 개발을 주장하며 FEA(Functional-Expressive-Aesthetic) 소비자 니즈 모델을 그 

기준으로 내세웠다. 문제를 확인하고 예비 아이디어를 정의한 후 디자인을 분석

하여 의사결정 후 적용하거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평가한 후 적용하는 두 가

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Regan et al. (1998)은 문제 확인, 문제 정의, 문제 조사, 대안 

탐색, 평가 및 판단의 과정 이후 해결안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Nam and Lee (2005)은 남성복 제품 생산의 예를 들면서 정

보분석과 상품기획 단계를 거쳐 샘플제작과 품평화 과정을 거친 후 대량생산을 

실시한다 하였다.  

연구자별 특수복 설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ck and Kim (1997)은 

문제를 수용하고 상황을 분석한 후 문제를 구조화하여 인지한 후 이것을 디자인 

요소화 하였고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한 후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일관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Gupta (2011a)는 사용자

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의복을 디자인하고 테

스트 분석하여 최종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Diane (2001)은 소비자

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최적화

한 후 이를 상용화하고 제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프로세스에 함께 포함시켰

다. Tan et al. (1998)은 온열보호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룹면접 조사를 하고 

동작분석을 실시한 후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한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여 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Watkins (2003)는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한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Lee et al. 

(2012)는 공군정비파카를 개발하기위하여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복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Jeon (2011)은 기존

비행복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개선비행복을 설계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

로 비행복을 개선하였다. Lee (2012)은 비행복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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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투훈련동작을 분석하고 상의패

턴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개발된 전투복을 평가하는데 적

용하였다. Lim (2003)는 항공정비복을 개발하기위하여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비디

오 동작분석을 실시한 후 디자인을 설계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반의복과 특수복 설계 프로세스의 세부단계 중 비슷한 단계를 묶어 

범주화 하면 <표 2-8>와 같이 다섯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일반의복의 경우 일

반적인 문제확인 후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구조를 인지한 후 예비 아이디어에 

대하여 정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의복

설계 프로세스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특수복의 경우 착용실태조사 등의 구체적

인 문제확인 단계를 거쳐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 후 착의평가를 하여 제

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많은 특수복 관련 연구자들이 <표 

2-5>와 같이 특수복의 요구성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복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의복의 문제구조를 정의하거나 요구성능을 정의하는 단계를 생

략하였다는 것이다. 특수복의 개발은 정의된 요구성능에 기준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의복개발 전체 단계에서 생략함으로 인해 개발기준이 모

호해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특수복의 고유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의복성능을 

목적으로 하는 의복이 개발되어 실제 착용자에게 만족도가 낮은 의복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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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구자별 일반 의복 및 특수복 설계 프로세스  

연구자 의복종류 

단계 구분 

문제확인, 정보수집 
문제구조인지, 요구성

능 정의 

디자인 아이디어제시, 

구체화 

프로토타입제작 및 

평가 
최종제품제시 

DeJonge (1984) 일반 의복 
요청, 디자인상황 탐

색 
문제구조인지 

사양기술확인, 디자

인요소 수립 

프로토타입개발, 디

자인 평가 
 

LaBat and 

Sokolowski (1999) 
일반 의복 

1차 문제 정의, 리서

치 
실제문제정의 

예비 아이디어, 디자

인 개선 

프로토타입 개발, 평

가, 제품개선 
즉각생산 

Lamb and Kallal 

(1992) 
일반 의복 문제확인  

예비 아이디어정의 

디자인개선 

프로토타입개발, 평

가 
적용 

Regan et al. (1998) 일반 의복 문제확인, 문제조사 문제정의 
대안탐색, 평가 및 

판단, 해결안 나열 
  

해결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 

Nam and Lee (2005) 일반 의복 정보분석  상품기획 샘플제작 및 품평회 대량생산 

Huck and Kim 

(1997) 

Coveralls for grass 

fire fighting 

문제수용, 디자인상

황분석 
문제구조인지 

디자인 열거, 디자인

요소와 관계 분석 
프로토타입 개발 최종 디자인 개발 

Gupta (2011a) Functional clothing 
사용자 조사, 사용자 

요구사항 확인 
 

의복 디자인, 의복 

구성 
테스트 및 분석 제작 

Diane (2001) Protective clothing 요구사항 이해  아이디어 창출 
기본원형개발, 최적

화 
상용화, 상품의 유지 

Tan et al. (1998) 
Thermal protective 

flight suit 

그룹면접 조사, 동작

분석 
 

디자인 구체화, 상관

관계 매트릭스 작성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토타입 생산 

Watkins (2003) Protective clothing 분석 정의 
아이디어 창출, 아이

디어 선택 
평가  결론 

Lee et al. (2012) 공군 정비파카 착용실태조사  문제점 개선 평가  

Jeon (2011) 비행복 
기존 비행복 분석, 

치수체계 분석 
 개선비행복설계 착의평가  

Lee (2012) 전투복 사전조사 연구문제설정 

전투훈련동작분석, 

평가기준개발, 상의

패턴개발 

개발패턴 평가  

Lim (2003) 항공정비복 착용실태조사  
비디오동작분석, 디

자인설계 
착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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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 착의평가 

의복은 독립적인 사물로 물리적 성능을 평가하기 보다 인간에 의해 착용됨으로

써 평가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의복은 그 자체가 아닌 의복-인간 사이의 상호 관

계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의류산업이나 

학계에서는 의복을 평가하기 위한 주된 도구로 착용자 혹은 의복을 바라보는 인

간의 감각을 주된 평가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생활의 일부인 의복을 인간의 

주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지만, 평가방법이 통제되지 않고 평가

자의 지나치게 개인적인 주관이 반영된다면 평가결과의 정밀도와 신뢰도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류학 연구자들은 의복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의복을 구성하는 소재, 완성품으로서 의복이 인체에 

생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된 수치로 제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은 다

수 존재하지만, 완성된 제품으로써 의복의 디자인과 패턴의 성능을 평가하는 표

준화된 방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와 의복 종류에 따라 여러 의복 평가

방법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다. 

 

 

 의복 착의평가방법 구성요인 

의복을 평가하는 방법은 의복의 종류와 연구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의복 평가결과는 현재의 의복 혹은 개발된 의복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복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의복의 종류

나 목적에 따라 신뢰성있고 타당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의복은 핏(fit)이라는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의복 핏의 기준은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Yu, 2004).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fit’을 ‘핏은 바

른 형태와 치수를 가지는 성능 (ability to be the right shape and size)’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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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바른 형태와 치수’에 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의복종류에 따라 

다양해 의복을 fit의 개념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다.  

인간의 감각이나 잠재된 특성을 평가하는 다른 영역의 학문에서는 기기를 사

용하는 방법과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사(Test)와 측정(Measurement) 라는 용

어로 구분하고 있다. Sung (2002)는 ‘검사’는 인간의 잠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도

구로 정의하였고, ‘측정’은 사물의 성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

차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사와 측정의 정의에 의거하여 착의

평가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단, ‘측정’과 ‘검사’라는 단어는 일반동사로 자주 

사용되어 본 연구가 실제로 지칭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함에 혼란을 줄 수 있

으므로, 인간의 감각을 사용하여 착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관능검사(Test), 

관찰된 상태를 기기나 도구를 사용하여 수치화 하는 방법을 ‘기기측정

(Measurement)’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의복의 관능검사와 기기측정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

과 같다. 관능검사는 인간의 심리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 의복 평가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재현성이 낮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기기측정은 높은 신뢰도

와 재현성을 가진 결과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의복의 감각적 측면을 제시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능검사와 기기측정은 각각 의복의 평가에 사용되

기도 하며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KS K ISO 13688(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4)과 ASTM  F 1154-

11(ASTM, 2011)에서는 보호복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S K ISO 13688

에서는 EN 13921을 참고로 한 보호복 평가 부속서 C를 통하여 보호복을 평가하

는 기준을 위험요소 평가, 착탈의 및 피트성 평가, 잠금장치평가, 보호영역평가, 

움직임의 자유 평가, 보호품 양립성 평가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고 제품의 부적

합성을 판단하는 근거도 제시하였다. 보호복을 평가하는 대략의 요지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평가 절차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 다른 보호복 평

가방법 기준인 ASTM F1154-11에서는 보호복 앙상블의 쾌적성(Comfort), 맞음새



 31 

(Fit), 기능성(Function)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적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제시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의복의 사용성, 편안함, 맞음새를 검사할 수 있지만 

피험자의 감각에만 의존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ASTM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도 착용자나 관찰자의 감각을 주된 의복평

가도구로 사용하였다. Havenith and Heus (2004)는 의복의 기능성을 평가할 때 소재

의 성능이 아닌 의복 제작 전반을 포함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복의 온

열감, 습윤감, 누수정도, 동작성, 지퍼사용성, 쾌적성, 착의쾌적성으로 구분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실의 제한된 환경에서 인간공학적으로 보호복을 평

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Oh et al. (2011)와 Oh et al. (2011); 

Suh and Cho (1997)는 연구를 통하여 설계한 오버올 혹은 커버올을 착용자와 전문

가의 의한 외관평가, 착용자 스스로 평가하는 기능성 평가로 검사하였다. Lee 

(2012) 역시 전투복 평가를 위하여 외관평가와 동작적합성 평가를 하였는데 부

위별 치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설계 시 다시 피드백 하기 위하여 

치수적합성도 함께 평가하였다. Jung (2011)는 남성 팬츠를 평가할 때 맞음새, 착

용감각, 외관, 여유분을 감각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인간의 감각을 객관화된 수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각자가 개발한 

척도, 혹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이 때 사용된 수치가 사용자의 주

관적 감각을 완벽히 대표한다고 제시하기에는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인간의 상태변화를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

법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Coca et al. (2010)는 BS 8469에서 의복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기

는 하지만 기능적 움직임을 포함하는 보호복 시스템 전체를 측정하는 인간공학

적 기능이 없음을 지적하며, 소방복을 평가할 때 관절가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주어진 업무 완수 시 소요 시간 및 발걸음 수 측정 등이 보호복 시스템

의 인간공학적 테스트 표준화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ROM은 Coca et al. 

(2010)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동작범위의 객관적 측정

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Adams and Keyserling (1996) 는 보호복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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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위한 지침이 되는 기초 연구로 다양한 기구를 사용한 ROM 측정법을 비

교하여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복의 동작만족도, 불편한 부위, 착용감 등을 

평가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소방복, 자동차정비작업복 등의 평가를 할 때 동작에 

따른 ROM 각도 변화 관찰법을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

며, 쾌적성, 수용성, 피로도 등 주관적 평가방법의 결과도 함께 사용하였다(Huck, 

1991; Huck & Kim, 1997; Huck et al., 1997; Kim, 2002, 2007). 

의복의 동작과 관련한 성능을 평가할 때 ROM외의 다른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시도도 있었다. Eungpinichpong et al. (2013)은 불편한 바지를 착용하고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요추의 ROM 뿐만 아니라 근전도를 측정하였으며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 허리 부위 불편함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Lim 

(2003)는 항공정비복을 개발하고 평가를 할 때 신장량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예

상되는 의복 부위에 절개를 넣어 동작시 절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하는 크

로스컷(cross-cut) 법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외관평가, 맞음새 평가, 동작적응성을 

평가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은 실험실 내 제한된 환경에서의 의복 평가

를 주로 진행하였다는 것에 반해 실제 의복 착용 현장에서 활동 적합성을 평가

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었다. Cho et al. (2007)은 방염복을 평가하기 위하여 착용편

의성, 착용감, 의복내 기후를 주요 항목으로 두었으며 착용편의성은 착의성, 여

유성, 착탈의용이성, 동작 용이성으로, 착용감은 온열감, 습윤감, 압박감, 쾌적감, 

촉감, 부드러움, 중량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의복내 기후를 측정할 

때에는 온도계 등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의복 착의평가방법을 구성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평가하

고자 하는 성능이 무엇인지, 평가도구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평가환경이 

어떠한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2-4>. 평가성능은 정의된 의복 기능성에 따

라 그 기능성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동작, 맞음새, 편의성, 외관 등과 같

은 요구성능으로 구성될 수 있다. 평가도구는 기기측정, 관능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능검사는 또 다시 착용자가 직접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의복 관련 

전문가나 관찰자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수 있다. 평가환경은 외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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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제한된 실험실과 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할 것인지, 실제 착용현장에서 평

가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다. 의복 평가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의복의 요구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복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요인을 적절히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의복 착의평가방법 개발 선행연구 고찰 

의복 소재 혹은 의복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학적 부담의 경우 표준화된 평가방

법이 존재하여 평가결과가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도 있는 지표로 사용되

지만, 의복의 디자인과 패턴의 맞음새에 대한 평가는 표준화된 방법이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ASTM(ASTM, 2011)에서 화학적 보호복의 맞음새 평가에 관한 표

준화된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평가가 가능한 복종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의복에 

대한 적용은 어렵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의복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해보거나, 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시험해 보거나,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법을 개발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의복 평가방법의 기준을 제시

하고자하였다. 

 

그림 2-4. 의복 착의 평가 구성 요인 

 

• 동작
• 맞음새
• 편의성

의복 착의평가
구성 요인

평가
성능 • 외관

• 보호성
• 쾌적성 등

• 기기측정
• 관능검사

평가
도구

• 실험실
• 실제착용현장

평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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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실시되었던 의복의 디자인 혹은 패턴의 적합성에 대하여 평가한 연구

는 다음과같다. Watkins (2003)은 동작에 미치는 의복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단순운동검사, 시간/동작연구, 일/에너지검사, 압력/부하검사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Fan et al. (2004)는 의복의 맞음새와 외관을 측정하는 객관적

/주관적 도구들을 제시하였다. 객관적 평가도구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의복

의 전체적인 착용성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닌 부위별 솔기, 구김성 등의 정

도를 기기로 외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모아레, 공극량, 의복압,  3D 

모델링, 의복압 등을 활용한 맞음새를 평가하는 방법에 그쳐 우수한 의복의 객

관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Ashdown (2011)은 동작적합성이 우수한 의복

을 개발하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각 측정, 3D 형상 중첩법 등의 평가방법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의복 평가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

거나,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제 의복 평가방법에 적용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uck (1988)은 보호복 착용 시 유의하게 줄어드는 관절운동을 관찰하기 위

한 신뢰성있는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앞서 다른 연구자들이 선행연

구에서 실시한 관절각 측정법을 바탕으로 보호복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세, 평

가 항목 등을 정의하였다. 이후 의복 여유량 배치부위에 따른 동작성과 ROM 

평가등을 통하여 단일 설계요소에 대한 인간공학적 효과를 분석하였다(Huck et al., 

1997). 

ROM이 의복의 동작 구속력을 평가하는데 우수한 방법임이 밝혀지고 ROM을 

측정하는 도구들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Adams and Keyserling (1993)는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관절각 범위를 측정하는 3가지 방법(고니어미터, 플렉서미터, 전

자 고니어미터)을 비용, 사용성, 내구성, 침습성, 호환성, 사용범위, 정확도, 신뢰

도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 고니어미터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소개하

였다. 더불어 의복 착용 시 불편함과 편안함에 관한 관능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

과를 상관관계를 살펴 보며 향후 ASTM 보호복 평가방법 설계시 참고할 수 있

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Maulucci and Eckhouse (1997)은 누드 상태의 ROM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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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연구되어 왔지만 착장 상태에서의 ROM 측정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최대 9겹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3종의 전자 고니

어미터(Emtrak, Elgon, Inclin)를 사용한 ROM 측정값을 비교하였고 착장상태에서 

관절각 측정은 Emtrak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Kim (2003) 역시 관절각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컴퓨터 이용 방법, 플렉서

미터, 고니어미터)을 비교하였는데 컴퓨터 이용 방법 의 측정결과가 기존에 검

증된 고니어미터나 플렉서미터의 측정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컴퓨

터 이용 방법이 장점이 있으며 적합한 방법이라 하였다. Kim and Nam (2012)는 슬

랙스 맞음새 평가도구 설계 시 형태적합성(shape fitness)과 동작적합성(motion 

fitness)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동작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동작을 

정의하였다. 

Havenith and Heus (2004)는 보호복의 인간공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평가하기 위

한 테스트 배터리(test battery)를 구성하였다. 비록 소방복 7종의 착용자 피복생리

반응과 주관적 생리반응을 비교에 그쳤지만 의복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Cho et al. (2007)은 기능성 의복을 인간공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이것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평가

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는 의복 설계요소와 평

가요소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존 방염복에 

선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의복평가방법들과 달리 새로운 평가방법들을 개발하여 제시한 연구들

도 있다. Erwin et al. (1979) 은 의복의 맞음새를 평가하는 단서를 결(Grain), 선

(Line), 모습(Set), 균형(Balance), 여유(Ease)인 다섯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결’은 직물의 경사 혹은 위사 방향의 선으로, 몸의 중심선을 기준하여 

위치한 결선은 바닥에서 수평 혹은 수직이어야 한다 언급하였다. ‘선’은 의복의 

구성선이 신체의 실루엣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표현하는 것이고, ‘모습’은 바른 

자세로 있을 때 의복의 당김이나 주름이 있는지, ‘균형’은 의복이 신체를 기준으

로 앞·뒤·좌·우 균형있게 위치하는지, ‘여유’는 의복이 적절한 여유량을 가지는지



 36 

를 판단한다. Choi et al. (2011)은 Erwin et al. (1979)의 다섯 가지 맞음새평가 단서 중 

‘여유’와 ‘선’을 평가하기 위한 기기측정법을 제시하였다. ‘여유’를 측정하기 위하

여 의복을 착용한 피험자의 옷을 꼬집어 길이를 측정하였고 ‘선’을 평가하기 위

하여 의복과 인체의 기준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Choi (1980)은 아동복을 평가할 때 당시 의복의 표준적인 관능검사 설계가 확

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타당하고 안정적이며 세밀하며 객관적인 외관평가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 역시 최해주가 제시한 관능평가 문항과 유사

한 어휘를 사용하여 의복의 외관을 평가하였다(Choi, 2002; Jung, 2011; Lee, 2012; 

Lim et al., 2008; Oh et al., 2011; Suh & Cho, 1997). Lee (1991)는 실루엣 평가를 중심으

로 의복디자인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의미미분법을 사용하여 제시된 형용사 

쌍들을 요인분석하여 어휘를 추출하였고 전공집단과 비전공집단의 디자인 평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Hu et al. (2007)은 3D 동작캡쳐를 이용한 보호복의 인간공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보호복은 운동역학적 요소를 만족시켜야 함을 강조하

며 자유도(DOF: Degree of Freedom), ROM, 힘(Force), 관절의 모멘트(Moment of 

human joint)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기능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회귀식

을 개발함으로써 인간공학적 평가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일반 의복을 대상으로 하는 의복 평가방법 개발

의 경우 맞음새나 동작성, 외관을 평가하는 어휘, 혹은 자극물 이미지 획득 환경 

등의 정의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고 특수복 평가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하

는 연구들은 주로 동작기능이나 생리적 반응과 같은 요소의 측정 혹은 관능검사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수복의 요구성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수복은 의복으로써 보호적 역할과 그 외 기능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의복의 기능성 중 외관과 동작성, 혹은 보호성과 쾌적성은 하나의 의복 내

에서 서로 반비례적 기능을 하거나 동시에 둘 다 추구할 수 없는 성능으로 다루

어지고 있지만(Slater, 1996; Suh & Cho, 1997) 궁극적으로 우수한 의복 개발을 위해

서는 반드시 모든 기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Ashdown, 

2011). 따라서 의복을 평가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의복을 디자인하기 위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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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능을 의복평가항목으로 두어 의복의 설계목적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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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조종사들이 현재 착용하는 비행복의 착의만족도를 향

상시키고 나아가 조종사의 업무집중도를 높여 주어 전투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

는 비행복을 설계하고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특수복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행

복을 개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때 개발의복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도

록 의복착의평가 구성요인에 따라 평가방법을 계획하여 적용하였다<그림 3-1>.  

 

그림 3-1. 연구흐름도 

 

• 피험자 정의
• 비행복 요구성능별 평가기

준 정의
• 비행복 평가도구 및 평가

환경 구체화

비행복평가방법설계

•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
• 조종사 업무조사 및 주요동작

정의
• 비행복 요구성능 가중치 설정

비행복기본정보·요구성능분석

• 기준 인체치수 설정
• 비행복 여유량 설정
• 디자인 아이디어 검토

• 비행복 설계기준에 따른 비행복
제도법 개발

• 비행복 디자인 아이디어 적용

비행복설계기준제시

비행복프로토타입제작

• 비행복의 요구성능에 따른 프로
토타입 평가

비행복프로토타입평가

최종비행복개발

프로토타입수정

• 평가결과 저조부
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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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기본정보 및 요구성능 

비행복의 전반적 정보를 획득하고 요구성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비행복 착용실

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종사 주요업무와 동작을 정의하였으며, 비행복 요구성

능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 

비행복 설계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현재 공군에 근무중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그룹면접 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표 3-1>. 그룹면접 조사

는 문헌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행복 착용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비행복 개선에 관한 의견의 자유로운 수집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그룹면접 조사에서 획득한 비행복 착용관련 정성적 정보 중 일부를 

바탕으로 정량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룹면접 조사를 통해 수

집된 자료는 타이핑하여 문서화 한 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결과

를 도출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접근법으로 분석한 후 개방코딩하였다

(Glaser & Strauss, 2011; Im, 2009). 

설문조사는 그룹면접 조사에서 획득한 비행복 착용 관련 정성적 정보를 바탕

표 3-1.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의 구성 

 그룹면접 조사 설문조사 

목적 
비행복 관련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와 비행복 개선관련 의견 정성적 수집 

비행복 착용 실태, 만족도와 요구사항

의 정량적 수집 

대상 3개 비행단 전투기 조종사 71명 전국 16개 비행단 전투기 조종사 428명 

기간 2014년 10월~2015년 3월 2015년 1월 

문항 
비행복 착용 일반현황, 만족도, 개선요

구사항, 업무관련사항 등 

일반적 사항, 비행복 착용실태, 비행복 

만족도(치수, 동작, 외관, 주머니, 소재, 

개선요구사항과 관련한 25개 문항 

출처: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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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착용실태 및 만족도를 양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반적 사항, 

비행복 착용실태, 비행복 만족도(치수, 동작, 외관, 주머니, 소재), 개선요구사항과 

관련한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지는 전국 16개 비행단의 공군 조종사

에게 배포되었으며 여성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28개의 응답지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부록 1-1].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하여 χ2 검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그룹면접 조사와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본 연구

와 관련한 선행논문(Lee et al., 2016)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

행복 개발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제시하였다. 

 

 

 

 조종사 업무조사 및 주요동작 정의 

조종사의 업무조사는 공군 비행단 방문 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공군 비행단 세 곳을 방문하여 실제 공군 조종사가 근무하는 환경, 개인 비행 

장구 착용 및 전투기 탑승과정을 관찰하였고 전투기 탑승 체험 및 시뮬레이터 

조사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항공기 조종실 환경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근무중인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업무 및 주요활동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다. 

문헌조사는 공군을 통해 제공받은 책자(ROKAF Headquaters, 2010), 공군본부, 공

군사관학교, 항공안전단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Choi & 

ROKAF Headquaters, 2012; ROK AFA, 2016; ROKAF, 2015a; ROKAF Aviation Safety, 

2015; ROKAF Headquaters, 2013; ROKG Policy Blog, 2012)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

써 실시되었다.  

조종사 업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동작은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동적인 동

작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행복 개발단계에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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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이고 정적인 자세로 구성하는 단계를 거쳤다.  

 

 

 

 비행복 요구성능 가중치 설정 

비행복의 요구성능 가중치는 앞서 선행연구의 특수복 요구성능에서 추출된 일

곱 가지 성능 중 비행복의 특성과 연구범위에 적합한 다섯 가지 요구성능에 대

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비행복의 요구성능은 동작 용

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보호성 다섯 가지로 정의되었

표 3-2. 쌍대비교 설문지 구성 

i 선택문항 j 

심리적 만족성 ○1  ○2  ○3  ○4  ○5  ○6  ○7  ○8  ○9  보호성 

맞음새적합성 ○1  ○2  ○3  ○4  ○5  ○6  ○7  ○8  ○9  사용 편의성 

동작 용이성 ○1  ○2  ○3  ○4  ○5  ○6  ○7  ○8  ○9  심리적 만족성 

심리적 만족성 ○1  ○2  ○3  ○4  ○5  ○6  ○7  ○8  ○9  사용 편의성 

사용 편의성 ○1  ○2  ○3  ○4  ○5  ○6  ○7  ○8  ○9  동작 용이성 

보호성 ○1  ○2  ○3  ○4  ○5  ○6  ○7  ○8  ○9  동작 용이성 

맞음새적합성 ○1  ○2  ○3  ○4  ○5  ○6  ○7  ○8  ○9  보호성 

동작 용이성 ○1  ○2  ○3  ○4  ○5  ○6  ○7  ○8  ○9  맞음새적합성 

보호성 ○1  ○2  ○3  ○4  ○5  ○6  ○7  ○8  ○9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1  ○2  ○3  ○4  ○5  ○6  ○7  ○8  ○9  맞음새적합성 

응답자별 쌍대비교 순서는 무작위 제시 

 

 

표 3-3. AHP 쌍대비교시 선택문항별 정의 및 중요도 점수 

선택문항 정의 점수 

○1  i가 j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함 9 

○2  i가 j보다 매우 더 중요함 7 

○3  i가 j보다 상당히 더 중요함 5 

○4  i가 j보다 조금 더 중요함 3 

○5  i와 j가 동일한 중요도 1 

○6  j가 i보다 조금 더 중요함 1/3 

○7  j가 i보다 상당히 더 중요함 1/5 

○8  j가 i보다 매우 더 중요함 1/7 

○9  j가 i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함 1/9 

출처: Saaty (1990) p.15, Eun (200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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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각의 요구성능의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AHP 기

법을 사용하였다.  

AHP는 의사결정문제를 계층구조로 분해한 후 같은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요

소들에대한 쌍대비교를 실시한 한 뒤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가

중치를 추정하고 최하위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각 계층

의 평가요소들의 가중치를 종합하는 단계를 거친다(Eun, 2001). 본 연구의 비행복 

요구성능의 계층구조는 단일계층이므로 다섯 가지 요구성능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하였다. 비행복 쌍대비교 문항은 한 수준에서 n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nC2회의 이원비교가 구성되므로(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13) 비행복의 요구성능 다섯 가지에 대한 10개의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설문

지의 양 극단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복 요구성능을 제시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능 가까이 위치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표 3-2>, 각 

번호별 정의 및 부여된 중요도 점수는 척도는 Saaty (1990)가 제시한 방법과 같이 

사용하였다<표 3-3>. Google docs 설문지의 무작위 문항 제시 기능을 사용하여 문

항 제시 순서에 따른 응답의 편향가능성을 제거하였다 

A = [𝑎𝑖𝑗] = [

1 𝑎12

1/𝑎12 1

⋯ 𝑎1𝑛

… 𝑎2𝑛

⋮ ⋮
1/𝑎1𝑛 1/𝑎2𝑛

⋱ ⋮
… 1

] = [

𝑤1/𝑤1 𝑤1/𝑤2

𝑤2/𝑤1 𝑤2/𝑤2

⋯ 𝑤1/𝑤𝑛

… 𝑤2/𝑤𝑛

⋮ ⋮
𝑤𝑛/𝑤1 𝑤𝑛/𝑤2

⋱ ⋮
… 𝑤𝑛/𝑤𝑛

] 

𝑎𝑖𝑗 = 1 𝑎𝑗𝑖⁄ = 𝑤𝑖 𝑤𝑗⁄  (𝑖, 𝑗 = 1, 2, 3, … , 𝑛)  

수집된 응답은 요소 i, j의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행렬로 표현하였다. 쌍

대비교를 통해 작성된 정방행렬 A는 요소 j에 대한 i의 상대적 가중치의 추정치

이고 대각선의 요소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로 구성하였다. 이

원비교를 통해 얻어진 수치화된 점수는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통해 

각 요소들의 가중치 산출에 이용되었다. 

A ∙ W = [

𝑤1/𝑤1 𝑤1/𝑤2

𝑤2/𝑤1 𝑤2/𝑤2

⋯ 𝑤1/𝑤𝑛

… 𝑤2/𝑤𝑛
⋮ ⋮

𝑤𝑛/𝑤1 𝑤𝑛/𝑤2

⋱ ⋮

… 𝑤𝑛/𝑤𝑛

] (

𝑤1

𝑤2

⋮
𝑤𝑛

) = 𝑛(𝑤1, 𝑤2, … , 𝑤𝑛)𝑇 

여기서 w = (𝑤1, 𝑤2, ⋯ , 𝑤𝑛)𝑇는 실제 가중치 데이터를 나타내는 고유벡터이며 



 43 

다수의 의사결정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을 경우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순

위벡터를 구하였다.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하평균법이 쌍별비교의 역수

성질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Saaty, 1983). 

정방행렬 A의 일관성이 완벽하여 모든  𝑎𝑖𝑗 = 1인 경우 

Aw = 𝑛w 

가 성립되지만 의사결정값 𝑎𝑖𝑗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위의 식은 성립하지 않으며(Hannan, 1983) 일반방정식  

Aw = λw 

로 표현 가능하였다. 정방행렬 Aw가 w의 스칼라 배이면 스칼라 λ를 A의 고

유치라하고 w를 λ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라 하는데, A의 성분 𝑎𝑖𝑗값들이 일관성

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𝜆𝑚𝑎𝑥는 n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Eun, 2001).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 응답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CR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경험적인 법칙에 의하여 일관성비율 CR이 10%(0.1) 이하이면 판단이 일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2) 이내일 경우에는 용납할 수 있는 정도

라 하므로(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13; Lee, 2000) 본 연구의 일관성 비율 CR 

값은 0.2 이하로 결정하였다. 

비행복 다섯 가지 요구성능 별 가중치 결정을 위한 쌍대비교 응답을 수집하기 

전 응답 수집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범위와 비행복의 특성, 각 요구성능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였다. 의류학전공 전문가 5인과 현직 공군 조종사 

3인, 총 8인의 쌍대비교 응답의 일관성비율 CR값은 0.2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요구성능별 가중치는 비행복 개발 시 디자인 검토와 같은 

의사결정에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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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설계기준 

비행복 설계기준은 조종사 인체치수 분석과 이를 통한 비행복 제도용 기준 인

체치수 설정, 조종사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과 자세별 체표길이 변화율 분석을 

통한 비행복 여유량 설정, 디자인 아이디어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설정되었다<

그림 3-2>.. 

 

 

 

 기준 인체치수 설정 

기준인체치수는 조종사인체치수 분석과 비행복 제도용 기준 인체치수 설정을 

통하여 정의되었다<그림 3-3.> 

 

그림 3-2. 비행복 설계기준 설정 방법 

조종사 인체치수분석

비행복제도용
기준인체치수설정

조종사실제착용
비행복여유량분석

조종사자세별
체표길이변화율분석

디자인아이디어
수집및 검토

기준 인체 치수

비행복 여유량

비행복 디자인

비행복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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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인체치수 및 현 비행복 치수체계 분석 

공군 조종사가 지닌 인체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비행복 패턴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종사의 부위별 인체치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현 비행복 치

수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복 호수별 조종사 인구수용률을 분석하

였다. 

공군에서 조종사는 조종실의 크기 및 사출  좌석 크기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그 기준은 키 155cm 이상 195cm 이하, 앉은키 86.5cm 이상 101.5cm 이하, 몸무

게 일정범위 이내이다(ROK AFA, 2016). 그 외 다양한 체력조건이 조종사가 되기 

위한 선발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조종사의 부위별 인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

종사의 인체치수와 일반인의 인체치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3-3. 비행복 설계기준 중 기준 인체치수 설정 방법 

 

기준 인체 치수

조종사 인체치수분석

조종사 인체치수 일반인 인체치수

자료
출처

공군 DB(2014) 6차 사이즈코리아
(2010)

대상 현직 공군 조종사 20~50대 남자

인원 2490명 2471명

분석 평균 비교

비행복제도용기준인체치수설정

기준
인체치수

키, 가슴둘레

회귀식
산출

인체치수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
리중간둘레, 위팔둘레, 화장, 팔길이, 
등길이, 샅높이, 다리가쪽길이, 목뒤
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겨드랑앞벽

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어깨
가쪽사이길이, 밑위길이, 몸통옆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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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의 인체치수는 공군 피복류 표준화 사업의 일환 (The Kookbang Ilbo, 

2011)으로 현재까지 공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된 인체치수 측정자료인 공

군 3D AVATAR DB(이하 공군 DB)를 사용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

집된 남자 조종사 2490명의 인체치수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공군 DB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군번에 따른 인체치수만 제공하므로 대상자의 연령분포분석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교 임관 연령이 20세에서 시작하고 의무복

무기간이 13~15년이며 대령의 근속정년이 3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Ministr of 

National Defense, 2016) 대조군의 연령을 20~50대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으

로 사용된 일반인의 인체치수는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이하 6차 사이즈

코리아) 20대~50대(20대 843명, 30대 891명, 40대 435명, 50대 302명) 남성 2,471명

의 인체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단, 공군 DB 와 6차 사이즈코리아의 인체측정 용어 정의와 측정방법 중 일부 

차이 가 있는 항목은 <표 3-4>와 같으며, 공군 DB에서 제시하는 측정용어와 6

차 사이즈코리아가 제시하는 측정용어가 다를 경우 6차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

하는 측정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부위별 인체치수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t-test를 통하여 유의차를 검토해봄

으로써 분석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규정하는 남자 조종사의 비행복은 키와 가슴둘레에 

따라 23개의 사이즈를 제공한다(ROKAF Headquaters, 2011). 현재 비행복 치수체계

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의 가슴둘레와 키 치

수를 기준으로 국방규격에서 제시하는 비행복 치수체계에 대입해 보아 현재 비

행복 호수 별 공군 조종사의 기대 인구수용률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비행복 패턴제도을 위한 기준 조절치수는 공군 피복 치수체계 표

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전투복 치수체계에서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가 속

하는 호수의 조절치수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상하의로 분리된 전투복 치수체

계에서 커버올 형태의 비행복 치수체계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준 조절치수를 

도출하여 새로운 비행복 치수체계로 정한 뒤,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 범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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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호수의 범위에 속하는 조종사와 일반인 인체치수를 비교하여 비행복 패턴

제도 시 조종사의 체형특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종사 평균인체치수가 속하는 호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은 각각 공군 DB의 

조종사 360명, 6차 사이즈코리아의 일반인 15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집단의 

인원수는 t-test를 사용하여 평균을 비교하기에 연구대상자의 수가 1:1.5의 비율을 

만족하지 않으므로(Kim, 2013) 공군 DB 조종사의 인원 360명 중 155명을 무작위

표 3-4. 공군 DB와 6차 사이즈코리아의 인체 측정 용어와 측정 방법 비교 

공군 DB 용어 
6차 사이즈코리아 

용어1) 
측정방법 

목둘레 목둘레 목뒤점과 방패연골아래점을 지나는둘레  

윗가슴둘레 가슴둘레 복장뼈가운데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허리둘레 허리둘레 허리앞점, 허리옆점, 허리뒤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꼽점, 배꼽수준허리옆점, 배꼽수준허리뒤점을지나는 

수평둘레  

배둘레 배둘레 배돌출점 높이의 수평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돌출점을 지나는수평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넙다리가운데점을 지나는수평둘레  

장딴지둘레 장딴지둘레 장딴지돌출점을 지나는수평둘레  

위팔둘레 위팔둘레 
팔을올린자세로 위팔두갈래근점의 가장 굵은 부위를 

지나는 둘레  

아래팔둘레 - 

∙공군DB: 팔을 올린 자세로 아래팔의 가장 굵은 부위

를 지나는 둘레 

∙사이즈코리아: 항목 없음 

어깨가쪽사이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가쪽점 사이의 체표길이 

화장 - 

∙공군DB: 목뒤점에서 어깨가쪽점, 노뼈위점을 지나 손

목안쪽점까지의 길이 

∙사이즈코리아: 항목 없음. ‘어깨가쪽점사이길이/2+팔길

이’로 계산하여 사용 

팔길이 팔길이 
어깨가쪽점에서 노뼈위점을 지나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  

등길이 등길이 목뒤점에서 허리뒤점까지 길이  

다리가쪽길이 다리가쪽길이 
∙공군DB: 배꼽수준허리옆점에서 바닥면까지의 길이 

∙사이즈코리아: 허리옆점에서 바닥면까지의 길이  

신장 키 바닥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 거리 

샅높이 샅높이 바닥면에서 샅점까지의 수직거리  

어깨기울기-좌 왼쪽어깨경사각 
목옆점과 어깨가쪽점으로 이루어지는 기울기 

어깨기울기-우 오른쪽어깨경사각 

총장 총길이 

∙공군DB: 목뒤점에서 바닥까지의 길이 

∙사이즈코리아: 목뒤점에서 허리뒤점, 엉덩이돌출점 수

준까지 체표를 따라 재고 이어 바닥까지 수선으로 내

린 길이 

체중 몸무게 몸의 무게  

1) 출처: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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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하여 인원수를 동일하게 한 뒤 일반인 인체치수와 비교하였다. 앞서 전

체 조종사와 일반인 인체치수 비교와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통한 

유의차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비행복 패턴제도를 위한 기본인체치수 설정 

비행복 패턴은 새로운 비행복 치수체계에서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 범위가 속

하는 호수 ‘100-178’의 가슴둘레 100cm, 키 178cm에 기준하여 제도되었다. 의복

의 제도법에는 인체 부위 중 대표가 되는 부위의 치수를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치수를 계산하여 제도하는 장촌식(長寸式) 제도법과 인체의 각 부위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제도하는 단촌식(短寸式) 제도법이 있는데(Lee & Nam, 2001), 본 연구에

서는 조종사의 체형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촌식 제도법을 기본으로 하되, 기

준이 되는 키와 가슴둘레 치수에 따른 부위별 인체치수를 조종사 인체치수에 근

거한 회귀식으로 산출하는 장촌식 제도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커버올, 오

버올 및 셔츠와 바지 패턴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패턴제도 시 

필요한 인체치수 항목을 추출한 뒤, 공군 DB 인체치수와 6차 사이즈코리아 인

체치수에서 제공하는 인체치수 항목을 검토하여 비행복 제도 시 사용할 키와 가

슴둘레를 포함한 부위별 인체치수 항목 18개를 정의하였다.  

비행복 패턴 제도 시 기준이 되는 호수인 키 178cm, 가슴둘레 100cm에 대한 

부위별 인체치수를 정의하기 위하여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위별 인체치수의 키와 가슴둘레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상관계수 r

이 0.4이상인 항목에 대하여 회귀식을 도출한 뒤 부위별 인체치수를 계산하였다.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정보를 통하여 회귀식을 도출할 수 없거나, 비행복 패

턴제도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지만 공군 DB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않는 경우 6차 사이즈코리아의 일반인 인체치수정보를 바탕으로 부위별 

인체치수 상관관계를 구한 후 상관계수가 0.4 이상인 항목에 대하여 회귀식을 

산출한 뒤 조종사 체형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인체치수를 정의하였다. 회귀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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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 계산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만족하도록 회귀계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상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여기에서 도출한 기준

사이즈 인체치수 계산값과 회귀식은 비행복 패턴 제도와 제도식 개발에 사용되

었다. 

 

 

 

 비행복 여유량 설정 

비행복 설계 시 착용자의 인체치수 분석 뿐만 아니라 인체 부위별 적정 여유

량의 배분도 매우 중요하다. 비행복의 여유량은 조종사가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

복의 여유량 분석과 조종사 주요자세별 체표길이 변화 분석을 통하여 설정하였

다<그림 3-5>. 

 

 

그림 3-4. 비행복 설계기준 중 비행복 여유량 설정 방법 

 

조종사 실제착용비행복여유량분석

자료출처 조종사 대상 설문조사 (2015)

대상 현직 공군 조종사

인원 428명 응답 중 298명
(비행복 기대사이즈+관측사이즈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인원)

분석 관측사이즈 비행복 부위별 여유량

조종사자세별체표길이변화율분석

자료출처 조종사 자세별 3D 스캔 (2015)

대상 현직 공군 조종사

인원 11명

분석 자세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부위별 체표길이 최대 변화율

비행복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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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 분석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은 조종사가 실제로 착용하는 사이즈와 비행복 치수체

계에 따라 착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이즈 사이의 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그 차이

를 분석해 보았고, 조종사가 실제 착용하는 비행복의 부위별 제품치수에서 대응

되는 인체치수의 차이를 살펴보아 분석하였다. 

비행복 착용실태조사(Lee et al., 2016)에서 수집한 설문응답자 428명 중 공군 DB

에 인체치수 정보가 존재하며 현재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 사이즈 정보가 존재

하는 2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 분석을 위

하여 선택된 항목 명칭 의미를 <표 3-5>에 제시하였다.  

조종사의 비행복 사이즈 선택 행동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행복 치수

체계의 호수별 관측 사이즈와 기대 사이즈의 빈도를 가슴둘레와 키로 범주화 하

여 교차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조종사가 착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비행복의 관측

사이즈와 기대사이즈가 구성하는 치수체계의 비행복 호수 개수와 커버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비행복 치수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았다. 

조종사의 비행복 선택의 관측사이즈와 기대사이즈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행복 치수체계의 기대사이즈에서 관측사이즈

까지 키와 가슴둘레 각각의 거리값을 계산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기대사이즈 ‘M105대, 관측사이즈 ‘M95특’로 나타난 사람의 경우 기대사이즈에

서 관측사이즈까지 키 거리값은 +1, 가슴둘레 거리값 -2로 계산할 수 있고. 이 

표 3-5.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 분석을 위한 항목과 의미 

항목 의미 

응답자의 공군 DB 인체치수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공군 DB 내 인체치수 

관측 사이즈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것으로 관측된 

비행복 사이즈 

기대 사이즈 

응답자의 공군 DB 인체치수의 키와 가슴둘레로 추측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착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비행복 

사이즈 

현 비행복 패턴 제품치수 현 비행복의 패턴을 부위별로 실제로 측정한 값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비행복 부위별 제품치수와 인체치

수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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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기대사이즈에 비해 키는 한 사이즈 크게 착용하고 가슴둘레는 두 사이

즈 작게 착용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조종사가 원하는 여유량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비행복의 부위별 치수에서 대응하는 인체치수의 차를 

도출하여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 왜도, 첨도를 제시하

였다. 

 

 조종사 자세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분석 

조종사가 동작을 할 때 체표길이 변화는 조종사가 지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인체형상을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획득하고, 측정한 체표길이를 자세별로 비교

함으로써 분석하였다. 

표 3-6. 조종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분석 피험자 인체치수 

항목 Mean S.D. Min. Max. 

키 174.17 2.66 168.50 178.50 

목둘레 40.91 2.01 38.00 45.50 

가슴둘레 102.14 2.81 96.00 106.50 

젖가슴둘레 96.54 2.70 92.00 101.00 

허리둘레 84.82 3.91 77.00 91.00 

배꼽수준허리둘레 87.36 3.49 82.50 94.00 

엉덩이둘레 98.54 3.63 93.00 107.00 

위팔둘레 33.51 2.11 30.00 38.00 

어깨가쪽사이길이 44.26 1.92 40.00 47.00 

화장 82.56 2.62 80.00 89.50 

팔길이 59.54 1.33 57.00 61.00 

등길이 40.80 1.44 38.00 43.50 

다리가쪽길이 106.10 3.02 103.00 111.50 

샅높이 79.38 1.50 77.00 82.00 

왼쪽어깨경사각 (°) 21.38 3.46 15.00 26.00 

오른쪽어깨경사각 (°) 22.36 3.60 15.00 30.00 

총길이 137.31 39.14 14.50 153.00 

몸무게 (kg) 76.89 5.49 67.00 86.50 

넙다리중간둘레 52.92 2.43 49.00 56.50 

몸통세로둘레 168.05 6.94 155.50 177.50 

대퇴돌기점높이 95.29 1.50 92.00 97.00 

n=11,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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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따라 체표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석고법,도장법, 의복절개법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실험에 대한 

피로를 가장 적게 주며 단시간에 다량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3D 인체형상 측

정법을 사용하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를 관찰하였다. 피험자는 조종사 인

체치수 분석을 통하여 조종사 평균인체치수<표 4-6>를 참고하여 평균 키(174.63

±4.93cm)와 가슴둘레(98.84±5.49cm) 범위에 속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직 공군 조종사 11인이 본 연구의 피험자로 참여하였으며 피험자의 평균연령

은 35.82±2.80세, 평균 근무경력은 12.68±2.96년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평균 

인체치수는 <표 3-6>과 같다.  

표 3-7. 조종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분석 3D 스캔을 위한 자세 

No. 이미지 자세명 관절 포인트 자세를 취하는 방법 

P1 

 

정립자세 - 

피험자는 바로 서서 팔을 약 20cm 가

량 벌린다. 양손에 지팡이를 잡아 자

세를 고정한다. 시선은 정면 

P2 

 

우측 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 

Hip flexion + Knee flexion 

우측다리를 무릎중간높이로 조정한 의

자 위에 올린다. 양손은 지팡이에 지

지하여 자세를 고정한다. 시선은 정면 

P3 

 

허리를 숙인 

자세 

Trunk flexion + Shoulder flex-

ion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은 채 허리를 굽혀 손으로 

의자에 지지하여 선다. 시선은 의자 

P4 

 

앉아서 팔을 

앞으로 90° 

올린 자세 

Hip flexion + 

Knee flexion 

Shoulder Flex-

ion (frontal 90°)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팔

을 앞으로 뻗는다. 자세를 고정하기 

위하여 지팡이를 사용한다. 시선은 정

면 

P5 

 

앉아서 가슴

높이에서 양

쪽 주먹을 

마주댄 자세 

Shoulder ab-

duction + El-

bow flexion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어깨높이만큼 

올린 뒤 주먹을 마주 댄다. 시선은 정

면 

P6 

 

앉아서 팔을 

위로 (수직

으로) 올린 

자세 

Shoulder Flex-

ion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팔

을 위로 뻗는다. 시선은 정면 

P7 

 

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

로 비튼 자

세 

Trunk’s left lat-

eral rotaion + 

Shoulder ab-

duction + 

Shoulder ad-

duction  

의자에 앉아서 양손 사이에 30cm 자

를 가로로 고정시킨 후 팔을 앞으로 

뻗어 후 몸을 왼쪽으로 비튼다. 왼팔

은 피험자의 Frontal plane에 평행하게 

두고 양팔은 고정. 시선은 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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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시 조종사가 취하는 자세는 조종사 업무에 따른 동작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단계적인 동작설정을 통하여 추출하였다<표 4-4>. 조종사들이 실제 현장활동 

시 취하는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동적인 동작들을 체표길이 측정용 자세로 

추출하기 위하여 간단하면서도 정적이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3차원 스캔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자세유지가 가능하고 분석효율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세를 정의하여 최소한의 동작만으로 다양한 양질의 데이

표 3-8. 조종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분석을 위한 측정 기준점 정의 

부위 기준점 정의 

목 

목뒤점 일곱째 목뼈 가시돌기의 가장 뒤로 만져지는 곳 

목앞점 목밑둘레선에서 앞 정중선과 만나는 곳 

목옆점 목밑둘레선에서 등세모근의 위가 앞쪽 가장자리와 만나는 곳 

몸통 

어깨가쪽점 위팔 폭을 이등분하는 수직선과 겨드랑둘레선이 만나는 곳 

겨드랑점 겨드랑 접힘선의 가장 아래점 

겨드랑앞점 겨드랑 수준을 팔의 앞쪽에 표시한 것 

겨드랑뒤점 겨드랑 수준을 팔의 뒤쪽에 표시한 것 

겨드랑앞벽점 어깨점과 겨드랑앞점 사이 거리의 중간 위치 

겨드랑뒤벽점 겨드랑 수준을 팔의 뒤쪽에 표시한 것 

허리앞점 허리옆점 높이를 앞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허리뒤점 허리옆점 높이를 뒤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허리옆점 
피측정자의 앞에서 보아 몸통의 오른쪽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 

어간 곳 

배꼽점 배꼽의 가운데 

엉덩이돌출점 엉덩이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곳  

배꼽수준허리옆

점 
배꼽점 높이를 허리의 오른쪽과 왼쪽에 표시한 것 

배꼽수준허리뒤

점 
배꼽점 높이를 뒤 정중선 상에 표시한 것 

샅점1) 음부와 항문의 중간 

팔 
노뼈위점 노뼈 바깥 가장자리에서 가장 위쪽  

손목안쪽점 자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다리 

넙다리가운데점 엉덩이돌출점 수준과 무릎뼈가운데점 수준 상의 중간 위치 

넙다리가운데앞

점2) 
넙다리가운데점을 정면에 표시한 점 

무릎뼈가운데점 무릎뼈의 위가와 아래가 사이의 가운데 

장딴지돌출점 
장딴지의 최대 둘레 수준으로 장딴지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곳 

장딴지돌출앞점2) 장딴지돌출점을 정면에 표시한 점 

1) 3D 스캔 인체형상에만 표시한 점 

2) 본 연구에서 새로이 추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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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수집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총 일곱 자세가 체표길이 측정용 자세로 정의

되었으며, 조종사가 3D 스캔 시 취하게 되는 자세와 중점적으로 관찰되는 관절 

포인트, 동작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표 3-7>에 제시해 두었다.. 

피험자의 3D 인체형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되었다. 먼저 피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실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설

명을 한 다음 실험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실험참여에 동의한 피실험자는 

착용한 의복을 모두 탈의하고 6차 사이즈코리아의 3D 인체형상수집 사업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3D 인체측정용 팬츠와 측정용 모자를 착용하였다. 자세에 

 

그림 3-5. 조종사 체표길이 변화 분석용 체표 기준점 및 기준선 

 

 

 

표 3-9. 3차원 스캐너 (Artec Eva™) 사양 

이미지 구분 세부사항 

 

크기 261.5×158.2×63.7mm 

무게 0.85kg 

색상 캡쳐 능력 Yes 

3D 해상도 0.5mm 

3D 포인트 정확도 0.1mm 

작동거리 0.4~1m 

비디오 프레임 속도 16fps 

색상 24bpp 

질감 해상도 1.3mp 

데이터 수집 속도 2,000,000point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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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체표길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동일할 수 있도록 피험자의 체표면

에 측정 기준점과 기준선을 <표 3-8>, <그림 3-5>과 같이 표시한 후 바른자세 시 

피험자의 인체치수를 직접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이후 피험자는 지시하는 7개의 

자세를 취하여 3D 인체스캔에 응하였다. 각 스캔자세당 스캔시간은 약 3분이 소

요되었으며 스캔을 진행하는 동안 자세가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용 

지팡이, 의자가 스캔 보조도구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D 스캐너는 Artec Eva 3D Scanner (Artec Group Company, 

USA)로 비디오 카메라와 같이 손으로 스캐너를 잡고 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

기이다<표 3-9>. 스탠드형의 스캐너에 비하여 스캐닝 범위와 각도가 넓어 정해

진 자세가 아닌 다양한 자세에서 심하게 굴곡진 부위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

여 스캔 할 수 있으며, 체표면의 기준점과 기준선의 텍스처 이미지가 함께 인식

된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의 측정 장비로 채택하였다.  

Artec Eva 3D Scanner로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와 텍스처 이미지는 Artec Studio 

10 Professional(Artec Group Company, USA)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정렬 및 합병 작

업 후 색상정보를 포함한 obj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이후 3차원 

역설계 소프트웨어인 Rapidform XOR3 (3D Systems, USA)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체

표에 표시한 측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3D 인체형상의 체표면을 따라 둘레, 길이, 

너비를 자세별로 측정하였다. 체표길이 변화 분석을 위한 측정항목은 의류 패턴 

제도 교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표길이 변화가 클 것이라 예상되며 비행복 

제도시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는 3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표 3-10>. 

수집된 체표측정 항목들은 Microsoft Excel 2010, IBM SPSS Stastistics 22.0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ANOVA를 통하여 자세에 따른 평균 체표길이 분석

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유의차가 발견된 경우 사후분석으로 Duncan test를 수행

하였다. 더불어 동작 시 부위별 체표길이가 P1(정립자세)와 비교하여 얼마나 변

화하였는지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세별 체표길이 변화율을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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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𝑛(%) =
𝑃𝑛 − 𝑃1

𝑃1
× 100 

𝑃1: 𝑃1정립자세에서의 부위별 체표길이 

𝑃n: 𝑃𝑛자세에서의 부위별 체표길이 (𝑛 = 2, 3, 4, 5, 6, 7) 

표 3-10. 조종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측정항목 

측정항목 정의 비고1) 

가슴둘레 겨드랑앞·뒤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_F, _B 

허리둘레 허리앞·뒤·옆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_F, _B 

배꼽수준허리둘레 배꼽점, 배꼽수준허리옆·뒤점을 지나는 허리둘레 _F, _B 

엉덩이둘레 엉덩이 돌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_F, _B 

넙다리중간둘레 넙다리가운데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_R 

장딴지둘레 장딴지돌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_R 

겨드랑둘레 겨드랑가쪽점, 겨드랑점을 지나는 둘레 _L, _R 

목밑둘레 목뒤·옆·앞점을 지나는 둘레 _F, _B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양쪽 겨드랑앞벽점 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양쪽 겨드랑뒤벽점 사이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양쪽 어깨가쪽점 사이 길이  

어깨길이 목옆점에서 어깨가쪽점까지의 길이 _L, _R 

위팔길이 어깨가쪽점에서 노뼈위점까지의 길이 _L, _R 

아래팔길이 노뼈위점에서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 _L, _R 

팔길이 어깨가쪽점에서 노뼈위점을 지나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 _L, _R 

화장 
목뒤점, 어깨가쪽점, 노뼈위점을 지나 손목안쪽점까지의 길

이 
_L, _R 

몸통옆길이 겨드랑점에서 허리옆점까지 길이 _L, _R 

샅앞뒤길이 허리앞점에서 샅점을 지나 허리뒤점까지의 길이 

등길이 목뒤점에서 허리뒤점까지 길이  

앞중심길이 목앞점에서 허리앞점까지 길이  

몸통앞뒤둘레 등길이, 샅앞뒤길이, 앞중심길이를 더한 길이 

무릎세로길이 
넙다리중간앞점에서 무릎뼈가운데점을 지나 장딴지돌출앞점

까지 길이 
_L, _R 

1) 측정항목을 나누어서 측정한 경우 약어 뒤쪽에 추가되는 기호. 

  _F: 앞, _B: 뒤, _L: 좌, _R: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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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아이디어 수집 및 검토 

비행복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그룹면접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 비

행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연구자가 탐색하여 정리함으로써 

제시되었다. 수집된 디자인 아이디어 중 본 연구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도록 

비행복의 패턴과 디자인 변경만으로 비행복의 요구성능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의

견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수집된 디자인 아이디어는 비행복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단편적으로 기대한 

아이디어이므로 각각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전반적인 비행복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가중치 행렬표(Weighted Matrix)(Ashdown, 1989; Cagan & Vogel, 

2002; Watkins, 2003)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비행복의 요구성능 각각의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고,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비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제시된 디자인 아이디어가 다섯 가지 요구성능(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보호성)에 각각 미치는 영

향을 -2점부터 2점까지 (-2점: 매우 부정적 영향, -1점: 부정적 영향, 0점: 영향을 

주지 않음, 1점:  긍정적 영향, 2점: 매우 긍정적 영향)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

다. 비행복 디자인 아이디어의 다섯 가지 요구성능별 점수에 가중치<표 4-5> 반

영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전체 점수에서 양(+)의 점수를 받아 전반적 비

행복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항목을 비행복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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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평가방법 

비행복의 평가방법은 이론적 배경의 의복 평가 구성 요인에서 제시된 평가성

능, 평가도구, 평가환경 세가지 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비행복의 

모든 요구성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요인 중 평가성능에 따라 

평가기준을 정의하였고 평가도구, 평가환경을 구체화하였다. 비행복 평가방법을 

계획하는 순서는 <그림 3-6>와 같다. 

 

  

 

그림 3-6. 비행복 평가방법 계획 순서 및 내용 

비행복 평가도구 구체화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비행복 요구성능별 평가기준 정의

비행복 요구성능별

평가범위 정의

정량적 평가 가능여

부 검토

비행복 요구성능별

판단기준 정의

피험자 정의

피험자 인체치수 정의 피험자 특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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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 정의 

비행복 평가를 위한 피험자는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고 실제 착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중인 현직 전투기 조종

사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비행복 치수체계에서 조종사 평균 인체

치수 범위에 해당하며 조종사가 가장 많이 착용하는 기존 비행복 치수인 ‘M100

대’에 준하는 ‘100-178’ 사이즈의 비행복을 제도하므로, 해당 비행복 사이즈의 수

용가능 인체치수범위인 가슴둘레 97.5cm~102.4cm, 키 174.1~179.0cm 범위에 속하

는 조종사를 피험자로 모집하였다.  

의복 평가방법을 계획함에 있어서 피험자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

요하다. 현실적이며 성공적으로 비행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진행함에 

앞서 피험자의 상황, 심리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에 반영해야 한다. 조종사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현재 비행복에 대한 의견을 표현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Lee et al., 2016). 특히 의복의 여유량을 평가할 

때 현재 비행복에 몸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의복의 크거나 작은 부분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비

행복의 평가를 위해서는 대조군 비행복과 함께 비교하여 피험자가 느끼는 감각

을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척도를 5점척도보다 세

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더불어 조종사의 직업 특

성상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비행복 착의평가에 참여함이 현실적으로 다소 어

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에 참여한 조종사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평

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비행복 요구성능별 평가기준 정의 

비행복의 평가는 비행복이 지녀야 하는 기능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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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복의 기능성을 요구성능에 따라 분류하였고, 비행복 

설계시 이 요구성능에 기준하여 디자인하였다. 따라서 비행복의 평가 역시 비행

복 요구성능에 기준하여 계획하고자 하였다. 비행복 요구성능별로 평가범위를 

정의하고, 정량적 평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비행복 요구성능별 판단기준을 정

의하였다<표 3-11>. 

비행복의 동작 용이성은 의복이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성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작 용이성의 평가는 비행복을 착용하고 주어진 동작을 하

였을 때 피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측정하거나 관능검사 

함으로써 정량화 하였다. 시각적인 측정은 피험자가 의복을 착용하고 특정한 동

작을 실시하였을 때 옷의 당김이나 조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

점의 자세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졌고 관능검사는 피험자가 동작을 수행하였을 

때 느끼는 감각을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비행복을 착용하고 동작의 불편함

을 느끼는 지점에서의 자세 범위가 넓을수록, 동작에 따른 불편함을 덜 느낄수

록 동작 용이성이 우수한 비행복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비행복의 맞음새 적합성은 여유량이 적당하여 사이즈와 맞음새가 적합한 상태

라 정의할 수 있다. 맞음새는 개인의 체형, 연령에 따른 선호도, 유행에 따라 추

구하는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Kang & Choi, 2005). 실제 2011년 당시 공군 

신형제복 개발 시 최적의 여유량으로 설계되었던 약정복 바지 여유량이(Kim et 

al., 2013)  좁은 바지통이 유행하는 2014년에는 다소 넓어 잘 맞지 않는 여유량

으로 평가된다는 공군 피복담당자의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비행복은 군인이 착

용하는 유니폼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통일성 있는 실루엣을 추구해야 하므

로, 맞음새 적합성은 개인의 선호도나 유행의 영향을 배제하고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행복의 여유량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량이 큰 지, 작은 지를 평가하여 개인의 선호도가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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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의 여유량

을 적합한 여유량의 기준으로 삼았다. 맞음새 적합성은 동작 용이성과 달리 의

복을 착용한 피험자 자신 뿐만 아니라 착용자를 바라보는 관찰자에 의하여 평가

될 수 있으므로 관찰자 평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비행복의 사용 편의성은 주머니등의 편의적 구성요소가 사용에 편리한 성능이

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편의성 평가는 비행복 착용자가 비행복의 편의

요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한지 여부를 관능검사하거나, 일정한 과업을 수행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비행복의 각 편의요소

에 대한 불편함 인지가 낮을수록,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사

용 편의성이 우수한 비행복으로 평가하였다.  

비행복의 심리적 만족성은 착용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성능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심리적 만족성의 평가는 비행복의 외관에 만족하는지 여부

의 관능검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행복의 외관의 만족도가 높은 의복

을 심리적 만족성이 높은 의복으로 평가하였다. 

비행복의 보호성은 의복이 착용자를 위험요소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표 3-11. 비행복 요구성능별 평가기준 정의 

요구성능 평가범위 
정량적평가 

가능여부 
요구성능 만족 판단 기준 

동작 용이성 
비행복을 착용하고 동작 

수행 시 불편함 여부 
가능 

의복 착용시 동작의 불편함을 느

끼는 지점에서 자세 범위 

동작에 따른 불편함 인지 정도 

맞음새적합성 

개인의 맞음새선호도를 

배제한 비행복의 여유량 

많고 적음 평가 

가능 
의복의 여유량이 보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 

사용 편의성 

비행복 편의적 구성요소

가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평가 

가능 

비행복 편의적 구성요소 사용하는 

소요시간 

비행복 편의적 구성요소 사용 불

편함 인지 정도 

심리적 만족성 
비행복 외관을 만족하는

가 여부 
가능 비행복의 외관 만족도 

보호성 

의복이 착용자를 보호해

주거나 위험발생을 예방

하는가 여부 

불가능 
다른 요구성능 평가결과 분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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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해주는 성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 보호성의 평가는 화염이

나 화학약품과 같은 위험요소를 소재가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가를 측정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화재시 외부 에너지가 인체로 최소량 전달되어 화상을 예방하는 

의복 공극량(Air Gap)을 4~10mm로 제시하고 있지만(Li et al., 2013; Torvi et al., 1999), 

이 기준에 따라 개발된 비행복이 화재 시 화상예방에 효율적인가를 평가하는 것

은 현 비행복 개발범위상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비행복의 공극량은 단순

한 의복 여유량 뿐만 아니라 소재의 특성도 영향을 받으며(Li et al., 2013), 둘째, 

동작에 따라 여유량이 부위별로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극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복 그 자체의 보호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편의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ASTM, 2011; Choi et al., 

2009). 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행복 보호성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평

가범위이며, 다른 항목에서 이미 동작이나 맞음새에 따른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비행복의 요구성능 중 보호성은 

설계단계에서는 별도의 요구성능으로 취급하여 고려해야 하지만 평가단계에서는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만족성의 평가로 보호성 평가를 

대표하였다.  

 

 비행복 평가도구 구체화 

정의된 비행복 요구성능별 평가기준에 준하여 비행복을 평가하는 도구를 구체

적으로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의복의 질을 평가할 때 외관적요소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있다(Swinker & Hines, 2006). 이렇듯 의복을 착용한 

피험자가 비행복을 평가할 때 어떠한 항목에 치중하여 모든 항목의 평가 결과를 

속단해버리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도구를 설계하였다. 비행

복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변수가 통제된 실험실환경에서 

평가를 계획하였으며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 조종사가 업무를 수행하

는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실험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환경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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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용이성 평가도구 

비행복의 동작 용이성은 조종사 업무조사 및 주요동작 정의를 통해 단계적으

로 설정된 동작<표 4-4> 중 제한된 실험실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는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과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운동성능평가

용 동작과 관절가동성능평가용 동작의 구체적인 동작 설명은 각각 <표 3-12>와 

<표 3-13>에 제시해 두었다.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 중 한쪽다리 들어올리기, 팔 앞으로 들기, 허리 굽

히기, 양팔교차시키기, 팔 옆으로 들기, 앉아서 몸 비틀기, 앉아서 팔 앞으로 들

기, 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 동작은 비행복 착용 후 동작 시 의복으로 인한 불편

함을 느끼는 순간의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동작으로 사용되었으며, 자세의 정량

적 측정은 ROM(Range of Motion)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ROM은 나체상태일 

때 관절이 가동가능한 최대 범위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복이 착

용자의 인체 움직임을 얼만큼 방해하는지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사용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Coca et al., 2010; Huck, 1988; Huck et al., 1997; Kim, 2002)에서 의

복의 동작 용이성 측정도구로 ROM을 사용하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표 3-12.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 

동작명 동작 설명 

사다리 올라가기/내려오기1) 사다리를 5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서서 던지기2) 
수류탄 핀을 뽑고 오른쪽 어깨를 뒤로 당겼다 위로 신전

하여 던진 후 웅크린다.  

높이뛰기2) 
무릎을 굽히고 팔을 앞뒤로 흔들다 팔을 머리 위로 들며 

높이 뛴다.  

팔동작 몸통받쳐2)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하여 팔을 굽혔다 편다 

응용포복2) 
엉덩이 측면과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인체의 옆면으로 

네걸음 이동한다. 

걷기1) 30m 평지를 걷는다 

달리기1) 30m 평지를 달린다. 

쪼그려 앉기 무릎에 손을 대고 완전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난다.  

비행복 입기 비행복을 입는다 

비행복 벗기 비행복을 벗는다 

1) ASTM (2011) 참고 

2) Lee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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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전통적인 ROM 측정은 goniometer 혹은 

felxometer로 이루어지지만 의복을 착용한 대상을 측정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electrogoniomet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2D 사진을 활용한 ROM 관찰법이 제시되고 있으므로(Adams & Keyserling, 1996; 

Kim, 2003; Lee, 2006; Paul & Douwes, 1993), 본 연구에서는 2D 사진측정법을 활용한 

ROM 측정을 동작 용이성 기기측정법으로 채택하였다. 

Paul and Douwes  (1993)은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착시현상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된다면 2D 사진측정법이 타당성 있는 자세 연구방법이 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ROM 측정을 위한 관찰면, 관절기준점, 링크기준점, 기준선을 

<표 3-14>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세별 ROM을 측정하는 방법은 

[부록 3-1]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었다. ROM 측정을 위한 기준점의 설정은 2D 

표 3-13.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 

자세명 동작 설명 

바로 선 자세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 정면을 

바라보고 바로 선다. 

한쪽다리 들어올리기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우측허벅지를 최대한 들어올린

다. 

팔 앞으로 들기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

이 되도록 펼친 뒤 앞에서 머리 위 방향으로 올린다. 

허리 굽히기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채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숙

인다  

양팔 교차시키기1) 
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려 팔꿈치와 손끝을 일직선으로 놓

아 교차시킨다. 

팔 옆으로 들기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이 되

도록 펼친 뒤 양쪽 옆에서 머리 위 방향으로 올린다. 

다리 양쪽으로 벌리기1)2) 왼쪽 발은 고정시킨 후 오른쪽 발을 몸의 옆쪽을 벌린다. 

목 움직이기 목 앞뒤로 숙이기, 목 좌우로 회전하기, 목 좌우로 굽히기 

앉아서 몸 비틀기1) 
앉아서 엉덩이는 붙인 후 몸통과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를 

굽혀 좌석 오른편 뒤로 최대한 손을 뻗는다. 

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1) 
앉아서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펼친 뒤 앞에서 

머리 위 방향으로 올린다. 

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1) 
앉아서 팔을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펼친 뒤 

양쪽 옆에서 머리 위 방향으로 올린다.  

앉아서 목 움직이기 
앉아서 목 앞뒤로 숙이기, 앉아서 목 좌우로 회전하기, 앉

아서 목 좌우로 굽히기 

1) ROM 측정 항목 

2)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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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통한 관찰면에서 쉽게 포착 가능한 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론적으로 정확

한 ROM 측정을 위해서는 관찰하고자 하는 관절의 중심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관절의 중심점은 관절의 내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관절각의 절대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관절점 제시는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

찰면에 따른 새로운 관절점을 제시하여 다른 종류의 의복을 착용하더라도 관절 

기준점을 비슷하게 지정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측정한 관절각 사이의 상대적 비

교가 가능하였다.  

비행복의 동작 용이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시간측정방법도 사

용되었다.  비행복의 착탈의시간에 대한 측정을 하였으며 ‘비행복 탈의’, ‘비행복 

착의’ 총 두 개의 과업을 구성하였다<표 3-15>. 

비행복의 동작 용이성을 평가할 때 조종실 내의 동작을 평가할 경우 조종사의 

실제 현장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출좌석을 제작하여 사용

표 3-14. ROM 측정용 관절점 

자세 관찰면 동작 측정 관절움직임 관절기준점 링크기준점 기준선 

기립 

Sagittal 

plane 

한쪽다리 들어

올리기 
Hip flexion 

우측허벅지

접힘점 

우측무릎중

간점 
수직선 

팔 앞으로 들

기 
Shoulder flexion 우측어깨점 

우측손목안

쪽점 
수직선 

허리 굽히기 
Hip flexion + Knee 

flexion 

엉덩이최대

돌출점 
목뒤점 수직선 

Coronal 

plane 

양팔 교차시키

기1) 
Shoulder adduction  

좌측중지끝

점 

우측중지끝

점 
수평선 

팔 옆으로 들

기 
Shoulder flexion 우측어깨점 

우측손목바

깥점 
수직선 

다리 양쪽으로 

벌리기1)2) 
Hip abduction 

좌측뒤꿈치

안쪽점 

우측뒤꿈치

안쪽점 
수평선 

착석 

Sagittal 

plane 

앉아서 몸비틀

기1) 

Torso rotation + 

Shoulder Adduc-

tion +Elbow Ad-

duction 

- 
좌측중지끝

점 
수평선 

앉아서 팔 앞

으로 들기 
Shoulder flexion 우측어깨점 

우측손목안

쪽점 
수직선 

Coronal 

plane 

앉아서 팔 옆

으로 들기 
Shoulder flexion 우측어깨점 

우측손목바

깥점 
수직선 

1) 거리값으로 측정 

2)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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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출 좌석은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현재 공군의 주력기인 F-15K, KF-16등에 적용된 사출 좌석 모델인 ACES 

II(Advanced Concept Ejection Seat model 2)<그림 3-7>를 조종실 내 조종사 동작분석

을 위한 도구로 채택하였다.  

 ROM 측정시 사진을 촬영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

하여 Ro (2000)이 제시한 왜곡없는 인체 촬영거리인 4m를 유지 할 수 있는 공간

을 실험실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카메라의 높이 역시 카메라 렌즈 왜곡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키의 중심부위인 약 1m로 설정하였다. 인체촬영을 위한 촬영거

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 이미지 에디팅 프로그램을 통한 카메라 렌즈 

왜곡보정이 가능하도록 촬영 배경으로 모눈무늬를 배치하였다. 더불어 운동성능

 

그림 3-7. ACES II 사출 좌석(좌), 본 연구를 위해 제작 된 레플리카(우) 

 

표 3-15. 비행복 동작 용이성 측정을 위한 과업 구성 

과업 명 준비물 수행방법 

비행복 착의 비행복 

준비: 비행복의 앞중심지퍼를 열어둔 상태에서 양쪽 어깨

부위를 잡은 상태로 바로선다. 

1. 피험자는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비행복을 착용한다. 

2. 비행복을 착용하고 앞중심지퍼를 끝까지 올린다. 

1~2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한다. 

비행복 탈의 비행복 

준비: 비행복을 입은 피험자는 바로 선 자세로 대기한다. 

1. 피험자는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비행복을 탈의한다. 

2. 비행복에서 몸이 빠져나온 뒤 양쪽 바로 선다. 

1~2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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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용 동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공간의 크기는 최소 10×10m

로 정의하였다.  

비행복 동작 용이성의 관능검사는 주어진 동작을 수행하였을 때 피험자가 불

편함을 느끼는지 여부를 표현함으로써 정량화 될 수 있다. 동작 용이성은 불편

함을 느끼는 정도로 평가 가능하므로 관능검사의 척도는 불편함과 편함을 수치

화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동작 용이성 평가용 척도는 조종사의 감각

을 면밀히 측정할 수 있도록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피험자가 느끼는 감각의 

정도를 언어의 범위로 제한하지 않도록 각각의 척도를 언어로 정의하지 않았으

며, 1을 매우 불편함, 7을 매우 편함의 양 극단으로 두었을 때 편함/불편함 감각

을 1~7 사이의 정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피험자가 동작에 대한 불

편함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위의 불편함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비행복 평가결과가 비행복의 패턴개선에 피드백 가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므로 동작시 불편한 부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 이 때 피험자가 의복

이나 신체부위를 언어로 표현하는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림 3-8>과 같

 

그림 3-8. 동작 용이성 관능검사시 불편한 부위 응답을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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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지에 기입된 숫자를 통하여 불편한 부위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맞음새 적합성 평가도구 

비행복의 맞음새 적합성을 평가하는 도구는 관능검사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피험자가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리고 탈의한 상태에서 3D 스캔 이미지를 획

득한 후 두 이미지를 겹쳐보아 의복의 여유량을 파악하거나(Yu, 2004), 의복을 착

용한 상태에서 원하는 부위의 여유량을 손으로 꼬집어보아 파악하는 여유량 측

정법(Choi et al., 2009)이 제시된 바 있었다. 하지만 3D 스캔이미지를 활용한 방법

은 측정 및 분석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손으로 꼬집어 여유량을 측정할 경우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한 여유량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값이 맞음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맞음새 적합성 평가범위를 비행복을 공군 조종사가 착용하는 유니폼이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행복이 ‘보통’의 여유량을 지니는지 여부를 평

가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평가자의 감각에 의존한 관능검사만을 맞음새 적

합성 평가도구로 채택하였다.  

인간의 감각에 의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관능검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실험방법, 실험환경, 검사원의 선택, 편차를 최소로 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중요하므로(Kim et al., 2001), 관능검사에 앞서 여유량의 정의를 평가자에게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우선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유량은 의복을 착장한 상

태에서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Kim et al., 2001)으로 정의하였으며 부위별, 그리

고 전체 여유량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척도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을 매우 

작음, 7을 매우 큼의 양 극단으로 두었을 때 여유량에 대하여 작고 크게 느끼는 

감각을 1~7 사이의 정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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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새 적합성 관능검사는 피험자 평가와 관찰자 평가로 나누어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두 관능검사의 자극물은 비행복을 착용한 피험자의 모습이었다. 

단, 피험자 평가는 각 피험자가 비행복을 착용하는 본인의 모습을 전신거울로 

관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찰자 평가는 피험자 중 비행복 기본사

이즈 중심치수에 가장 가까운 피험자 1인의 정면, 측면, 후면의 사진을 관찰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복잡한 형태의 패턴을 평가할 때 도구측정

보다 인간의 감각이 효율적이나 주관적감각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감각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피험자, 관찰자 집

단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통하여 관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oi et al., 2009). 비행복의 관찰자 맞음새 적합성 관능검사를 위한 자극물 사진

은 카메라 렌즈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4m 이상의 거리에서 촬영되었다. 비

행복의 관찰자 평가는 일정하고 신뢰도 있는 의복평가를 할 수 있다 판단되는 

의류학 전공의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로 제한하였다. 주관적 평가를 진행할 때 

평가자의 선입견이 평가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의복에 대한 정보는 사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비행복의 맞음새 적합성이 평가되는 부위는 피험자가 인

지할 수 있으며 비행복 설계 시 기준선으로 사용되는 부위로 둘레, 너비, 길이로 

나누어보아 <표 3-16>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16. 비행복 맞음새적합성 평가 부위 

둘레 너비 길이 

가슴둘레 어깨너비 앞중심지퍼길이 

허리둘레 앞품너비 소매길이 

엉덩이둘레 뒷품너비 바지길이 

허벅지둘레 칼라폭 등길이 

발목둘레  밑위길이 

소매둘레   

손목둘레   

진동둘레   

목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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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성 평가도구 

비행복에 주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요소는 주머니와 지퍼이므로 이와 관

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비행복의 편의적인 요소로 구성된 편의 요소

는 소매 1개, 가슴 2개, 허벅지 2개, 종아리 2개 구성된 7개의 주머니, 바짓단지

퍼로 볼 수 있었다. 각각의 편의 요소의 편의성을 측정하기위하여 개별적 항목

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위별 편의 요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표 

표 3-17. 사용 편의성 관능검사를 위한 비행복 부위별 편의요소 명 

기호 편의요소 명 이미지 

A 우측 가슴주머니 

 

B 좌측 가슴주머니 

C 좌측 상완주머니 

D 우측 허벅지 주머니 

E 좌측 허벅지 주머니 

F 우측 종아리주머니 

G 좌측 종아리주머니 

H 바지부리지퍼 

 

 

표 3-18. 비행복 사용 편의성 측정을 위한 과업 구성 

과업 명 준비물 수행방법 

기립시 편의요

소사용과업 

7.5cm×11cm 수첩 6개 

칼 1개 

노크식 볼펜 1개 

준비: 비행복의 모든 주머니 입구와 바지부

리지퍼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바로 선다. 

1. 수첩은 비행복 주머니 A, B, C, D, F, G에 넣

고 칼 모형은 E에, 노크식볼펜은 C에 넣는

다. 모든 주머니에 물건을 넣은 후 입구를 

닫는다.1) 

2 .바짓단 지퍼를 연다. 

3. 바짓단 지퍼를 닫는다. 

4. 1에서 넣었던 모든 물건을 빼고 준비자세

로 돌아온다. 

1~4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한다. 

착석시 편의요

소사용과업 

사출 좌석 레플리카 

7.5cm×11cm 수첩 6개 

칼 1개 

노크식 볼펜 1개 

‘기립시 편의요소사용과업’와 동일. 단, 사출 

좌석 레플리카에 앉아서 수행 

1) 편의요소 명칭은 <표 3-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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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와 같은 이미지를 제시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비행복 사용 편

의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비행복의 편의 요소를 사용하는 과업을 제

작하였으며 ‘기립시 편의요소사용과업’, ‘착석시 편의요소사용과업’ 총 두 가지의 

과업이 제작되었다<표 3-18>.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 후 피험자는 비행복 편의 요소에 대하여 느낀 감각을 

응답할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편의 요소 사용에 대한 평가척도 역시 7점 척도로 

평가척도는 1을 매우 불편함, 7을 매우 편함의 양 극단으로 두었을 때 비행복 편

의 요소에 대한 편함/불편함 감각을 1~7 사이의 정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심리적 만족성 평가도구 

비행복의 심리적 만족성은 비행복이 조종사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

는 정도로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외관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피험자와 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관능검사로 평가하였다. 비행복의 전반적인 외관이 보는 이에게 만

족을 주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는 7점 척도로 1을 매우 불만족, 7을 매우 만족의 

양 극단으로 두었을 때 만족도 감각을 1~7 사이의 정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맞음새 적합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만족성 평가 역시 피험자 평가의 경

우 전신거울에 비친 피험자 착장모습을, 관찰자 평가의 경우 비행복을 착용한 

피험자의 사진을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비행복의 전체적 디자인과 부속 

디자인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자가 그린 비행복의 도식화도 함께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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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및 평가 

정의된 비행복의 모든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우수한 비행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및 평가에는 앞서 설계한 비행복 설계기준과 비행복 평가방법을 적용하였

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은 비행복의 디자인과 여유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머

니를 제외한 제도법과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은 1차 프로

토타입을 평가한 후 가장 우수한 디자인 1종을 선택하여 제도법을 수정한 후 주

머니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를 통하여 최

종 개발 비행복의 패턴과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앞서 계획한 비행복 평가방법을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를 통하여 검증하고 수정하여 최종 비행복 평가방

 

그림 3-9.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및 평가 흐름도 

 

1차비행복프로토타입평가

비행복평가방법계획

• 비행복 설계기준에 의한 상·하의, 

소매패턴제도 및 연결
• 비행복 디자인아이디어 중 주머니

디테일을제외한 5개 아이디어선별
적용한 디자인 4종 제시 (A, B, C, D)

1차비행복프로토타입개발

• 동작용이성-기기측정, 관능검사
• 맞음새적합성-관능검사
• 사용편의성-기기측정, 관능검사
• 심리만족성- 관능검사
• 전반적 평가-관능검사

• 비행복 디자인 1종 선택
• 1차 프로토타입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패턴 수정
• 비행복 디자인아이디어 중 주머니

디테일 디자인아이디어 2개 적용한
디자인 1종 제시

2차비행복프로토타입개발

최종비행복개발

2차비행복프로토타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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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함께 제시하였다<그림 3-9>. 단, 본 연구에서는 비행복의 프로토타입의 개

발과 평가를 소재적 측면을 제외한 패턴과 디자인의 측면에 한함을 알려둔다.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은 비행복 설계기준을 통해 제시된 기준 인체치수, 비

행복 여유량, 디자인 아이디어 적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비행복의 패턴 제도는 

Huck et al. (1997), Oh et al. (2011), Suh and Cho (1997)의 방법과 같이 상의와 하의, 소

매 패턴을 각각 제도 한 후 연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비행복 패턴제도 시 

조종사 실제착용 비행복과 체표장 변화율 관찰을 통해 도출된 부위별 여유량을 

적용하여 제도식을 제시하였다. 비행복의 편의 요소들은 현재 비행복에서 변화

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종사들의 의견에 따라 (Lee et al., 2016) 기존 비행복의 치수

를 참고하여 제도하였다. 비행복의 제도에 필요한 기타 세부 치수들과 제도순서

는 비행복과 비슷한 목적성을 지닌 유니폼인 전투복 제도법(Lee, 2012)과 패턴제

도방법과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둔 Nam and Lee (2005)의 제도법을 참고하였다. 

단, Lee (2012)은 전투복의 상의제도법만 제시하였으므로 상의와 소매 제도법만 

참고하였으며 Nam and Lee (2005)의 교재에서는 비행복의 상의와  하의와 비슷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셔츠패턴 제도법, 주름없는 바지원형 제도법을 참고하여 제

도하였다. 1차 프로토타입 평가용 비행복을 제작하기 전 2차원 패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제도상의 오류를 밝혀내고 수정하기위하여 비행복 평가 피험자 인체치

수범위에 포함되는 21세 일반인 1인을 대상으로 가봉을 진행한 후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패턴 제도식으로 제시하였다. 가봉한 비행복을 착용한 피험자의 인

체치수는 <표 3-19>과 같다. 

비행복의 제도식은 조종사의 부위별 인체치수를 직접측정하여 제도할 수 있는 

단촌식 제도법과 조종사의 키와 가슴둘레로 도출된 회귀식으로 부위별 인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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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여 제도할 수 있는 장촌식 제도법을 모두 제시하였다. 단촌식 제도법

은 조종사에게 맞춤의복을 위한 제도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장촌식 제도법은 키

와 가슴둘레를 조절치수로 둔 치수체계에서 그레이딩 룰값을 보다 정밀하게 계

산할 수 있다. 패턴 제도의 정확성과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현재 의류산업에

서 주로 사용되는 어패럴 캐드 프로그램인 Yuka의 Super-Alpha plus(이하 유까캐

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도하였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표 4-19> 비행복 디자인 가중치행렬표를 통

해 계산된 아이디어 중 전체 점수에서 양(+)의 점수를 받았으며 주머니 디자인 

관련 아이디어를 제외한 5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효율적인 평가와 디자인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조합한 4종 A, B, C, D으로 개발되었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는 맞음새와 외관 위주, 2차 프로토타입 평가는 주머니 위주의 두 단계로 나

누어 진행할 예정이므로 양의 점수를 받은 디자인 7개 중 1차 프로토타입 디자

인에서 적용되지 않은 디자인 2개는 2차 프로토타입 디자인에 적용되었다. 비행

복을 모두 제도한 후 기존 비행복과 1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부위별 사이즈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바지 뒷판의 경우 뒤중심선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

다<그림 3-10>.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은 1차 프로토타입 비행복 착의평가 결과 도출된 가장 

우수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1차 프로토타입의 착의평가에

 
출처: Nam et al. (2007) 

그림 3-10. 뒤중심선각도 측정법 

 

표 3-19.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가봉 착용자 인체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키 177.0 화장 83.0 

목둘레 39.5 팔길이 61.5 

가슴둘레 100.0 등길이 38.0 

젖가슴둘레 95.5 다리가쪽길이 108.0 

허리둘레 82.0 샅높이 80.5 

배꼽수준허리둘레 89.0 왼쪽어깨경사각(°) 13.0 

엉덩이둘레 99.5 오른쪽어깨경사각(°) 18.0 

위팔둘레 29.5 몸무게(kg) 77.3 

어깨가쪽사이길이 45.0 넙다리중간둘레 53.0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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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은 점수를 얻은 항목을 개선하기 위하여 패턴을 수정하였고 1차 비행복에

서 반영하지 못한 주머니 디자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 주머니의 갯수는 비행

복 착용실태조사 (Lee et al., 2016)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역시 패턴의 부위별 치수를 측정하여 제시하였으

며 기존비행복과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부위별 치수를 동시에 비교하여 표현

하였다.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평가는 비행복 평가방법에서 설정된 피험자, 비행복 요

구성능별 평가기준, 비행복 평가도구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를 위한 피험자 모집은 키 174~179cm, 가슴둘레 

표 3-20. 1,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 피험자 인체치수 

항목 
1차 평가(n=6) 2차 평가(n=14)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키 173.32 2.43 168.50 175.60 175.84 2.15 171.00 179.00 

목둘레 41.25 2.28 39.00 45.50 41.43 1.55 38.50 43.50 

가슴둘레 101.25 3.22 96.00 106.50 99.82 3.96 92.50 104.50 

젖가슴둘레 96.08 2.93 92.00 101.00 95.71 4.65 85.00 102.00 

허리둘레 84.00 3.97 77.00 88.00 83.61 4.71 74.50 94.00 

배꼽수준허리둘레 87.08 3.23 82.50 91.00 85.75 5.03 76.00 96.50 

엉덩이둘레 97.67 2.95 93.00 100.50 99.57 3.70 94.00 106.50 

위팔둘레 33.50 2.67 30.00 38.00 32.71 1.95 29.50 36.00 

어깨가쪽사이길이 44.53 1.49 43.00 47.00 45.54 1.29 43.50 48.00 

화장 82.25 1.51 80.00 84.00 82.00 1.04 79.50 83.00 

팔길이 59.58 1.32 58.00 61.00 60.96 6.94 56.50 85.50 

등길이 40.42 1.32 38.00 42.00 41.96 2.27 39.50 49.50 

다리가쪽길이 104.00 0.77 103.00 105.50 110.93 2.32 106.00 115.50 

샅높이 79.42 1.42 77.50 82.00 81.14 2.13 76.00 84.00 

왼쪽어깨경사각(°) 23.00 2.68 19.00 26.00 19.64 4.40 10.00 25.00 

오른쪽어깨경사각(°) 23.17 4.63 15.00 30.00 21.00 2.43 16.00 25.00 

몸무게(kg) 75.97 5.71 67.00 82.20 77.06 5.30 68.20 86.50 

넙다리중간둘레 52.75 2.53 49.00 56.50 56.93 2.76 51.00 62.00 

몸통세로둘레 168.83 7.65 155.50 177.00 166.79 3.56 160.00 173.50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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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02.4cm 범위에 속하는 현직 조종사로 이루어졌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에서는 총 6인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조종사의 키 치수 인지 부조

화와 피험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피험자 모집시 제시한 키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2명의 피험자가 착의평가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재실험의 어려움으로 키 

범위의 오차를 다소 감안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의 계급은 모두 소령이

었으며 평균 연령은 36.67±1.51세, 평균 근무경력은 14.25±1.59년이었다. 착용하

는 비행복 치수는 1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M100대’를 였으며 1인은 ‘M90대’

를 착용한다 응답하였다. 2차 프로토타입 평가를 위하여 공군 조종사 14명이 피

험자로 참여하였다.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29.07±3.20세 였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6.06±3.36년 이었다. 계급은 대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령 3명, 소령 1명

이었다. 11명의 피험자는 평소 ‘M100대’를 착용한다 응답하였으나 ‘M100특’, 

‘M95대’, ’M95특’을 착용하는 피험자도 각각 1명 있었다.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

입 평가에 참여한 피험자의 평균인체치수는<표 3-20>과 같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1차 평가에서 실험군으로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4종 

A, B, C, D, 대조군 비행복으로 기존 비행복 ‘M100대’ 1종, 총 5종의 비행복을 번

갈아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2차 평가에서는 실험군 2차 비행복 프로토

타입 1종과 대조군 기존 비행복 ‘M100대’를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행

복 평가시 소재의 종류를 가능한 통제할 수 있도록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였

으며 소재 정보는 <표 3-21>와 같다.  

표 3-21.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착의평가용 소재 물성 

제작 

비행복 
혼용율(%) 

중량 

(g/㎡) 
조직 

인장 

강도(N) 

최대 

신장율(%) 

치수 

변화율(%) 

1차 실험군 

1차 대조군 

2차 대조군1) 

아라미드 96 

대전섬유 4 
156 평직 

경사 820 

위사 660 
11.5 

경사 -0.5 

위사 0.5 

2차 실험군 
아라미드 96 

대전섬유 4 
146 평직 

경사 790 

위사 620 
7 

경사 -0.5 

위사 -0.5 

2차 대조군2) 
아라미드 96 

대전섬유 4 
162.3 평직 

경사 920 

위사 690 
1.8 

경사 -1 

위사 -0.5 

1) 동작 용이성, 평가 시 착용 

2) 맞음새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평가 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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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경우 맞음새와 여유량을 위주로 관찰하기 위하여 주

머니 디자인을 제외하고 디자인되었으므로 비행복 평가성능 중 사용 편의성을 

제외한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심리적 만족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성하였

으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는 주머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1차 

평가에서 부족하다 여겨졌던 항목을 추가한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성하였다<표 3-22>.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평가순서는 다음과 같다<표 3-23>.  

1. 피험자로 참여한 피험자는 실험시작에 앞서 실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

공받았으며 실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2. 피험자의 인체치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바지와 면티셔츠만 착용한 피험

자의 인체치수 직접측정을 실시한 후 평가 비행복 착의를 시작하였다. 

표 3-22.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방법 구성 

평가항목 평가도구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 

동작 

용이성 

측정검사 ROM 측정 8문항<표 3-14> 

ROM 측정 9문항<표 3-14> 

비행복 착탈의시간측정 2문항<표 

3-15> 

관능검사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시 관능

검사 11문항<표 3-13 > 

운동성능평가용 동작시 관능검사 

10문항<표 3-12 > 

전반적 동작만족도 1문항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시 관

능검사 12문항<표 3-13 > 

운동성능평가용 동작시 관능검사 

10문항<표 3-12 > 

전반적 동작만족도 1문항 

맞음새 

적합성 
관능검사 

피험자 여유량 평가 19문항<표 

3-16> 

관찰자 여유량 평가 19문항<표 

3-16> 

피험자 여유량 평가 19문항<표 

3-16> 

관찰자 여유량 평가 19문항<표 

3-16> 

사용 

편의성 

측정검사 - 
비행복 편의요소 사용시간 측정 

2항목<표 3-18> 

관능검사 - 
주머니별 사용 편의성 평가 8문

항<표 3-17> 

심리적 

만족성 
관능검사 

피험자 외관만족도 1문항 

관찰자 외관만족도 1문항 

피험자 외관만족도 1문항 

관찰자 외관만족도 1문항 

전반적 

평가 
관능검사 전반적 평가 1문항 전반적 평가 1문항 

합계  
피험자 평가 55문항, 관찰자 평가 

20문항 

피험자 평가 69문항, 관찰자 평가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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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험자는 지정된 비행복을 착용하였다. 비행복을 착용하는 순서의 효과가 

실험결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비행복의 착용순서는 무작위로 진행 하였다. 

비행복 착의 시 동작 용이성 평가의 부분으로 비행복 착의 과업 수행 시 

시간을 측정하였다<표 3-15>. 

4. 지정된 비행복을 입은 피험자는 평소 자신이 비행복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손목둘레와 허리둘레를 조정한 뒤 거울 앞에서 스스로 모습을 비추어 보

며 여유량 관능검사에 응하였다<표 3-16>. 

5. 피험자는 뒷배경이 모눈인 촬영포인트에 서서<그림 3-11> 연구자의 안내

에 따라 전면, 측면, 후면 촬영에 응하고, 관절가동성능 평가동작을 취한다

<표 3-13>. 모든 동작 용이성 평가용 동작은 3회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연

구자는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ROM 측정 시 신뢰도를 위하

여 3번 반복한 동작의 ROM값을 각각 측정한 후 평균하여 ROM값으로 분

석하였다. 

6. 피험자는 관절가동성능 평가 동작 시 느꼈던 감각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표 3-23.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순서 

순서 평가내용 평가성능 

1 
착의평가 안내 

피험자 착의평가 동의서 작성 
- 

2 
피험자 탈의 

피험자 인체치수 직접측정 
- 

3 피험자 비행복 착의 과업 시간 측정1) 동작 용이성 

4 피험자 여유량 관능검사 맞음새적합성 

5 
피험자 ROM 측정 및 관찰자 여유량/외관 평가용 자극물 제

작을 위한 동영상 촬영 

동작 용이성 

맞음새적합성 

6 피험자 관절가동성능 평가동작 시 편함정도 관능검사 동작 용이성 

7 피험자 운동성능 평가동작 시 편함정도 관능검사 동작 용이성 

8 피험자 비행복 편의요소 사용 과업 시간 측정1) 사용 편의성 

9 피험자 비행복 편의요소 사용 시 편함정도 관능검사1) 사용 편의성 

10 피험자 외관만족도 관능검사 심리적 만족성 

11 피험자 비행복 탈의 과업 시간 측정1) 동작 용이성 

12 3~11번 평가 비행복 개수 만큼 반복 - 

13 피험자 착의 - 

14 비행복 전반적 평가 전반적 평가 

1)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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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7. 피험자는 운동성능 평가동작을 수행한 뒤<표 3-12>, 이 때 느꼈던 감각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시 비행복의 부위중 어떠한 부위

에 불편함이 느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집되었다<표 3-6>. 

8. 피험자가 비행복의 주머니, 지퍼와 같은 편의요소를 사용하는 과업을 수행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표 3-18>. 

9. 피험자가 비행복의 편의요소를 사용하였을 때 느꼈던 감각을 관능검사로 

평가하였다. 비행복 편의요소 사용 관련 평가는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

가에만 수행하였다. 

10. 피험자는 비행복의 도식화와 착용한 의복을 함께 관찰하며 외관만족도 검

사를 실시하였다. 

11. 착용한 비행복을 탈의하였으며 이 때 비행복 탈의 과업 수행시간을 측정

하였다<표 3-15>. 

12. 실험하고자 하는 비행복의 개수만큼 ‘3~11’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13. 피험자는 원래 자신이 착용하고 왔던 의복을 착용하였다. 

 

그림 3-11. 비행복 착의평가 촬영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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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착용하였던 비행복의 실물과 도식화를 비교하여 보며 전반적 평가를 하였

다.  

1차 평가는 착용하였던 각 비행복들에 대한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평가되었고, 

2차 평가는 비행복에 대한 100점 만점 기준의 점수를 메김으로써 평가되었다. 1

차 평가 시 소요된 시간은 피험자 1인당 약 1시간 30분~2시간 이었으며 2차 평

가 시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이었다. 

1,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는 [부록 1-2]에 제시해 두었다. 

착의평가가 종료된 후 촬영된 동영상에서 관찰자 여유량 평가 및 ROM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장면만 jpg 포맷으로 캡쳐하였다. 캡쳐된 이미지 중 렌즈에 대한 

왜곡이 발견된 경우 Adobe Photoshop CC의 Lens Correction 기능을 사용하여 보정

하였다. 관찰자 여유량 평가와 외관평가 시 자극물은 1차 평가의 경우 피험자 1

인의 비행복 착용 전·후·측면 jpg 포맷의 사진으로 사용하였고, 2차 평가의 경우 

표 3-24. 1,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관찰자 평가용 피험자 인체치수 

항목 1차 프로토타입 2차 프로토타입 

키 175.6 175.5 

목둘레 42.5 40.5 

가슴둘레 100.0 100.5 

젖가슴둘레 96.5 95.0 

허리둘레 84.0 82.0 

배꼽수준허리둘레 88.5 84.0 

엉덩이둘레 100.5 97.0 

위팔둘레 38.0 35.5 

어깨가쪽사이길이 43.0 46.0 

화장 82.5 83.0 

팔길이 61.0 59.5 

등길이 41.0 42.5 

다리가쪽길이 103.0 112.0 

샅높이 82.0 83.0 

왼쪽어깨경사각(°) 20.0 23.0 

오른쪽어깨경사각(°) 25.0 24.0 

몸무게(kg) 80.1 78.7 

넙다리중간둘레 56.5 58.0 

몸통세로둘레 170.0 167.5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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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1인의 전·후·측면 사진 뿐만 아니라 ROM 측정시 촬영된 동영상를 동작

별로 실험군과 대조군 비행복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Adobe Premier CC로 

편집한 mp4 포맷의 동영상으로 사용하였다. 관찰자 관능검사 자극물 이미지 제

작을 위해 선정된 피험자는 비행복 패턴의 기준 인체치수에 가장 가까운 1인으

로 1, 2차 평가에서 각각 선정된 관찰자 평가용 피험자의 인체치수는 <표 3-24>

와 같다. 피험자가 착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비행복의 이미지는 [부록 4-1], [부록 

4-2]에 제시해 두었다. ROM 측정을 위해 캡쳐된 이미지는 [부록 3-1]의 기준에 

따라 측정 하였고 3회 반복한 자세의 ROM 값을 모두 측정한 후 평균값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비행복의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의견을 정량적으로 수집하고자 전반적 평가에 

응답도 수집하였다. 1차 평가에서는 개발비행복 4종과 기존비행복 1종, 총 5종의 

비행복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순위별로 매겨진 비행복

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균점수화 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순위는 1위 500점, 

2위 400점, 3위 300점, 4위 200점, 5위 100점의 순위가중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

다(Kim, 2013). 2차 평가에서는 기존비행복과 개발비행복 각각에 대하여 100점 만

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자 여유량 평가와 외관평가는 의류학관련전공으로 석사과정 이상 11인의 

의복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1,2차 모두 동일한 관찰자로 구성되었다. 관

찰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용 자극물은 전문가에게 전자메일로 전송되었

으며, 이들은 피험자 여유량 평가와 외관평가 시 사용했던 질문지와 동일한 질

문지로 관능검사를 진행한 후 응답을 결과를 연구자에게 회신하였다.  

평가별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1차 피험자 평가 0.758, 1차 관찰자평가 

0.764, 2차 피험자 평가 0.813, 2차 관찰자 평가 0.777로 나타나 내적 신뢰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시 동영상 촬영을 위해 사용된 카메라는 Canon EOS 650D로 렌즈의 Focal 

Length는 50mm으로 두었고 영상은 1280×720(HD), 60fps 로 촬영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모든 수치 데이터는 Microsoft Excel 2010과 IBM SPSS Statistics 2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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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은 기술통계, 무작위 블럭디자인

에 의한 일원분산분석, t-test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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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고찰 

 비행복 기본정보 및 요구성능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그룹면접 조사와 설문조사의 형태로 진행한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조종사들은 팔 들어올리기(2.95±0.90), 허리 굽히기(2.93±0.90), 쪼그려 앉기 동

작(2.97±0.89)에서 평균 만족도 3 이하로 응답하였다<표 4-1>. 특히 동작에 따라 

샅당김(235), 어깨당김(221), 발목노출(140)의 순으로 불편하다 표현하였으며 그룹

면접에서는 하지의 움직임에 따라 바짓단이 조종화에 걸려 불편하다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조종사의 움직임을 고려한 비행복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비행복의 여유량 질문에서 밑위길이는 짧고(2.86±0.48) 엉덩이둘레는 크

다는(3.22±0.51)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표 4-2 > 그룹 면접조사에서 소매와 바짓

표 4-1. 비행복 착용실태 설문조사-동작적합성 

항목 Mean S.D. 

불편한 부위2) (N) 

목 당김 
어깨 

당김 

겨드랑이 

당김 
샅 당김 

무릎 

당김 

발목 

노출 

전반적 동작만족도1) 3.31 .73       

바로 선 자세 3.48 .71 14 20 7 13 5 11 

의자에 앉은 자세 3.13 .86 37 62 8 32 17 28 

팔을 드는 자세 2.95 .90 12 45 59 46 3 18 

사다리 오르는 자세 3.10 .77 8 27 12 36 18 22 

허리 숙이는 자세 2.93 .90 31 34 10 63 7 37 

쪼그려 앉는 자세 2.97 .89 34 33 13 45 40 24 

합계     136 221 109 235 90 140 

출처: Lee et al. (2016) 

n=428 

1점: 매우 불편함, 2점: 불편함, 3점:보통, 4점: 편함, 5점: 매우 편함 

1) 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2) 불편한 부위가 있을 경우에만 선택, 다중응답 

음영: 해당 자세에서 가장 많이 불편하다 응답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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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경우 너무 넓은 통으로 인해 동작 시 어딘가에 걸리거나 조종석 기기 조작

시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응답하였다. 비행복의 운동성능만 고려하였을 때

는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위별 여유량을 최대로 두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치

수만족도 향상 및 좁은 조종실 환경에서 외부 환경에 걸림이 없는 의복 제작을 

위해서는 부위별 최적 여유량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그룹면접 조사와 설문조사에서 모두 치수만족도 표

현이나 동작만족도 표현 부분에서 소극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종사가 몸을 비행복에 맞추면 된다는 인식으로 의복의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추후 정확한 비행복의 치수나 동작 만족도 조사 시 

비교평가법을 시행하여야 그들을 의견을 효율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비행복 착용실태 설문조사- 치수적합성 

항목 Mean S.D. 

전반적 치수만족도1) 3.04 .72 

둘레2) 

가슴둘레 2.98 .36 

허리둘레 3.03 .37 

엉덩이둘레 3.22 .51 

허벅지둘레 3.16 .52 

종아리둘레 3.16 .50 

소매둘레 3.05 .43 

손목둘레 3.08 .39 

암홀둘레 3.01 .36 

목둘레 2.99 .29 

너비2) 

어깨너비 2.98 .35 

앞품너비 2.99 .36 

뒷품너비 2.99 .37 

칼라폭 3.01 .27 

길이3) 

지퍼길이 2.95 .46 

소매길이 3.05 .44 

바지길이 2.96 .65 

등길이 2.95 .41 

밑위길이 2.86 .48 

출처: Lee et al. (2016) 

n=428 

1) 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2) 1점: 매우 작다, 2점: 작다, 3점:보통이다, 4점: 크다, 5점: 매우 크다 

3) 1점: 매우 짧다, 2점: 짧다, 3점: 보통이다, 4점: 길다, 5점: 매우 길다 



 85 

비행복은 조종사의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주머니와 디자인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종사들은 하계 비행복의 통풍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을 알 수 있었는데, 하계비행복의 외관평가 결과 3.09±0.79(1점: 매

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이었고 동계비행복 외

관평가결과 3.26±0.72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 점수를 주었으며(t=6.55, 

p<.001) 그룹면접 조사에 응한 조종사중 1인은 비행복의 난연성 소재 특성과 통

풍구의 존재가 서로 다른 목적성으로 존재하여 보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도 하였다. 따라서 하계 비행복 통풍구 존재와 관련한 기능적, 외관적 측면에서

의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룹면접 조사결과 비행업무로 중력 방지복을 

착용할 때 비행복의 앞중심지퍼 끝부분의 위치가 편의성을 저하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비록 본 연구에서 중력 방지복이나 하네스 등의 개인 비행 장구는 연

구의 범위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개인 비행 장구와 비행복 사용에 있어서 최소

한의 양립성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행복에는 다양한 주머니

가 존재하는데 이 주머니의 사용빈도는 매우 상이하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주머

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비행복 주머니 개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하

여 각각 83.8%, 79.8%의 조종사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더불어 바지 옆쪽 주

머니 추가(77.8% 반대), 지퍼 닫으면 바지통 더 좁아지게 변경(62.3% 반대), 소매

부리 고무밴드 처리(87.2% 반대) 등 다른 부위의 비행복 디자인 변경에 있어서

도 다수가 반대 의견표현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비행복 개발 시 지나친 디자

인의 변경 보다는 현재 외관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최대한 증가시킬수 있는 방

향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공군 비행복의 사이즈 표기는 표준체형과 특이체형을 표현하는 ‘M’ 혹은 

‘S’의 영문 대문자와 가슴둘레를 대표하는 숫자, 키를 대표하는 한글 문자로 이

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비행복 착용자가 본인의 사이즈를 선택함에 직

관성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더불어 현 비행복의 그레이딩 기준사이즈

는 ‘M95특’이고 조종사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사이즈이며 조종사의 평균치수

를 대표하는 사이즈는 ‘M100대’ 로 상이함이 밝혀졌다. 비행복이 각 치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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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그레이딩 되어있지 않으며 사이즈의 안정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 비행복의 치수체계의 표기법, 그레이딩 기준치수, 치수체계 구성에 대한 전반

적인 재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사이즈의 피복공급을 위

하여 군 피복관리처의 제작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을 알 수 있다.  

조종사들은 그룹면접과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에서 모두 비행복의 사이즈 일관

성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비행단이나 대대마다 

복제규정이 상이하여 비행복에 대한 세부 의견들이 대대마다 달랐으며 비행마크 

등을 부착하기 위한 벨크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봉제의 완성도에 일관성이 

없어 지급받은 비행복의 추가수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비행복 

설계시 비행복이 의도된 방향으로 착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착의규정이 함께 제

시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일관성 있는 비행복 봉제 품질을 위하여 정확

한 작업지시서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선행연구에 의해 조사된 결

과 중 소재를 제외한 디자인과 패턴구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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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비행복 착용실태 조사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분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동작 만족

도 

팔 들어올리기, 허리 굽히기, 쪼그려 앉

기 동작의 만족도가 다소 낮음2) 

동작에 따라 밑위>어깨>발목노출이 불편
1)2) 

하지 움직임에 따른 바지단 걸림 불편1) 

조종사의 업무 시 움직임을 고려한 

비행복 설계 필요 

치수 만족

도 

밑위길이는 짧고 엉덩이둘레는 큰 것으

로 느낌2) 

소매와 바지단의 넓은 통 문제1) 

비행복의 치수만족도 표현에 대부분 소

극적 의견표현1)2) 

비행복의 인체 부위별 최적 여유량 

설정 필요 

치수만족도 평가 시 비교평가법 필

요 

편의성 만

족도 

하계 비행복 통풍구의 외관상, 기능상 

성능 문제1)2) 

앞중심지퍼 길이가 짧아 중력 방지복 착

용시 소변 해결 불편1) 

다양한 비행복 주머니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사용 빈도는 매우 다르나 착용 빈

도가 낮은 비행복에 대한 삭제 반대2) 

비행복 디자인 변경에 대한 의견 반대의

견 다수1)2) 

하계 비행복 통풍구에 대한 재고 

앞중심지퍼 길이조절을 통한 편의

성 증대 필요 

현 비행복 외관을 유지하면서 편의

성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디자인 

치수체계 

만족도 

비행복 치수체계 불만1)2) 

본인이 착용하는 비행복 치수 파악의 어

려움2) 

조종사 다수 착용사이즈와 그레이딩 기

준사이즈가 다름2) 

비행복 사이즈 안정성이 없음1) 

비행복 치수별로 적절하게 그레이딩 되

어 있지 않음 (특히 가슴둘레)2) 

비행복 치수체계 재고 

그레이딩 기준 사이즈 재설정 

비행복 치수체계 표기법 사용자 중

심 설계 필요 

군의 피복제작처 관리감독 철저 

품질 안정

성 측면 

비행단이나 대대 마다 상이한 복제규정 

존재1) 

벨크로 부착위치의 상이함1) 

봉제 완성도 일관성 없음1) 

적절한 착의규정 제시 필요 

비행복 제작 시 정확한 작업지시서 

제공 필요 

출처: Lee et al. (2016) 

1) 그룹면접 조사 결과 

2)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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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업무조사 및 주요동작 정의 

공군 비행단 방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조종사 주요 

업무는 크게 비행업무와 지상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조종사는 비행복을 

전투기 조종 업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보호복의 개념으로만 착용하는 것이 아

니라 일반 근무시 유니폼으로도 착용한다. 조종사가 하루 중 전투기 조종을 실

시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나머지 근무시간은 지상에서 일반 업무에 종사

한다. 따라서 비행복 설계시 비행업무 시 조종사의 특수동작을 고려할 뿐만 아

니라 지상업무시 취하게 되는 일반적인 동작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측면임

을 알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조종사의 비행업무에 따른 동작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종사의 탑승전 대기상황 시 조종사는 하네스와 헬멧을 제외한 개인 비행 장

구(생환조끼, 중력 방지복)를 착용하고 지상에서 대기하며 이 때의 동작은 지상

업무시 동작과 유사하였다. 특히 비상대기훈련시 조종사는 개인 비행 장구를 착

용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Lee et al., 2016) 장시간 착용하는 비행복이 

조종사의 일반동작 수행에 방해가 없도록 다양한 동작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조종사는 비행복 뿐만 아니라 개인 비행 장구 역시 장시간 

착용하므로 개인 비행 장구가 조종사의 동작에 미치는 영향, 비행복과 상호관계

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구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므로 본 연구에

서는 비행복이 조종사의 동작에 단독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 비행 장구

를 착용할 때 특히 불편하다 응답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비행복 설계에 적용하기

로 하였다.  

조종사는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비상으로 발생하는 비행 스케줄에 따라 전투기 

조종 업무를 수행한다. 조종실은 전투기의 구조에서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약 5m 정도이다. 지상에 정차한 전투기에 탑승 및 하차를 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F-15K에 사용하는 사다리의 경우 지면

에서 약 52cm 떨어진 지점에서 사다리의 첫 계단이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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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탑승 및 하차를 위한 사다리 규격은 다를 것

으로 예상되나 모든 조종사들은 전투기 탑승 하차 동작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므

로 사다리 사용 동작에 대한 용이성을 비행복 의복설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투기의 조종실은 좁은 공간 내에서 조종사가 불편함 없이 정교하고 다양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다. 조종사가 조종실 내부의 조종석

에 착석한 후 손이나 발을 사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조종실 배열을 

구성하는데(Lee et al., 1993) <그림 4-2>, 비행복은 조종사가 조종석에 착석하여 조

 

그림 4-1. 전투기 탑승 및 하차를 위한 사다리 크기 예 

 

 

 

 

그림 4-2. 전투기 조종실 배열과 유사한 시뮬레이터 조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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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실 설계 시 적용되었던 예상 도달범위를 달성하는데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조종사가 착성하는 조종석은 비상상황시 조종불능상

태인 기체에서 조종사를 분리시키고 최대한 빨리 낙하산을 펼쳐 안전한 상태로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고안된 사출 좌석이다(Choi & ROKAF 

Headquaters, 2012). 따라서 조종실 내에서 조종사의 동작을 이해하고 의복이 동작

을 방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출좌석을 포함한 조종실 환경

을 재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종사는 조종실 내부에서 지상작동, 이륙, 

착륙과 같은 일반적인 비행 조작을 수행하면서 무선통화와 경계업무도 함께 수

행한다. 따라서 조종실 내에서 일어나는 동작의 범위는 조종기판에 손을 뻗는 

동작과 경계를 위한 몸을 뒤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었다.  

공군은 조종사가 업무 도중 비상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생환법을 

제시하고 별도로 훈련기간을 둔다. 공중 근무자 생환법에서는 낙하산 강하법을 

비롯한 육상, 산악, 수·해상 생환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 

조난되더라도 생환기술을 활용하여 원대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 하여 전투력 보

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OKAF Headquaters, 2010). 생환훈련은 비상상황

을 대비하여 진행하는 훈련이므로 이 때 취하게 되는 조종사의 동작을 예상할 

 

그림 4-3. 조종사 업무에 따른 비행복 개발용 동작 설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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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지만 팔과 다리의 동작범위가 매우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생환훈련법

에서 예시로 든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조종사의 비행업무 동작은 전투

기 탑승 전 대기, 전투기 탑승 및 하차, 조종실 내 조종, 생환훈련의 네 가지로 

크게 유목화 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조종사의 동작은 다소 복잡하고, 구체적이

지 않고 추상적이며, 동적인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종사의 동작을 고려

한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동작들을 보다 간단하고 구체적이며 

정적인 동작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조종사의 업무조사를 통해 도출

된 조종사의 동작을 <그림 4-3>와 같은 단계를 진행며 평가동작을 설정하였다. 

조종사의 업무에 따라 구분된 동작들은 조종사가 비행복을 착용하고 실제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인 현장활동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

준 동작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 중 특징적인 동작을 추출하여 간소화하면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이것을 다시 관절움직임의 측면에

서 간단하고 구체적이며 단순화된 동작으로 정의하여 관절가동성능 평가용동작

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동작이 크고 체표변화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

되는 자세를 추출하면 비행복 여유량 설계를 위한 체표길이 변화량 측정용 자세

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추출된 비행복 개발을 위한 

동작들은 간소화되었지만 조종사 실제 업무 동작의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제한

된 실험실 환경에서도 타당성이 높은 비행복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비행복 평가환경에 따른 비행복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조종사 업무동작 간소화를 통해 정의된 현장활동성능 평가용 동작,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 체표길이 측정용 동작들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성능 평가용 동작은 조종사의 실제 업무상황과 조종사가 행하는 업무 

그 자체의 행동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전투기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동작, 조

종실 내에서 조종간과 조종판에 손을 뻗는 동작, 앞뒤좌우를 살피는 동작, 낙하

산 강하동작, 전투훈련동작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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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능 평가용 동작은 현장활동성능 평가용 동작을 실험실 내 통제된 환경

에서 조종사의 업무동작과 최대한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작의 구성과 

순서가 명료하게 정해진 단기과업성의 동작들로 구성하였다. 사다리올라가기/내

려오기, 서서 던지기, 높이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걷기, 달리기, 쪼그

려앉기, 비행복 입기, 비행복 벗기동작과 같다.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 중 사다리 

올라가기/내려오기, 걷기, 달리기 동작은 보호복의 정성적 평가를 위한 표준 지

침인 ASTM F1154-11(ASTM, 2011) 중 일부를 참고하였으며 생환훈련의 경우 대

표동작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동작범위가 매우 큰 동작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투훈련동작인 서서 던지기, 높이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동작을 Lee (2012)의 연구에서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현장활동성능 평가용 동작과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보다 간소화된 관절가동성

능 평가용 동작은 조종사가 주요동작을 취할 때 변화하는 주요 관절들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 중 한쪽다리 들

어올리기, 팔 앞으로 들기, 허리 굽히기, 양팔 교차시키기, 팔 옆으로 들기, 다리 

양쪽으로 벌리기, 앉아서 몸비틀기, 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 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 동작은 관절의 각도변화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ROM 측정시에도 사용되

었다.  

체표길이 측정용 동작은 관절가동성 평가용 동작 중 특정 자세에서 유지가 가

능하여 체표길이를 관찰할 수 있는 자세로 설정하였다. 체표길이 측정은 정적인 

자세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피험자의 자세유지가 가능

하고 분석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자세를 정의하여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상의 비행복 개발을 위한 단계별 조종사 동작 정의를 <표 4-4>에 제시해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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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비행복 개발을 위한 단계별 조종사 동작 정의 

업무 

구분 

현장활동성능 평가용 동작 운동성능 

평가용 동작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동작 
체표길이 측정용 자세4) 

업무 대표동작 

비행 

업무 

전투기 탑승/하차 

지상에서 전투기에 탑승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

라가는 동작 

전투기에서 사다리를 타

고 내려가는 동작 

사다리 올라가기/내려오

기1) 
한쪽 다리 들어올리기3) 

우측무릎 의자에 올린 자

세(P2) 

조종실 내 조종 

조종실 내 팔을 조종간, 

조종판으로 뻗는 동작 

조종석에 앉아 앞뒤좌우

를 살피는 동작 

- 

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3) 

앉아서 옆으로 들기3) 

앉아서 몸 비틀기3) 

앉아서 목 앞뒤로 숙이기 

앉아서 목 좌우로 회전하기 

앉아서 목 좌우로 굽히기 

앉아서 팔을 앞으로 90°

올린 자세(P4) 
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P6) 
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

로 비튼 자세(P7) 

생환훈련 
낙하산 강하 동작 

전투훈련동작 

서서 던지기2) 

높이뛰기2) 

팔동작 몸통받쳐2) 

응용포복2) 

양팔 교차시키기1) 3) 

팔 앞으로 들기3) 

팔 옆으로 들기3) 

목 앞뒤로 숙이기 

목 좌우로 회전하기 

목 좌우로 굽히기 

앉아서 가슴높이에서 양

쪽주먹을 마주 댄 자세
(P5) 

탑승대기 

일상 생활에서 취하는 

동작 

걷기1) 

달리기1) 

쪼그려 앉기 

비행복 입기/벗기 

바로 선 자세 

허리 굽히기3) 

정립자세(P1) 
허리를 숙인 자세(P3) 지상 

업무 
일반동작 

1) ASTM (2011) 참고 

2) Lee (2012) 참고 

3) ROM 측정 항목 

4) 괄호안 기호는 조종사 자세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분석 시 사용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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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요구성능 가중치 설정 

비행복 요구성능은 이론적 배경의 특수복 요구성능과 비행복의 특성을 고려한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보호성 다섯 가지로 

정의되었다. 의복전문가 5인, 비행복 착용자 3인을 대상으로 한 다섯 가지 비행

복 요구성능에 대한 쌍대비교 응답을 수집하여 상대비중을 계산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비행복 착용자의 응답이 의복전문가에 비해서 다소 적으나, 의복 

개발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식을 많이 지닌 의복 전문가에게 비행복의 특성에 관

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의복전문가의 

응답은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비중을 백분율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동작 용이성 38.6% 보호성 22.3%, 사

용 편의성 18.7%, 맞음새 적합성 11.9%, 심리적 만족성 8.5% 로 계산할 수 있으

며 이렇게 제시된 비행복의 요구성능과 요구성능별 상대적 가중치는 비행복 설

계와 평가의 전반적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었다.  

 

  

표 4-5. AHP기법을 이용한 비행복 요구성능 비교행렬 및 가중치 결과 

j 

i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보호성 가중치 

동작 용이성 1.000 3.232 2.098 3.672 2.118 0.386 

맞음새 적합성 0.309 1.000 0.648 1.316 0.583 0.119 

사용 편의성 0.477 1.543 1.000 2.590 0.736 0.187 

심리적 만족성 0.272 0.760 0.386 1.000 0.326 0.085 

보호성 0.472 1.715 1.359 3.069 1.000 0.223 

i가 j에 비해서 중요한 정도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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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설계기준 

 기준 인체치수 설정 

 조종사 인체치수 및 현 비행복 치수체계 분석 

공군 조종사의 인체치수가 일반인의 인체치수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군 DB에서 2014년 11월까지 수집된 남자 조종사 2,490명

의 인체치수와 6차 사이즈코리아의 20대~50대 일반인 남성 2,471명의 인체측정 

데이터(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t-test 한 결과 <표 4-6>와 

같다.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조종사와 일반인의 인체치

수는 유의하게(p<.001)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복을 선택할 때 기준치수가 

되는 가슴둘레, 키를 살펴보면 조종사 인체치수 평균이 일반인에 비하여 각각 

3.02cm, 3.23 cm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 역시 일반인에 비하여 1.54kg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와 어깨가쪽사이길이, 위팔둘레 역시 조종사 평균이 일반인에 비하여 

각각 2.05cm, 2.80cm, 1.27cm 크게 나타났으며 어깨경사각 평균이 좌 2.19°, 우 

2.43°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종사의 화장은 0.65cm 더 길지만 팔길이는 

0.62cm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조종사의 목과 어

깨, 상완은 일반인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승모근을 비롯한 

어깨부위의 근육이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상반신 뿐만 아니라 엉덩이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장딴지둘레를 포함한 하반신

의 경우도 조종사의 인체치수 평균이 일반인에 비하여 각각 3.05cm, 2.78cm, 

0.80cm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의 군인이라는 신분상 체력조건을 일정수

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직업의 특성이 일반인보다 큰 둘레치수로 반영

된 것이라 보인다. 조종사의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둘레치수는 일반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허리둘레의 경우 조종사의 평균이 일반인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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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cm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 역삼각형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조

종사의 샅높이는 일반인 비해 평균 2.66cm 길고 등길이는 2.40cm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조종사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반신이 짧고 하반신이 긴 체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조종사들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둘레뿐만이 

표 4-6. 조종사와 일반인의 인체치수 비교 (전체) 

항목(cm) 
조종사 일반인 

평균차 t 
N Mean S.D. N Mean S.D. 

목둘레 2488 39.51 2.32 2,471 37.46 2.24 2.05 31.67 *** 

가슴둘레 2490 98.84 5.49 2,471 95.82 6.26 3.02 18.07 *** 

젖가슴둘레 2466 94.90 5.92 2,471 92.94 6.73 1.96 10.87 *** 

허리둘레 2462 82.74 6.46 2,471 83.48 8.60 -0.75 -3.46 *** 

배꼽수준허리둘레 2486 85.07 6.58 2,471 84.65 8.41 0.41 1.93  

배둘레 2379 85.74 6.39 2,471 85.65 8.21 0.10 0.46  

엉덩이둘레 2483 97.18 4.78 2,471 94.13 5.70 3.05 20.43 *** 

넙다리중간둘레 2348 54.52 4.38 2,471 51.75 4.24 2.78 22.36 *** 

장딴지둘레 2339 38.68 2.63 2,471 37.88 2.77 0.80 10.25 *** 

위팔둘레 2447 31.84 2.36 2,471 30.57 2.66 1.27 17.70 *** 

아래팔둘레 2363 27.13 1.80 -  -  -  - -  

어깨가쪽사이길이 2476 45.17 2.89 2,471 42.37 2.64 2.80 35.58 *** 

화장1) 2460 79.87 3.42 2,471 79.21 3.40 0.65 6.71 *** 

팔길이 2474 57.38 2.94 2,471 58.01 2.84 -0.62 -7.55 *** 

등길이 2455 41.72 2.86 2,471 44.12 2.35 -2.40 -32.23 *** 

다리가쪽길이2) 2483 102.92 4.29 2,471 104.24 4.75 - -  

키 2489 174.63 4.93 2,471 171.40 6.13 3.23 20.46 *** 

샅높이 2478 80.56 5.25 2,471 77.90 3.99 2.66 20.04 *** 

왼쪽어깨경사각 (°) 2454 22.99 3.98 2,471 20.80 3.81 2.19 19.71 *** 

오른쪽어깨경사각 (°) 2455 23.47 4.09 2,471 21.04 3.85 2.43 21.45 *** 

총길이2) 2464 147.89 10.14 2,471 148.67 5.74 - -  

몸무게 (kg) 2472 73.18 7.62 2,471 71.64 10.32 1.55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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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종사 화장: 실측치 사용 

일반인 화장: 계산치 사용 =(어깨가쪽사이길이/2)+팔길이 

2) 조종사 측정법과 일반인 측정법이 달라 t-test를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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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길이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다른 인체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 기성복과는 차별화된 조종사만을 위한 치수를 가진 의복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비행복 치수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공군 DB의 조종사 인

체치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비행복 치수체계에서 각 사이즈별 인구수용률 및 

전체수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표 4-7>과 같다. 현재 비행복의 그레이딩 기준 

사이즈는 ‘M95특’이지만 공군 DB의 조종사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현 비행복 사

이즈 중 가장 많이 착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이즈는 ‘M100대’ 333명(13.4%)으로 

나타났다. 그레이딩 기준 사이즈는 각 치수체계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이 사이즈

로부터 동일한 스타일의 비율을 유지하며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제작된다는 면에

서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Lee & Steen, 2012). 현재 비행복의 ‘M95특’ 사이즈

표 4-7. 현 비행복 치수체계의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 기준 기대 인구수용률 

n(%) 키 - 소 중 대 특 특대 - 

total 가슴 

둘레 

범위 

(cm) 
~162.9 

163.0 

~167.9 

168.0 

~172.9 

173.0 

~177.9 

178.0 

~182.9 

183.0 

~190.0 
190.1~ 

- ~82.5     
1 

(0.04) 

1 

(0.04) 
     

2 

(0.08) 

85 
82.6 

~87.5 
  

7 

(0.28) 

13 

(0.52) 

8 

(0.32) 

2 

(0.08) 
   

30 

(1.21) 

90 
87.6 

~92.5 

4 

(0.16) 

33 

(1.33) 

96 

(3.86) 

90 

(3.62) 

40 

(1.61) 

7 

(0.28) 
 

270 

(10.85) 

95 
92.6 

~97.5 

1 

(0.04) 

67 

(2.69) 

259 

(10.41) 

269 

(10.81) 

135 

(5.42) 

19 

(0.76) 
 

750 

(30.13)  

100 
97.6 

~102.5 
  

37 

(1.49) 

241 

(9.68) 

333 

(13.38) 

186 

(7.47) 

59 

(2.37) 
 

856 

(34.39) 

105 
102.6 

~107.5 

1 

(0.04) 

20 

(0.80) 

94 

(3.78) 

159 

(6.39) 

118 

(4.74) 

40 

(1.61) 
 

432 

(17.36) 

110 
107.6 

~112.5 
  

2 

(0.08) 

20 

(0.80) 

34 

(1.37) 

54 

(2.17) 

16 

(0.64) 
 

126 

(5.06) 

- 112.6~     
2 

(0.08) 

9 

(0.36) 

8 

(0.32) 

4 

(0.16) 
 

23 

(0.92) 

total 
6 

(0.24) 

166 

(6.67) 

726 

(29.17) 

903 

(36.28) 

543 

(21.82) 

145 

(5.83) 

0.00 

(0.00) 

2489 

(100.00)  

 

 현행 비행복 사이즈 구간 

(사이즈개수:23개, 인구수용률: 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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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행복 치수체계의 중심위치가 아니며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를 포함하는 위

치도 아니며, 가장 많은 조종사들이 착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이즈도 아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사이즈도 아니라는 점(Lee et al., 2016)에서 그레이딩 

기준사이즈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새로운 기준사이즈 설정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비행복 패턴제도를 위한 기준사이즈는 전투복 치수체계에서 조종사 평균 인체

치수가 속하는 호수의 인체치수를 기초로 정의하였다. 전투복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형태이므로 각각의 치수체계가 존재하는데, 상의는 키와 가슴둘레, 화장

을 조절치수로, 하의는 키, 배꼽수준허리둘레를 조절치수로 제시하고 있다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5). 기존 비행복 치수체계와 보호복 

표준 KS K ISO 13688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4)에서 사용되

는 조절치수가 키와 가슴둘레이며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에서 가슴둘레와 배

꼽수준허리둘레는 상관계수 0.748(p<.001), 키와 화장은 상관계수 0.609(p<.001), 

키와 샅높이는 상관계수 0.558(p<.001)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치수체계 구성의 

효율성을 위하여 키와 가슴둘레를 조절치수로 하는 치수체계를 새로운 비행복 

치수체계로 정의하였다. 조종사의 조종사의 평균인체치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

행복 치수체계 호수는 ‘100-178’으로 이 호수에 해당하는 착용자 인체치수 범위

와 중심치수를 바탕으로 비행복 패턴 제도를 위한 키와 가슴둘레 기준 인체치수

를 설정하였다. ‘100-178’의 인체치수범위는 키 174.1cm~179.0cm, 가슴둘레 

97.5cm~102.4cm이며 중심치수는 키 178cm, 가슴둘레 100cm이다. 

기준사이즈 범위에 속하는 조종사 체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키와 가슴

둘레에 기준한 비행복 기준사이즈 범위에 속하는 조종사와 일반인의 인체치수를 

비교한 결과 <표 4-8>과 같다.  

기준사이즈 범위에 속하는 조종사와 일반인의 인체치수 중 목둘레, 젖가슴둘

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장딴지둘레, 어깨가쪽

사이길이, 화장, 팔길이, 등길이, 샅높이,  왼쪽어깨경사각, 오른쪽어깨경사각,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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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조종사의 인체치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유

의하게 큰 항목은 목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어깨가쪽사이길이, 샅높이, 왼쪽어깨

경사각, 오른쪽어깨경사각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게 나타

난 항목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장딴지둘레, 화장, 

팔길이, 등길이, 몸무게로 나타났다 기준사이즈 범위내에 속하는 조종사의 젖가

슴둘레, 장딴지둘레, 화장, 몸무게는 <표 4-6>의 조종사와 일반인의 전체 인체치

수 비교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복을 기준사이즈를 제도하

는 인체치수를 결정할 때 기준사이즈 범위 내에 속하는 조종사와 일반인의 인체

치수 비교결과를 고려하되 비행복 사이즈 그레이딩 시 조종사와 일반인 인체치

수 비교를 참고하여 각 사이즈 범위별 인체치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우수한 

사이즈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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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준 사이즈 범위에 속하는 조종사와 일반인 인체치수 비교 

항목(cm) 
조종사 일반인 

평균차 t 
N Mean S.D. N Mean S.D. 

목둘레 155 39.44 1.71 155 38.27 1.76 1.17 5.918 *** 

가슴둘레 155 99.61 1.41 155 99.64 1.47 -0.02 -0.140  

젖가슴둘레 152 95.29 2.76 155 96.63 2.77 -1.34 -4.246 *** 

허리둘레 151 82.33 4.16 155 86.56 5.65 -4.23 -7.454 *** 

배꼽수준허리둘레 154 84.99 4.19 155 87.92 5.52 -2.94 -5.265 *** 

배둘레 144 85.92 3.96 155 88.84 5.41 -2.92 -5.302 *** 

엉덩이둘레 154 97.55 3.40 155 97.44 3.58 0.11 0.281  

넙다리중간둘레 140 54.95 3.72 155 54.15 2.83 0.80 2.094 * 

장딴지둘레 140 38.86 1.83 155 39.60 2.02 -0.75 -3.311 ** 

위팔둘레 150 32.09 1.66 155 31.90 1.67 0.19 0.985  

어깨가쪽사이길이 154 45.20 2.63 155 43.42 2.26 1.77 6.344 *** 

화장1) 151 80.41 2.91 155 81.52 2.07 -1.11 -3.863 *** 

팔길이 153 58.05 2.78 155 59.78 1.94 -1.74 -6.357 *** 

등길이 151 41.88 2.66 155 45.22 2.16 -3.34 -12.056 *** 

키 155 176.10 1.53 155 176.32 1.48 -0.22 -1.284  

샅높이 153 81.37 4.40 155 80.10 2.09 1.27 3.239 ** 

왼쪽어깨경사각(°) 151 22.69 3.81 155 20.92 3.83 1.76 4.039 *** 

오른쪽어깨경사각(°) 151 22.97 3.88 155 21.04 4.03 1.93 4.264 *** 

몸무게(kg) 155 72.60 6.94 155 78.88 5.31 -6.28 -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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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종사 화장: 실측치 사용 

일반인 화장: 계산치 사용 =(어깨가쪽사이길이/2)+팔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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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패턴 제도를 위한 기준인체치수 설정 

일반적으로 커버올이나 오버올과 같은 연결복의 제도는 상하의를 각각 제도한 

뒤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도하므로 비행복 패턴 제도를 위한 인체치수 항목은 

Moon (2015), Oh et al. (2011)의 커버올 및 오버올 제도법을 비롯한 Kim et al. (2011), 

Lee (2012), Kim et al. (2013), Nam and Lee (2005)의 공군 약정복 상하의, 전투복, 남성

용 셔츠 및 바지 제도식에 사용된 인체치수를 참고로 하였으며 선정된 인체치수

는 <표 4-9>와 같다. 일반적인 남성복 바지 제도시 배꼽수준허리둘레와 배꼽을 

기준으로 한 다리가쪽길이를 사용하지만, 비행복 제도시에는 허리둘레를 기준으

로 한 치수를 사용하므로 배꼽을 기준으로 한 길이나 둘레항목은 제외하였다.  

표 4-9. 비행복 제도시 사용되는 인체치수 

항목 
비행복 제도시 

사용 인체치수 

공군DB 

제공 인체치수 

6차 사이즈코리아 

제공 인체치수 

키    

가슴둘레    

목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   

배꼽수준허리높이 × ×  

엉덩이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장딴지둘레 ×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   

어깨가쪽사이길이    

화장   × 

팔길이    

등길이    

샅높이    

다리가쪽길이(배꼽수준) ×   

다리가쪽길이(허리수준)  ×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  

겨드랑앞벽사이길이  ×  

겨드랑뒤벽사이길이  ×  

목밑너비 × × × 

겨드랑두께 × ×  

밑위길이  × × 

몸통옆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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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는 제도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지만 공군 DB에서는 해당 인체치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6차 사이즈코리아의 일반인 인체치수에서는 해당 부위의 

인체치수정보를 제공하므로 회귀식을 사용하여 치수를 추측하기로 하였다. 밑위

길이와 몸통옆길이 역시 상·하의 연결복 제작시 고려해야 할 인체치수이지만 공

군 DB 인체치수와 6차 사이즈코리아 모두 해당 인체치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

다. 따라서 밑위길이의 경우 허리높이에서 샅높이를 뺀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몸

통옆길이는 등길이에서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를 뺀 수치를 사용하였다. 목

밑너비는 상의 목둘레 설정 시 사용되는 항목이지만 공군 DB, 6차 사이즈코리아

에서 해당 인체치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회귀식 도출이 어려워 제도시 사용하

지 않았다. 겨드랑두께 역시 상의 제도시 사용되는 항목이지만 가슴둘레와 겨드

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사이의 관계로 두께의 추측이 가능하므로 

비행복 제도 시 사용하지 않았다.  

비행복 제도시 사용되는 인체치수 중 키와 가슴둘레를 제외한 항목은 조종사 

인체치수 특성을 반영한 수치로 산출하기 위하여 키와 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여 계산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앞서 조종사 2,490명

의 각 인체치수 부위별 상관관계는 [부록 2-1]에 나타내었으며, 키와 가슴둘레에 

기준한 상관관계는 <표 4-10>에 나타내었다. 목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꼽

수준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중간둘레의 경우 가슴둘레와 상관계수 

0.4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 팔길이, 다리가쪽길이, 샅

높이의 경우 키와 상관계수 0.4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공군 DB 키와 가슴둘레에 대한 부위별 인체치수 상관관계 

항목 키 가슴둘레 항목 키 가슴둘레 

목둘레 0.162 *** 0.562 *** 어깨가쪽사이길이 0.253 *** 0.330 *** 

허리둘레 0.157 *** 0.745 *** 화장 0.609 *** 0.328 *** 

엉덩이둘레 0.361 *** 0.708 *** 팔길이 0.600 *** 0.248 *** 

넙다리중간둘레 0.168 *** 0.492 *** 등길이 0.359 *** 0.156 *** 

위팔둘레 0.223 *** 0.697 *** 샅높이 0.558 *** 0.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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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은 상관계수 r>0.4 이상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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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에서 상관관계가 0.4보다 낮게 나와 회귀식을 산출

하기 어렵거나, 공군 DB에서 제공하지는 않지만 비행복 제도를 위하여 필수적

인 인체치수인 다리가쪽길이(허리수준),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겨드랑앞벽

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밑위길이, 몸통옆길이의 경우 6차 사이즈코리아 

20~59세 일반인 남성 인체치수 2,471명의 인체치수 상관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

다[부록 2-2]. 순환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상관관계 r값이 높

은 순서대로 회귀식을 도출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목뒤등뼈위겨드랑

수준길이의 경우 등길이와 상관관계(r=.5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선 남

성복 패턴 제도법에서 가슴둘레 혹은 가슴둘레와 등길이에 따른 진동깊이 변화

를 일반적인 제도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Kim et al., 2011; Lee, 2012; Nam & Lee, 

표 4-11. 회귀식으로 도출한 기준사이즈 인체치수 

항목 독립변수 회귀식 계산값(cm) 

키 - - 178.0 

가슴둘레 - - 100.0 

목둘레1) 가슴둘레 가슴둘레×0.23+16.5 39.5 

허리둘레1) 가슴둘레 가슴둘레×0.88-3.9 86.1 

엉덩이둘레1) 가슴둘레 가슴둘레×0.60+37.3 97.3 

넙다리중간둘레1) 가슴둘레 가슴둘레×0.40+15.1 55.1 

위팔둘레1) 가슴둘레 가슴둘레*0.30+2.3 32.3 

겨드랑앞벽사이길이2) 가슴둘레 가슴둘레×0.19+18.3 37.3 

겨드랑뒤벽사이길이2) 가슴둘레 가슴둘레×0.22+19.6 41.6 

화장1) 키 키×0.43+5.6 82.1 

팔길이1) 키 키×0.35-4.6 57.7 

등길이2) 키 (키×0.19+11.3)-3.33) 41.8 

샅높이1) 키 키×0.54-14.3 81.8 

다리가쪽길이2) 키 키×0.71-16.9 109.5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

길이2) 

등길이4) 
등길이×0.39+가슴둘레×0.06-2.9 19.4 

가슴둘레 

어깨가쪽사이길이2) 
겨드랑뒤벽사

이길이4) 
(겨드랑뒤벽사이길이×0.82+8.9)+1.83) 44.8 

밑위길이2) 다리가쪽길이4) 다리가쪽길이×0.18+6.4 26.1 

몸통옆길이 등길이4) 등길이×0.58-1.2 23.0 

***p<.001  

1)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 회귀분석 

2) 6차 사이즈코리아 일반인 인체치수 회귀분석 

3) 기준사이즈 범위 내 조종사와 일반인 인체치수 평균차 

4) 키와 가슴둘레 회귀식으로 산출한 값을 독립변수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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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등길이와 가슴둘레를 함께 독립변수로 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와 6차 사이즈코리아 일반인 인체치수에서 부위별 

인체치수의 상관계수가 높은 항목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식을 도출 

한 뒤, 비행복 기준사이즈의 조절치수인 키  178cm, 가슴둘레 100cm를 대입해 

부위별 인체치수를 산출한 결과 <표 4-11>와 같다. 어깨가쪽사이길이와 등길이

의 경우 공군 DB 를 통한 회귀식 도출이 불가능하였지만 6차 사이즈코리아 인

체치수를 통하여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도출한 회귀식에 <표 4-8>의 기

준사이즈 범위 내 조종사와 일반인 인체치수 평균차이를 적용하여 조종사 인체

치수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비행복 여유량 설정 

 실제착용 비행복 여유량 분석 

조종사가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의 여유량 분석과 조종사의 비행복 사이즈 

선택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가 실제로 착용한다 응답한 비행복의 관측 사이즈(동계비행복 기

준)와 응답자의 키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추측한 기대사이즈의 비행복 치수체

계 내 분포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4-12>과 같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영으로 표현된 현행 비행복 사이즈 구간을 벗어난 사이즈를 착용하는 응답자

는 총 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피판소에서 주문 가능한 치수체계 범위 외의 

치수를 별도로 주문제작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대빈도는 각 사이즈

별로 산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관측빈도는 중심 사이즈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으며 특히 ‘M100대’사이즈에 집  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이즈 개

수와 전체인구수용률 사이 관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4-4>, 인

구수용률이 높은 사이즈의 순서대로 사이즈 구간을 구성한다고 할 경우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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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개수에서 관측빈도의 커버율이 기대빈도의 커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행복 착용자가 주어진 비행복 치수체계의 다양성에

도 불구하고 제한된 몇 개의 사이즈만 선택하여 착용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비행복 치수체계 설계 시 예측하였던 사이즈 선택행동이 실제로는 나타

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행복의 가슴둘레 조절치수 범위는 85~110이고 가

슴둘레 85사이즈를 착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조종사는 9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이 사이즈를 착용하는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남성 기성복의 인체치수체

계에서 가슴둘레 85 사이즈를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이즈 존재를 인

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이즈의 어색함 때문에 실제 착용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행복 선택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 내 키와 가슴둘레 각각의 관측사이즈와 기대사이즈 거리값을 교차분석해 

보았다<표 4-13 >. 기대사이즈와 관측사이즈 사이의 거리차가 0인 사람, 다시 말

해 기대사이즈와 같은 사이즈의 비행복을 실제로 착용하는 사람은 21.1%에 불

표 4-12. 조종사의 비행복 기대사이즈와 관측사이즈의 빈도분석 

 키 - 소 중 대 특 특대 - 

total 가슴 

둘레 

범위 

(cm) 
~162.9 

163.0 

~167.9 

168.0 

~172.9 

173.0 

~177.9 

178.0 

~182.9 

183.0 

~190.0 
190.1~ 

- ~82.5         

85 
82.6 

~87.5 
 3(0) 2(0) 2(0) 2(0)   9(0) 

90 
87.6 

~92.5 
 3(6) 14(2) 16(2) 9(0) 2(0)  44(10) 

95 
92.6 

~97.5 
 4(1) 37(33) 31(18) 16(16) 4(0)  92(68) 

100 
97.6 

~102.5 
 3(0) 17(22) 36(97) 31(26) 7(7)  94(152) 

105 
102.6 

~107.5 
  4(2) 20(21) 15(19) 4(15)  43(57) 

110 
107.6 

~112.5 
  2(0) 5(1) 4(5) 4(2)  15(8) 

- 112.6~    0(2) 1(0) 0(1)  1(3) 

total  13(7) 76(59) 110(141) 78(66) 21(25)  298(298) 

기대사이즈 빈도(관측사이즈 빈도) 

 현행 비행복 사이즈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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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9%의 사람들은 키나 가슴둘레 사이즈를 기대

사이즈보다 크거나 작게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경향성을 분석해 보았다. 

키 사이즈의 기대사이즈에서 관측사이즈 거리값 빈도가 가슴둘레 거리값 빈도보

다 높게 나타났다. 키 사이즈의 개수(5개)가 가슴둘레 사이즈 개수(6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확률적 차이 때문으로도 보이지만 조종사가 비행복을 선택할 때 

키를 우선하여 선택한다는 착용실태 결과(Lee et al., 2016)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

반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자신의 키 치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의 사이즈를 선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종사의 사이즈 선택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행복의 기대사이즈에서 관

측사이즈까지 거리를 그룹화하여 살펴보았다. 거리값이 음수인 집단은 비행복을 

작게 입는 집단, 0인 집단은 맞게 입는 집단, 양수인 집단은 크게 입는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집단별로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복의 키

사이즈 기준으로 작게 입는 집단은 전체 298명 중 57명(19.1%), 맞게 입는 집단

은 164명(55.0%), 크게 입는 집단은 77명(25.8%)로 나타났고, 가슴둘레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게 입는 집단은 50명(16.8%), 맞게 입는 집단은 113명(37.9%), 크게 

 

그림 4-4. 현 비행복 치수체계 관측사이즈 빈도와 기대사이즈 빈도의 사이즈 개수와 

전체인구수용률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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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집단은 135명(45.3%)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와 가슴둘레에서 모두 크게 입

는 집단이 작게 입는 집단보다 많으며 특히 키보다 가슴둘레를 크게 입는 인원

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비행복 사이즈 선택 시 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경

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종사의 비행복 관측치수와 기대치수의 차이는 조종사의 인체치수 분

석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착의습관과 취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종사 

비행복의 관측치수는 조종사가 비행복을 여러 업무에서 장기간 착용하며 경험적

으로 잘 맞는 사이즈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측치수 비행복은 조종사

가 비행 시, 지상업무 시 다양한 비행장구와 비행복을 함께 착용하였을 때 가장 

선호하는 치수로, 관측치수 비행복의 부위별 제품치수에서 착용자의 인체치수를 

뺀 값을 평균하여 살펴보면 조종사의 착의습관과 취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비행

장구와 양립성을 가질 수 있는 비행복 여유량의 추측이 가능하다. 조종사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의 여유량의 기술통계치는 <표 4-14>과 같다. 

표 4-13. 키와 가슴둘레의 기대사이즈에서 관측사이즈까지 거리 빈도 교차분석 

키 

가슴둘레 
-3 -2 -1 0 1 2 3 total 

-4   
1 

(0.34) 
    

1 

(0.34) 

-3        
0 

(0.00) 

-2   
1 

(0.34) 

3 

(1.01) 

1 

(0.34) 
  

5 

(1.68) 

-1  
1 

(0.34) 

6 

(2.01) 

25 

(8.39) 

12 

(4.03) 
  

44 

(14.77) 

0  
1 

(0.34) 

18 

(6.04) 

63 

(21.14) 

24 

(8.05) 

7 

(2.35) 
 

113 

(37.92) 

1  
2 

(0.67) 

13 

(4.36) 

53 

(17.79) 

24 

(8.05) 

1 

(0.34) 
 

93 

(31.21) 

2 
1 

(0.34) 
 

11 

(3.69) 

18 

(6.04) 

4 

(1.34) 

2 

(0.67) 

1 

(0.34) 

37 

(12.42) 

3  
1 

(0.34) 

1 

(0.34) 

2 

(0.67) 

1 

(0.34) 
  

5 

(1.68) 

total 
1 

(0.34) 

5 

(1.68) 

51 

(17.11) 

164 

(55.03) 

66 

(22.15) 

10 

(3.36) 

1 

(0.34) 

298 

(100.0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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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자세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분석 

조종사 주요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분석은 현재 공군에 재직중인 조종사 

11인을 대상으로 조종사가 주로 취하는 동작 일곱 가지에 대하여 3D 인체형상 

자료를 획득한 후, 체표길이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종사가 자세를 취했을 때 자세별 둘레 항목의 체표길이와 체표길이 변화율

을 <표 4-15>, [부록 2-3]에 나타내었다. 둘레부위에서 동작별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 항목은 가슴둘레-앞, 가슴둘레-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앞, 엉덩

이둘레-뒤, 엉덩이둘레, 겨드랑둘레-좌, 겨드랑둘레-우, 목밑둘레-앞, 목밑둘레-뒤, 

목밑둘레로 나타났다<표 4-15>. 가슴둘레 전체를 살펴보면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 에서 가슴둘레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p<.01), 앞가슴둘레

의 경우 P1(정립자세)과 P2(우측 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에서 가장 큰 것

(p<.001)으로 나타났다. 

 팔동작을 하지 않고 바로 선 자세에서는 앞가슴을 내밀기 때문에 앞가슴둘레

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팔동작을 할 때 팔과 함께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앞

가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엉덩이둘레의 경우 P2(우측무릎

표 4-14. 조종사들이 실제 착용하는 비행복 여유량 

 n Mean S.D. Variance Kurt Skewness 

목둘레 293 6.92 2.15 4.63 0.97 0.04 

가슴둘레 293 16.53 4.83 23.32 0.69 -0.09 

허리둘레 290 21.62 5.26 27.69 1.75 -0.60 

엉덩이둘레 293 11.12 4.93 24.27 34.04 3.40 

위팔둘레 287 17.53 2.43 5.92 10.91 -1.52 

어깨가쪽사이길이 291 7.70 2.58 6.64 0.55 0.31 

화장 289 7.11 2.65 7.04 1.67 -0.46 

팔길이 292 2.83 2.83 8.03 6.81 -1.01 

등길이 292 7.77 4.37 19.12 70.70 -6.23 

샅높이 291 -6.40 5.23 27.33 2.04 0.23 

넙다리중간둘레 276 14.46 4.50 20.29 5.51 0.96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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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자에 올린 자세)가 P1(정립자세)이나 P3(허리를 숙인 제세)보다 큰 엉덩이

둘레값과 뒤엉덩이둘레값을 보였는데(p<.001), 한쪽다리를 올리는 자세에서의 엉

덩이둘레 변화량이 의복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겨드랑둘레는 

P1(정립자세)나 P2(우측 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에서, 혹은 P7(앉아서 몸과 팔

을 좌측으로 비트는 자세)에서 유의하게(p<.001) 큰 둘레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수 있다. 첫번째로 팔의 위치가 몸판에 가까이 있을 경우 겨드

랑 아래쪽이 접혀서 둘레가 크게 측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두번째, 팔을 

내렸을 때 겨드랑이를 감싸고 있던 대흉근이 팔 동작시 신장하여 동작시의 겨드

표 4-15. 조종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둘레 

부위 P1 P2 P3 P4 P5 P6 P7 F 

가슴둘레-앞 47.60 a 47.20 a 36.66 d 38.32 cd 40.34 bc 41.22 b 36.10 d 35.17 *** 

가슴둘레-뒤 57.86 d 57.92 d 70.64 b 64.63 c 66.10 c 70.62 b 67.71 bc 16.78 *** 

가슴둘레 105.46 d 105.12 d 107.30 d 102.95 d 106.44 d 111.84 c 103.81 d 3.97 ** 

허리둘레-앞 49.79   50.32   50.98   51.25   51.22   49.57   50.92   0.31 
  

허리둘레-뒤 37.63  37.83  39.94  38.43  38.04  38.27  38.62  1.76 
  

허리둘레 87.42   88.15   90.92   89.68   89.26   87.83   89.54   0.73 
  

배꼽수준허리둘

레-앞 
51.86   52.32   51.63   53.60   53.39   50.24   53.05   0.87 

  

배꼽수준허리둘

레-뒤 
38.01   38.04   38.85   38.35   38.31   38.01   38.55   0.39 

  

배꼽수준허리둘

레 
89.88   90.36   90.48   91.94   91.71   88.24   91.60   0.74 

  

엉덩이둘레-앞 55.30 ab 56.80 a 53.57 b -    -    -    -    5.41 ** 

엉덩이둘레-뒤 45.02 c 51.08 a 48.70 b -    -    -    -    8.15 ** 

엉덩이둘레 100.32 c 107.87 a 102.27 b -    -    -    -    12.52 *** 

넙다리중간둘레-

우 
53.10  54.43  52.76  53.13  52.77  52.99  57.15  1.25 

  

종아리둘레-우 40.13   41.10   40.34   40.67   40.96   41.70   41.22   0.60 
  

겨드랑둘레-좌 49.52 b 52.72 a 46.00 c 43.71 d 41.90 d 42.90 d 43.38 d 26.87 *** 

겨드랑둘레-우 49.78 b 49.91 b 46.10 c 43.81 d 43.22 d 43.86 d 51.43 b 22.16 *** 

목밑둘레-앞 30.35 ab 29.94 ab 29.05 b 29.29 b 29.78 b 31.29 a 28.95 b 2.85 * 

목밑둘레-뒤 17.95 a 18.45 a 17.17 a 18.17 a 17.16 a 14.49 b 17.55 a 9.22 *** 

목밑둘레 48.30 ab 48.39 a 46.44 bc 47.46 abc 46.94 abc 45.79 c 46.50 abc 2.69 * 

단위: cm 

P1=정립자세, P2=우측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 P2=허리를 숙인 자세, P4=앉아서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 

P5=앉아서 가슴높이에서 양쪽 주먹을 마주댄 자세,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 P7=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로 비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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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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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둘레가 작게 측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목밑둘레 역시 자세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에서 앞목밑둘레는 

다른 부위에 비해 큰 값으로 나타났고(p<.05), 뒷목밑둘레는 다른부위에 비해 작

은값으로(p<.001) 관찰되었다. 팔을 위로 올릴 때 목옆점은 옆이 아닌 뒤쪽으로 

이동하여 뒷목밑둘레가 줄어들고 앞목밑둘레가 증가한 것으 로 해석되는데, 의

복 설계 시 칼라나 네크라인 설계시 동작에 따른 앞목밑둘레 증가량도 함께 고

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16. 조종사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 -길이 

부위 P1  P2  P3  P4  P5  P6  P7  F  

앞품 38.45 a 37.47 a 31.34 c 31.07 c 34.80 b 34.60 b 32.18 c 22.67 *** 

뒤품 42.19 c 42.62 c 48.63 a 48.99 a 45.73 b 40.96 c 47.20 ab 23.75 *** 

어깨가쪽사이길이 43.97 a 43.76 a 34.96 d 41.27 d 37.55 c 25.75 e 39.84 b 87.98 *** 

어깨길이-좌 14.37 a 13.96 a 10.52 d 12.58 b 11.53 c 7.80 e 12.50 b 52.81 *** 

어깨길이-우 14.32 a 14.33 a 10.61 d 12.61 b 11.43 cd 8.21 e 12.42 bc 35.01 *** 

위팔길이-좌 32.23 bc 32.94 ab 33.35 a 33.06 ab 32.94 ab 30.73 d 31.93 c 7.45 *** 

아래팔길이-좌 25.32 ab 25.32 ab 25.27 ab 25.69 ab 26.56 a 26.75 a 24.53 b 2.46 * 

팔길이-좌 57.55 bc 58.27 abc 58.62 ab 58.76 ab 59.50 a 57.37 bc 56.65 c 2.62 * 

위팔길이-우 32.07 b 31.97 b 32.30 b 31.81 b 31.29 b 29.27 c 33.87 a 14.24 *** 

아래팔길이-우 25.43 b 25.47 b 25.46 b 25.87 b 27.41 a 26.49 ab 25.94 b 2.87 * 

팔길이-우 57.50 b 57.44 b 57.76 b 57.68 b 58.70 ab 55.77 c 59.82 a 6.63 *** 

화장-좌 79.30 a 79.85 a 76.10 c 79.10 a 78.06 ab 69.95 d 76.35 bc 25.63 *** 

화장-우 79.72 a 79.62 a 75.23 c 78.61 ab 77.69 b 68.98 d 80.08 a 42.33 *** 

몸통옆길이-좌 21.35 f 22.19 ef 28.34 b 25.41 cd 27.08 bc 34.29 a 24.48 de 28.12 *** 

몸통옆길이-우 21.09 d 21.04 d 28.62 b 25.85 c 27.19 bc 34.29 a 29.24 b 30.66 *** 

샅앞뒤길이 83.76 a 82.82 ab 82.92 ab 80.75 b 80.82 b 83.67 a 82.45 ab 2.49 * 

등길이 41.09 b 40.59 b 44.35 a 39.73 b 39.31 b 39.47 b 40.68 b 6.96 *** 

앞중심길이 32.83 b 32.71 b 28.97 c 33.19 ab 33.21 ab 35.41 a 32.85 b 6.45 *** 

몸통앞뒤둘레 157.68  156.11  156.24  153.67  153.34  158.55  155.98  1.91 
  

무릎세로길이-좌 33.89 b 34.67 b 32.07 c 40.94 a 40.86 a 40.95 a 40.30 a 51.95 *** 

무릎세로길이-우 34.18 b 41.49 a 32.24 c 41.16 a 41.10 a 41.21 a 41.48 a 68.22 *** 

단위: cm 

P1=정립자세, P2=우측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 P2=허리를 숙인 자세, P4=앉아서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 

P5=앉아서 가슴높이에서 양쪽 주먹을 마주댄 자세,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 P7=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로 

비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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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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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자세를 취했을 때 자세별 길이 항목의 체표길이와 체표길이 변화율

을 <표 4-16>, [부록 2-3] 에 나타내었다. 길이 항목에서 동작별 체표길이의 유의

한 차이가 관찰된 항목은 몸통앞뒤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었다. 겨드랑앞벽

사이길이의 경우 앞가슴둘레에서 관찰된 것과 마찬가지로 팔 동작이 없는 P1(정

립자세), P2(우측 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에서의 값이 다른 항목에 비해 유의하

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겨드랑뒤벽사이길이는 P3(허리를 숙인 자세)와 

P4(앉아서 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값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어깨가쪽사이길이는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자세에서 가장 작으며 

P1(정립자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길이-좌와 어깨길이-우 역시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가 어깨가쪽사이길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팔길이는 

팔꿈치를 굽히는 P5(앉아서 가슴높이에서 양쪽 주먹을 마주댄 자세)와 P7(앉아

서 몸과 팔을 좌측으로 비튼 자세) 자세에서 유의하게 큰 값이 측정되었고(좌: 

p<.05, 우: p<.001), P7(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로 비튼 자세)에서 위팔길이-우 역

시 유의하게 큰 값으로 측정되었다(p<.001). 팔길이의 자세별 유의한 차이는 팔

꿈치 관절이 접히면서 체표면적이 증가하고 어깨관절을 내전하며 위팔길이가 피

부가 신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깨가쪽사이길이의 절반값과 팔길이

값을 더한 화장은 P1(정립자세)와 P2(우측 무릎을 의자에 올린자세)와 같은 팔동

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팔의 움직임으로 인한 팔

길이 체표길이가 증가할 때 어깨가쪽 사이길이는 짧아져 결과적으로 동작을 할 

때 보다 동작을 하지 않을 때 가장 긴 값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복 

설계시 동작에 따른 팔길이의 증가량을 어깨길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소매길

이 자체에 직접 반영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길이 여유량이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의복 설계시에는 어깨길이 변화와 팔길이 변화를 함께 고려한 화장을 사용

하고 팔길이의 체표길이 변화율은 팔꿈치 관절을 중심으로 한 패턴의 입체화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몸통옆길이는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에서 가장 큰 값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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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등길이 역시 유의한 값의 차이(p<.001)가 발견되었지만 P3(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가장 큰 값이 관찰되었고 P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변화율은 몸통옆

길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샅앞뒤길이는 동작시에 비해 P1(정립자

세)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그 길이차가 적었고, 목앞점에서 샅

점, 목뒤점까지 길이를 측정한 몸통앞뒤둘레에서는 자세별로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상하 연결복에서의 샅앞뒤길이변화에 집중해 왔지만

(Huck et al., 1997; Moon, 2015; Oh et al., 2011; Suh & Cho, 1997) 실제 샅앞뒤길이는 자

세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다른 요소가 비행복의 밑위 편안함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마 엉덩이 돌출점을 기준으로 한 위

아래 체표길이 변화가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밑위 까지 영향을 준다고 할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부위의 길이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몸통옆길이에서 관찰된 큰 변화폭은 비행복의 밑위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무릎세로길이는 P4~P7과 같은 앉은자세, 혹은 P2와 같은 우측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무릎 관절의 접힘으로 인해 발

생하는 평균 체표길이 증가는 최대값이 7.31cm로 나타났는데 이 길이는 바지의 

전체적인 길이로 추가하기에는 많은 양이므로 관절인 무릎부위를 중심으로 패턴

을 입체화 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조종사 동작에 따른 부위별 체표길이 변화를 비행복 패턴제작에 적용

하기 위하여 최대변화율을 제시하면<표 4-17>와 같다.  

표 4-17. 조종사 동작시 부위별 체표길이 최대변화율 

부위 maxΔPn(%) 부위 maxΔPn(%) 

가슴둘레 6.38 배꼽수준허리둘레 2.30 

허리둘레 4.01 넙다리중간둘레 7.62 

엉덩이둘레 7.53 겨드랑앞벽사이길이 -2.56 

화장 0.68 겨드랑뒤벽사이길이 16.11 

목밑둘레 0.20 겨드랑둘레 6.47 

어깨가쪽사이길이 -0.48 몸통옆길이 62.57 

팔길이 4.02 엉덩이옆길이 8.16 

등길이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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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아이디어 수집 및 검토 

비행복 디자인 개발을 위해 착용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디자인 아이디어는 <표 4-18>과 같다. #1 등 부위의 통풍과 활동성을 위한 통풍

구, #2 다리길이 사이즈 선택 다양화를 위한 종아리 아래 탈착식 구성, #3 바지의 

옆쪽에 손을 넣기 위한 주머니 추가, #4 동작 용이성을 높이면서도 외관만족도를 

더 높일 것이라 기대하는 전투복과 같은 八형태의 액션플리츠 적용, #5  비행복 

내부의 의복 정리를 위한 통기구 삽입, #6 허리숙임에 따른 등길이 증가량을 보

완하는 액션플리츠, , #7 하네스 착용시 목쓸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스탠드칼

라로 변형, #8 하지의 움직임에 따른 지퍼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바짓단지퍼 

인심 이동, #9 조종사들 다수가 요구한 좌측 상완 주머니 포켓 제거, #10 허벅지 

주머니 사용성 증대를 위한 주머니 입체화, #11 주머니의 사용 편의성 증가와 활

주로 내 철제부속 유입 방지를 위한 주머니입구 벨크로처리가 비행복을 위한 디

자인 아이디어로 선택되었다. 해당하는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비행복의 요구성능

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요구성능별로 미치는 영향을 -2점부터 2점까

지(-2점: 매우 부정적 영향, -1점: 부정적 영향, 0점: 영향을 주지 않음, 1점: 긍정적 

영향, 2점: 매우 긍정적 영향) 점수를 매긴 후 AHP 기법으로 산출한 각 요구성능

별 가중치를 곱한 결과 <표 4-19>과 같이 계산되었다. 

표 4-18. 비행복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대효과 

no. 디자인 아이디어 기대효과 

#1 등 부위 통풍구 추가 등부위의 통풍과 활동성 증가 

#2 
다리길이 사이즈 선택 다양화를 위한 

종아리 탈착식 구성 
다리길이 사이즈 선택 다양화 

#3 바지옆쪽 손넣는 주머니 추가 편안함 향상 

#4 전투복과 같은 형태의 액션플리츠 적용 동작 용이성과 외관만족도 향상 

#5 비행복 내부 의복 정리용 통기구 삽입 비행복 안쪽의 옷 매무새 정리기 가능 

#6 뒤허리부분 액션플리츠 추가 허리 숙임에 관련한 동작 용이성 향상 

#7 스탠드 칼라로 변경 하네스 착용 시 목쓸림현상 완화 

#8 바지단지퍼 인심으로 이동 지퍼로 인한 무릎 불편함 해결 

#9 좌측 상완주머니 포켓 뚜껑 제거 주머니 사용 편의성 증가 

#10 허벅지 주머니 입체화 허벅지 주머니 사용성 증대 

#11 주머니 입구 벨크로 처리 활주로 내 철제부속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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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계산된 각각의 디자인 아이디어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디자인 아이

디어 중 #8(바짓단지퍼 인심이동)이 0.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서 #4(전투복과 같은 형태의 액션플리츠 적용) 0.86점, #11(주머니 입구 벨크로 처

리) 0.82점, #6 (뒤허리부분 액션플리츠 추가) 0.81점, #10(허벅지 주머니 입체화) 0.76

점, #1(등부위 통풍구 추가) 0.70점, #2(다리길이 사이즈 선택 다양화를 위한 종아

리 탈착식 구성) 0.48점 순으로 나타났다. #7(스탠드 칼라로 변경) -0.06점, #3(바지 

옆쪽 손넣는 주머니 추가) -0.10점, #5(비행복 내부 의복 정리용 통기구 삽입) -0.16

점, #9(좌측 상완주머니 포켓 뚜껑제거) -0.26점으로 음의 점수를 받아 전반적인 

비행복 요구성능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아이디어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시된 디자인 아이디어의 점수 순위는 최종 비행복 디자인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비행복의 디자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현 비행복의 주머니 위치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다. 비행복 주머니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위치

에 존재해야 한다. 비행복 주머니의 디자인은 편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

시될 수 있지만 주머니의 위치는 동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이므로 주머니 디자인을 적용하기에 앞서 그 위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Gemperle et al. (1998)는 스마트웨어를 개발 할 때 웨어러블 장치를 적용함에 있어

서 인체에 거슬리지 않는 부위를 <그림 4-5>(좌)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

하는 웨어러블 장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부위와 현재 비행복 주머니 위치를 비

교한 결과 기존의 비행복 주머니 위치는 적합한 것으로 보여졌다. 조종사들이 

표 4-19. 비행복 디자인 선택을 위한 가중치 행렬표 

요구성능 가중치 
디자인 아이디어 

#1 #2 #3 #4 #5 #6 #7 #8 #9 #10 #11 

동작 용이성 0.386 2 0 0 2 0 2 -1 2 0 1 0 

맞음새적합성 0.119 0 2 -1 0 0 1 0 1 0 0 0 

편의성 0.187 2 1 1 0 2 0 1 0 1 2 2 

심리적 만족성 0.085 0 -2 -2 1 -1 -1 -1 1 0 0 0 

보호성 0.223 -2 1 0 0 -2 0 1 0 -2 0 2 

총계 1 0.70 0.48 -0.10 0.86 -0.16 0.81 -0.06 0.98 -0.26 0.76 0.82 

2점=매우 부정적 영향, -1=부정적 영향, 0=영향을 주지 않음, 1=긍정적 영향, 2=매우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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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행복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함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Lee et al., 2016), 

이것이 기존 비행복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조종사에게 만족도를 주는 디자인을 

제공하기 때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비행복을 디자인하는 기본 틀은 기

존 비행복으로 두고 세부 디자인 요소들을 변경하는 것이 조종사들에게 거부감 

없이 편안한 의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출처: Gemperle et al. (1998) 

그림 4-5.웨어러블 장치를 적용함에 적합한 부위(좌)와 현 비행복 주머니 위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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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및 평가 

최종 완성 비행복 패턴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거친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및평가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비행복 프로토타입은 1차와 2차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실제 착용에 따른 피드백을 위하여 착의평가를 통해 요구성능 달

성정도를 검증하였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비행복의 1차 프로토타입 제도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군 조종사 인체치수와 

실제 착용 비행복 여유량,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를 고려한 여유량을 활용

하여 패턴제도를 위한 기본 치수를 설정하였다. 커버올 형태의 비행복을 개발하

기 위하여 상의와 소매패턴, 하의패턴을 각각 제도한 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

도법을 제시하였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에 앞서 제도법의 오류를 

사전에 검사하기 위하여 광목으로 비행복 가봉을 하였다<그림 4-6>. 목둘레, 바

지길이, 등길이 등의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차 비행복 프로토

타입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4-6.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전 검증을 위한 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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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복 상의패턴 제도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상의 제도식은 <표 4-20>와 같으며 제도법은 <그림 

4-7>에 제시해 두었다. 

비행복의 가슴둘레 여유량은 조종사 평균여유량인 16.5cm를 적용하였다. 따라

서 가슴둘레/2를 제도하기 위한 제도식은 0.5C+8.3로 계산되었다. 진동깊이는 의

복의 진동둘레를 결정하는 부위로 어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팔동

작의 용이성을 위하여 진동둘레를 더욱 크게 파내리는 것은 실제로 팔의 외전을 

구속하는 것이므로(Watkins, 2003)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에서 Nam and Lee 

(2005)의 캐주얼 셔츠 진동깊이 여유량인 7cm를 적용하여 제도하였다. 제도식은 

장촌식으로 0.39WBL+0.06C-2.9+7 혹은 (0.19S+8)×0.39+0.06C-2.9+7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등길이의 여유량은 등길이 인체치수 41.8cm에서 체표길이 최대변화율

인 7.9%를 계산한 3.4cm로 설정하였다. 등길이를 구하는 회귀식을 사용한 장촌

식으로 (0.19S+8)+3.4으로 표현 가능하다. 

표 4-20. 1차 프로토타입 제도식-상의 

부위 제도식(단촌식) 제도식(장촌식) 

가슴둘레/2 0.5C+8.3 0.5C+8.3 

진동깊이 목위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7 

0.39WBL+0.06C-2.9+7 

or  

(0.19S+8)×0.39+0.06C-2.9+7 

등길이 등길이+3.4 (0.19S+8)+3.4 

뒤품/2 겨드랑뒤벽사이길이/2+2 (0.22C+19.6)/2+2 

액션플리츠벌림양 6 6 

앞품/2 겨드랑앞벽사이길이/2+3 (0.19C+18.3)/2+3 

목뒤너비/2 목둘레*0.12+3 (0.23C+16.5)*0.12+3 

목뒤올림 2 2 

앞목너비/2 목둘레*0.12+2.2 (0.23C+16.5)*0.12+2.2 

앞목깊이 목둘레+0.12+7.2 (0.23C+16.5)*0.12+7.2 

어깨기울기 17도 17도 

목뒤점~어깨가쪽점 어깨가쪽사이길이/2+2 

0.5BI+2 

or 

{(0.22C+19.6)×0.82+10.7}/2+2 

단위: cm , 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WBL=등길이(Waist Back Length), 

BI=겨드랑뒤벽사이길이(Back Intersc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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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동작 시 뒤품은 최대 16.1% 증가하는데 이 값을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치수에 대입하면 최소 6.7cm의 여유량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음새

와 동작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뒤품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 치수 중 4cm만 뒤품 

여유량으로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치수는 액션플리츠에 분배하여 적용하였다. 따

라서 액션플리츠 양을 제외한 뒤품/2 치수는 겨드랑뒤벽사이길이/2+2로 계산되

었으며 장촌식으로는 (0.22C+19.6)/2+2로 계산되었다. 체표길이 증가량 조사에서 

앞품은 동작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깨너비와 가슴둘레부위를 

잇는 진동둘레선의 연결의 자연스러움과 호흡이나 동작시를 고려하여 6cm 여유

량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앞품/2의 제도식은 겨드랑앞벽사이길이/2+3 이며 장

촌식으로 (0.19C+18.3)/2+3로 표현할 수 있다. 

목뒤너비, 목뒤올림, 앞목너비는 Lee (2012)이 제시한 전투복 제도식을 참고하

였으며, 앞목깊이의 경우 가봉 결과 기존 비행복치수를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 판단하여 전투복 앞목깊이보다 2.5cm 정도 크게 제도하였다. 목뒤너비/2는 

단촌식으로 목둘레*0.12+3, 장촌식으로는 (0.23C+16.5)×0.12+3, 목뒤올림값은 2cm, 

앞목너비/2는 단촌식으로 목둘레×0.12+2.2, 장촌식으로 (0.2C+16.5)×0.12+2.2, 앞

목깊이는 단촌식으로 목둘레×0.12+7.2, 장촌식으로(0.2C+16.5)×0.12+7.2 과 같이 

 

그림 4-7.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상의 기본형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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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제도하였다.  

어깨 기울기는 Lee (2012)의 전투복 어깨기울기를 참고하여 17도로 제도하였으

며 어깨너비는 인체치수에서 4cm 여유량을 두어 제도하였다. 따라서 목뒤점에서 

어깨가쪽점까지의 거리는 어깨가쪽사이길이/2로, 어깨가쪽사이길이를 구하는 회

귀식을 적용한 장촌식 제도법으로  0.5BI+2 혹은 {(0.22C+19.6)×0.82+10.7}/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비행복 소매패턴 제도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소매 제도식은 <표 4-21>와 같으며 제도법은 <그림 

4-8>와같이 제시하였다.  

소매를 제도하기에 앞서 <그림 4-7>과 같이 비행복 상의 패턴진동둘레를 측정

하였다. 소매산의 높이는 전투복에 적용된 소매산 높이와 같이 패턴진동둘레/3-

4.5인 12.8 cm를 적용하였다(Lee, 2012). 소매길이는 인체치수 중 팔길이를 적용하

여 제도하지 않고 화장을 이용하여 제도하였는데, 화장을 사용하여 소매를 제도

할 경우 어깨너비의 여유량에 따른 어깨점의 이동으로 인한 소매길이 오차가 생

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화장의 여유량은 Lee (2012)의 전투복 연구와 같이 

표 4-21. 1차 프로토타입 제도식-소매 

부위 제도식(단촌식) 제도식(장촌식) 

소매산높이 패턴진동둘레/3-4.5 패턴진동둘레/3-4.5 

소매진동직선길이 패턴진동둘레/2-0.5 패턴진동둘레/2-0.5 

소매길이 화장+3-(어깨가쪽사이길이/2+2) 
(0.43S+5.6)+3-

[{(0.22C+19.6)×0.82+10.7}/2+2] 

손목둘레 32.6 32.6 

팔꿈치수직위치 
소매산에서 소매 뒤쪽방향으

로 6cm 내려온 점 

소매산에서 소매 뒤쪽방향으

로 6cm 내려온 점 

팔꿈치수평위치 

위팔둘레선에서 손목둘레선까

지 지점의 중심에서 2cm 올라

간 점 

위팔둘레선에서 손목둘레선까

지 지점의 중심에서 2cm 올라

간 점 

팔꿈치 벌림양 팔길이*0.04 (0.35S-4.6)*0.04 

빌트인거셋 폭 5 5 

단위: cm, 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120 

3cm로 주었으며 앞서 설정한 목뒤어깨점사이길이/2에서 설정한 여유량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제도식을 단촌식으로는 화장+3-(어깨가쪽사이길이/2+2), 장촌식으

로는 (0.43S+5.6)+3-[{(0.22C+19.6)×0.82+10.7}/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소매너

비는 Nam and Lee (2005)의 셔츠소매패턴 제도법과 같이 소매산에서 내린 패턴진

동둘레/2-0.5의 선과 위팔둘레의 선이 만나는 두 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손목둘레는 기존의 손목둘레치수와 같은 32.6cm로 설정하였다.  

 조종사 팔길이 여유량은 동작시 팔길이 57.7cm에 팔 체표길이 최대변화율인 

4.0%를계산한 2.3cm로 두었다. 팔길이 여유량은 소매를 팔꿈치부위에서 2장으로 

나누어 입체화하여 적용하였다<그림 4-9>. 팔꿈치의 수평위치는 Lee (2012)의 소

매제도법과 같이 소매의 위팔둘레선과 손목둘레선의 중심에서 2cm 올라간 선으

로 정하였으며 수직위치는 Nam and Lee (2005)의 셔츠 2장소매 제도법에서 제시

한 것 처럼 소매산에서 소매 뒤쪽 방향으로 진동둘레를 따라 6cm 내려온 지점

으로 설정하였다. 팔꿈치 위치에서 2장으로 나누어진 소매는 팔꿈치의 수평위치

에서 절개하여 2.3cm 회전하여 소매를 입체화 함으로써 팔꿈치 체표길이변화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조종사 동작시 몸통옆길이는 최대 62.6%까지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체치수 23.0cm에 대입해 보았을 때 증가량은 14.4cm 계산할 수 있었다. 몸통옆

길이의 증가분을 상의 옆길이에 전량 반영하기는 패턴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소

 

그림 4-8.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소매 기본형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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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안쪽길이에 일부 분배하여 반영하였다. 소매안쪽길이는 소매산을 낮게하거나 

거셋(gusset)을 추가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매산을 낮게 할 경우 

소매의 형태가 달라지고 위팔둘레가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으며, 거셋을 별도로 

추가할 경우 봉제가 복잡해지고 시접이 지나치게 겹쳐 착용자에게 이물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매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거셋을 추가

하여 재봉하지 않고 소매안쪽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매패턴상에 거셋을 제

도하여 삽입하는 빌트인거셋(Built-in-Gusset)을 적용하였다(Piakdy, 2014). 빌트인거

셋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Piakdy (2014)의 자료를 참고하되 소매의 진동과 연

결이 자연스러운 빌트인거셋 제도법을 새로이 개발하였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

입의 빌트인거셋 폭은 몸통옆길이를 증가분을 최대한 반영하며 소매진동둘레의 

곡선 모양을 지나치게 해치치 않는 5cm로 설정하였다. 진동둘레를 변화시키지 

 

그림 4-9.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소매 활동여유량 추가 제도법 (단위: cm) 

 

 

그림 4-10. .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소매 빌트인거셋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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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거셋을 제도하는 순서는 <그림 4-10>와 같다. 

1. 소매패턴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거셋폭/2 만큼 수직으로 올린 후 소매 진동

둘레선까지 수평선을 긋는다. 

2. 수평선을 기준으로 겨드랑선까지의 소매 진동둘레선을 반전시켜 그린다. 

3. 소매 안쪽선과 진동둘레선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정리한다. 

 

 

  비행복 하의패턴 제도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하의제도식은 <표 4-22>와 같으며 제도법은 <그림 

4-11>와 같다.  

비행복의 바지길이는 다리가쪽길이에 기준하여 제도하였다. 단, 비행복의 허리

위치는 배꼽수준허리가 아닌 허리둘레선 위치이므로 배꼽수준허리둘레에서 바닥

표 4-22.1차 프로토타입 제도식-하의 

부위 제도식(단촌식) 제도식(장촌식) 

바지길이 다리가쪽길이-1.6 (0.71S-16.9)-1.6 

밑위길이 밑위길이+3 

0.18OLL+6.4+3 

or 

(0.71S-16.9)×0.18+6.4+3 

앞엉덩이둘레 엉덩이둘레/4+0.5 (0.60C+37.3)/4+0.5 

앞밑위냄분 엉덩이둘레/16-1 (0.60C+37.3)/16-1 

앞바짓단너비 바짓단둘레/2-3 바짓단둘레/2-1.5 

무릎높이 밑위에서 33cm 내린 위치 밑위에서 33cm 내린 위치 

뒤밑위냄분 
앞밑위점에서 엉덩이둘레

/16+0.5 나온 위치 

앞밑위점에서 (0.60C+37.3)/16-

0.5 나온 위치 

뒤샅내림분 1.5 1.5 

뒤허리들어감 
허리앞점에서 엉덩이둘레

/16+0.5 들어간 위치 
(0.60C+37.3)/16+0.5 

뒤엉덩이옆점 

뒤밑위둘레선과 앞엉덩이둘레

선이 만나는점에서 수평으로 

엉덩이둘레/4+3 나간 점 

(0.60C+37.3)/4+3 

뒤무릎너비 
앞무릎너비보다 양쪽으로 0.7 

나간 점 

앞무릎너비보다 양쪽으로 0.7 

나간 점 

뒤바짓단너비 
앞바짓단너비보다 양쪽으로 

0.7 나간 점 

앞바짓단너비보다 양쪽으로 

0.7 나간 점 

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OLL=다리가쪽길이(Outside Le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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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공군 DB 다리가쪽길이값을 참고하지 않고 허리둘레에서 

바닥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6차 사이즈코리아 방식의 다리가쪽길이 회귀식인 

0.71S-16.9을 사용하였다. 다리가쪽길이의 여유량은 가봉 후 -1.6cm로 정하였다. 

다리가쪽길이바지를 제도할 때 필요한 허리에서부터 밑위까지의 길이를 지정하

기 위해 필요한 수치인 밑위길이는 허리높이에서 샅높이를 뺀 치수를 밑위길이

로 추정한 회귀식을 사용하였으며 여유량은 Kim (2008)이 제시한 남성복 활동성 

증가를 위해 적절하다 제시한 여유량 3cm로 설정하였다. 밑위길이를 장촌식으로 

제도하기 위한 제도식은 밑위길이는 0.18OLL+6.4+3 혹은 (0.71S-16.9)×0.18+6.4+3

와 같이 계산되었다. 비행복 하의의 앞판을 제도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은 Nam 

and Lee (2005)의 바지원형제도법을 주로 참고하였다. 바지 앞판을 제도하기 앞엉

 

그림 4-11.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하의 기본형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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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둘레는 엉덩이둘레/4+0.5, 앞밑위냄분은 앞엉덩이둘레에서 엉덩이둘레/16-1 

만큼 나온 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서 엉덩이둘레는 가슴둘레를 이용한 회귀

식에 기초하여 0.60C+37.3로 계산하였으며, 앞밑위냄분은 엉덩이둘레/16-1(장촌식: 

0.6C+37.3/16-1)으로 계산하였다. 비행복의 바짓단둘레는 기존 비행복의 바짓단둘

레와 동일하게 40cm로 설정하였으며 앞판에는 바짓단둘레/2-1.5만큼 배분하였다. 

바지 앞판의 무릎높이는 크러치에서 33cm 내려온 위치로 설정하였으며(Nam & 

Lee, 2005) 허리둘레는 상의와 함께 연결하여 제도할 것을 고려하여 엉덩이둘레

와 동일한 너비로 두고 변형하지 않았다.  

바지의 뒤판은 바지 앞판의 선을 기초로 제도하였다. 바지뒤샅의 위치는 앞밑

위점에서 엉덩이둘레/6+0.5 (장촌식: 0.6C+37.3/16+0.5) 나온 후 1.5cm 내려간 점으

로 설정하였다. 바지의 뒷중심 기울기를 결정하기 위한 뒤중심에서 들어간 분량

은 허리 앞점에서 엉덩이둘레/16+0.5 (장촌식: 0.6C+37.3/16+0.5)만큼 들어간 위치

로 설정하였다. 이 점을 기준으로 뒤밑위둘레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시켜

준 뒤 뒤밑위둘레선과 앞엉덩이둘레선이 만나는 점에서 수평으로 엉덩이둘레

/4+3 (장촌식 0.6C+37.3/4+3) 나간 점을 엉덩이 옆점으로 설정하였다. 뒤판의 무릎

둘레는 앞판의 무릎둘레보다 양쪽으로 0.75cm 나간 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뒤 바

지둘레 역시 앞바짓단둘레에서 양쪽으로 0.75cm 나간점으로 설정하여 뒤판의 바

지너비가 앞판에 비해 1.5cm 크게 제도하였다.  

 

 

  비행복 상·하의 연결 및 부속 제도 

비행복 패턴제도를 위한 기본치수에 기초하여 제도된 비행복의 상의와 하의 

기본패턴을 조종사의 비행복 선호 여유량과 체표길이 변화율, 그리고 Lee et al. 

(2016)의 착의평가 연구에서 도출된 조종사 여유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하의

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비행복을 커버올 형태로 연결하기위하여 상하의 기본패턴의 연결점 부위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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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에서 상하의 앞판과 뒷판 너비가 각각 길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

다<그림 4-12>. 하의의 허리둘레에 기초하여 상의가 연결될 수 있도록 상의 허

리둘레를 줄여주었으며 앞판과 뒷판 비율을 고려하여 하의 앞판을 옆선쪽으로 

1.5cm 늘려주었고 하의 뒷판을 뒷중심 방향으로 1.5cm 줄여주었다. 제도된 하의

의 밑위둘레를 측정한 결과 앞밑위둘레 30.0cm, 뒤밑위둘레 42.6cm로 나타났는

데 이는 기존 비행복의 밑위둘레인 34.0cm와 46.7cm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그림 4-12.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상하의 연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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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조종사들은 밑위길이가 다소 짧다는 응답을 하

였는데(Lee et al., 2016), 밑위길이를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

의패턴 뒤판을 엉덩이부위에서 절개하고 2cm 벌려주어 뒤허리점높이를 올려주

며 뒤밑위길이를 늘려주었다<그림 4-12>. 뒤허리점 높이가 올라가면서 뒤중심선

의 길이가 길어지게되고, 뒤밑위둘레 수직방향 여유량이 늘어나면서 기존비행복

에 비하여 동작적합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Yoon, 2008). 앞밑위길이

 

그림 4-13.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상하의 연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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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뒤밑위길이의 전반적인 증가를 위하여 앞뒤 허리위치를 수평으로 3.5cm 상방

향 이동시켰다<그림 4-13>. 

조종사의 동작에 따른 몸통옆길이 체표신축량은 14.4cm 가량으로 나타났지만 

이 값을 전량 비행복 상의패턴 제도에 적용한다면 진동이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어색한 패턴이 될 수 있어 신축량을 소매안쪽길이에 분배하여 적용하였다. 

14.4cm 중 상의 기본원형 제도 시 등길이의 여유량 추가로 인해 3.4cm가 적용되

었고<그림 4-7> (p. 118), 소매에 빌트인거셋 제도로 5cm가 적용되었다<그림 

4-10> (p. 121). 따라서 남은 6cm의 여유량을 비행복 몸통옆길이에 적용하여야 하

는데 가봉착의실험에서 6cm 전량을 반영하는 것보다 0.7cm 줄인 5.3cm를 반영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상의 전체길이를 5.3cm 증가킴으로써 몸통옆길

이 증가분 전체의 패턴반영이 가능하였다<그림 4-13>. 

무릎다트는 무릎의 굽힘으로 인한 체표길이 변화량이 관찰된 앞판에 적용하였

으며 무릎길이 최대변화량인 7.3cm와 현 전투복에 적용된 무릎 다트량을 참고로 

하여 6cm로 설정하였다<그림 4-13>. 바지 다트를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바지를 무릎에서 6cm 절개하여 내린다. 2. 늘린 영역의 중심선을 그어 새로운 무

릎선으로 설정한다. 3. 무릎선에서 상하로 7cm 떨어진 위치를 표시한다. 4. 길이 

6cm, 폭 3cm인 다트를 무릎 상하 표시한 위치에서 안쪽, 바깥쪽방향으로 4개 제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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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선은 계급표식을 달았을 때 인식이 용이하도록 어깨절개선을 앞쪽으로 이

동시켰는데 앞쪽의 어깨선 2cm 분량을 절개하여 뒤쪽 어깨에 붙이는 방법으로 

패턴을 수정하였다<그림 4-12>. 앞중심지퍼길이의 짧음으로 인한 중력 방지복과

의 사용 양립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Lee et al., 2016) 앞중심지퍼의 끝위치를 

패턴의 앞밑위둘레 부분 곡선이 시작하기 직전 위치까지 연장하였다. 칼라폭은 

기존 비행복의 칼라폭과 동일한 9.3cm로 제도하였으며 양 끝의 올림양을 1.3cm

로 하였다<그림 4-14>. 어깨패치는 비행복의 상의 앞뒤판을 어깨선에서 연결한 

후 <그림 4-14>과 같이 그려 완성하였다. 

개발된 1차 프로토타입과 기존 비행복 패턴의 부위별 치수를 비교하면 <표 

4-23>과 같다.  

  

 

 

그림 4-14.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칼라, 어깨패치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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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기존 비행복과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부위별 치수와 차이값 

패턴 부위 기존 비행복(a) 1차 비행복(b) 차이값(b-a) 

상의 

목둘레 45.6 46.1 0.5 

가슴둘레 114.4 116.5 2.1 

앞품 48.0 42.9 -5.0 

뒤품 49.4 45.3 -4.1 

액션플리츠 폭(한쪽) 3.5 6.0 2.5 

어깨너비 52.4 49.3 -3.1 

허리둘레 102.2 107.0 4.8 

등길이 50.2 50.5 0.3 

진동깊이 30.2 26.4 -3.8 

진동둘레 54.2 51.7 -2.5 

앞진동너비 4.6 7.7 3.1 

뒤진동너비 4.0 6.5 2.5 

몸통옆길이 21.2 24.3 3.1 

칼라너비 9.3 9.3 0.0 

앞중심지퍼길이 65.5 70.3 4.8 

소매 

소매산 10.0 12.8 2.8 

위팔둘레 49.5 43.5 -6.0 

소매부리 32.6 32.6 0.0 

뒷목어깨너비 52.6 49.3 -3.3 

화장 87.4 85.1 -2.3 

소매길이 61.1 60.5 -0.6 

소매안쪽길이 52.5 52.1 -0.4 

하의 

엉덩이둘레 107.0 111.7 4.7 

바지가쪽길이 106.4 107.9 1.5 

인심길이 75.0 75.3 0.3 

허벅지둘레 73.5 70.7 -2.8 

바지부리둘레 40.0 40.0 0.0 

앞밑위길이 32.6 32.5 -0.1 

바짓단지퍼안단너비 9.5 10.0 0.5 

뒤중심선각도(°) 82.6 74.3 -8.4 

앞샅둘레 34.0 34.1 0.1 

뒤샅둘레 46.7 49.0 2.3 

앞샅냄분 6.6 5.1 -1.5 

뒤샅냄분 16.5 16.1 -0.5 

무릎다트크기 0.0 6.0 6.0 

단위: cm 



 130 

 

 비행복 디자인 적용 

1차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맞음새와 여유량 위주로 개발하고 평가하고자 주머

니를 제외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앞서 <표 4-19. 비행복 디자인 선택

을 위한 가중치 행렬표>에서 계산된 디자인 아이디어 중 양의 점수를 받아 비

행복 전체 기능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되며 주머니 부속 디자인 관련 

아이디어를 제외한 #1, #2, #4, #6, #8 아이디어를 비행복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법

은 다음과 같다.  

#1 등부위 통풍구 추가를 위한 제도법은 <그림 4-15>와 같다. 등부위 통풍구

는 요크부위에 적용하므로 목뒤점에서 7cm 내려온 지점에서 가로로 절개하여 

요크를 만들고 요크와 뒷몸판의 겹침분을 3cm로 하여 연결한 후 필요에 따라 

통풍구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벨크로로 입구를 처리하였다. #2 종아리 탈착식 

구성<그림 4-16>은 다리길이 사이즈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아이디어

로 바지부리에서 33cm 올라온 지점에서 바지부리 패턴을 가로로 절개하여 분리

한 후 지퍼로 연결하도록 제도하였다. 

#4 전투복 형태의 액션플리츠<그림 4-17>는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체표길이 증

가량 6.7cm 중 상의 기본원형 제도시 적용되었던 4cm<그림 4-7>를 제외한 

2.7cm를 적용하기 위해 제도되었다. 하지만 2.7cm만을 액션플리츠에 적용하게 

되면 봉제시 시접부위의 밀도가 높아져 들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실제 체

표길이 증가량보다 많은 양 6cm를 액션플리츠양으로 두었다. 전투복 형태의 액

션플리츠는 제도는 겨드랑점에서 1.5cm, 어깨길이 중심에서 4cm 이동한 위치를 

절개한 후 주름분 패턴을 분리하여 제도하였으며 액션플리츠의 곡선이 진동둘레 

곡선과 비슷하여 외관상 잘 어울릴수 있도록 뒷품 부위의 주름양은 6cm가 될 

수 있도록 고정하고 어깨부위와 겨드랑부위의 주름양을 다르게 주었다. 전투복 

형태의 액션플리츠의 효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기존 비행복과 동일한 액션플리

츠 역시 <그림 4-18 >와 같이 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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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뒤허리부분 액션플리츠는 <그림 4-13>에서 하의 밑위부위 증가분량으로 

적용하였던 분량인 3.5cm가 뒤허리에서 가로 플리츠 형태로 삽입될 수 있도록 

제도하였다<그림 4-19>. 주름의 분량은 시접의 겹침으로 인한 이물감을 제거하

 

그림 4-15.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1 등 부위 통풍구 제도법 

 

 

 

 

그림 4-16.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2 착탈식 종아리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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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하의 밑위부위 증가량보다 크게 5cm로 설정하였다. #8 바짓단지퍼 인

심이동은 <그림 4-20>와 같이 제도하였다. 바짓단둘레를 조정하는 바짓단지퍼의 

안단은 밑변이 10cm 인 별도의 천을 추가하여 지퍼를 열었을 때 이 천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퍼의 끝점은 바짓단에서 인심을 따라 32cm 올라온 점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17.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4 전투복 형태 액션플리츠 제도법 

 

 

 

 

 

그림 4-18.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기존비행복 액션플리츠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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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6 뒤허리부분 액션플리츠 제도법 

 

 

 

 

그림 4-20.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8 바짓단지퍼 인심이동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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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디자인 아이디어가 최소한의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최대한의 효과검증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총 4종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각 아이디어의 비행복 디자인별 적용여부는 <표 4-24>와 같다. 프로토타입 A는 

#6 뒤허리부분 액션플리츠 디자인, C는 #1의 등부위 통풍구 디자인, D는 #2 종아

리 탈착식 구성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배치

하였다. #4 전투복 형태 액션플리츠 디자인은 프로토타입 A, C, D에 적용하였고 

기존 비행복과 동일한 형태의 액션플리츠와 비교해 보기위하여 프로토타입 B에

는 적용하지 않았다. #8 바지단지퍼 인심이동 디자인은 프로토타입 D에서 경우 

종아리 탈착식 구성과 중복적용이 어려워 프로토타입 A,B,C에만 적용하였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프로토타입 A는 전투복과 같은 형태의 액션플리츠를 적용

하였고 뒤허리부분에 액션플리츠를 추가하였으며 바짓단지퍼를 인심쪽으로 이동

한 디자인이다. 이 때 뒤허리부분의 액션플리츠는 비행복 상하의 연결 시 적용

하였던 4.7cm 증가분을 제거한 후 등부위에만 5cm 주름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21>. 프로토타입 B는 기존비행복과 같은 액션플리츠 형태에 바짓

단 지퍼를 인심으로 이동한 형태로 제작하였다<그림 4-22>. 프로토타입 C는 등

부위에 요크형태로 통풍구를 추가하였으며 움직임에 따라 통풍구가 벌어지며 여

표 4-24. 비행복 디자인 별 아이디어 적용 표 

 디자인 아이디어 적용방법 A B C D 

#1 등 부위 통풍구 추가 

목뒤점에서 7cm 내려온 지점에서 

가로로 절개하여 요크로 만들고 

겹침분을 3cm로 하여 연결. 통풍

을 위하여 벨크로로 연결. 

  ●  

#2 종아리 탈착식 구성 
바지부리에서 33cm 올라온 지점의 

패턴을 분리하고 지퍼로 연결 
   ● 

#4 전투복 형태 액션플리츠 

겨드랑점에서 1.5cm, 어깨길이 중

심에서 4cm 이동한 위치 절개한 

후 주름분을 6cm로 둠 

●  ● ● 

#6 뒤허리부분 액션플리츠 허리 뒷부분 주름분 5cm 벌림 ●    

#8 바지단지퍼 인심으로 이동 

앞쪽에 위치한 인심지퍼를 종아리 

안쪽으로 이동. 바지단지퍼 안단 

너비 10cm로 설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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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벨크로를 사용하여 부분 부분 연결만 해 주었다. 전투

복과 같은 형태의 액션플리츠를 적용하였으며 바짓단 지퍼도 인심으로 이동시켰

다<그림 4-23>. 프로토타입 D는 전투복과 같은 형태의 액션플리츠를 적용하였으

며 다리길이 사이즈 선택 다양화를 위하여 종아리 부위를 탈착식으로 구성하였

다<그림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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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1차 프로토타입 디자인 A 도식화 

 

 

그림 4-22. 1차 프로토타입 디자인 B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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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1차 프로토타입 디자인 C 도식화 

 

 

 

그림 4-24. 1차 프로토타입 디자인 D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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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는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심리적 만족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4종과 기존비행복 1종에 대하여 

전반적 만족도 순위응답을 수집한 후 1위 500점, 2위 400점, 3위 300점, 4위 200점, 

5위 100점의 순위점수를 곱하여 계산한 결과 <표 4-25>와 같이 나타났다. 1차 비

행복 프로토타입 B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C>A=기존비행복>D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복 각각 평가성능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작 용이성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동작 용이성은 ROM측정 8동작, 피험자 관절가동범

위 평가동작 시 편함정도 관능검사 11문항, 피험자 운동기능성 평가동작 시 편

함정도 관능검사 10문항, 피험자 전반적 동작만족도 관능검사 1문항, 그리고 동

작시 불편한 부위에 대한 응답수집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ROM 측정 결과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표 4-26>과 같다. 비행복 디자인별 

ROM 측정에 유의차가 나타난 자세는 팔 옆으로 들기, 앉아서 팔 앞으로 올리

기, 앉아서 팔 옆으로 올리기였다. 피험자는  기존 비행복을 착용하였을 때 보다 

디자인 B, C, D를 착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팔을 높이 들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p<.05). 앉아서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경우에는 디자인 A가 유의하게 적은 

표 4-25.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동작 시 불편한 부위 

순위 순위점수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1위 500 1×500=500 2×500=1000 2×500=1000 1×500=500 0×500=0 

2위 400 0×400=0 0×400=0 3×400=1200 3×400=1200 0×400=0 

3위 300 2×300=600 1×300=300 1×300=300 1×300=300 1×300=300 

4위 200 3×200=600 1×200=200 0×200=0 1×200=200 1×200=200 

5위 100 0×100=0 2×100=200 0×100=0 0×100=0 4×100=400 

전체점수 1700 1700 2500 2200 900 

n=6, 복수응답, 상위 5개 항목 제시 

빈도×순위점수=전체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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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 값을 나타냈으며(p<.05), 앉아서 팔을 옆으로 들어올릴때는 디자인 B, C가 

유의하게 높은 ROM값을 나타냈다(p<.01). 앞선 체표길이 변화 분석에서 팔을 

들어올릴 때 옆선의 길이가 유의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전투복과 

같은 八 모양의 액션플리츠는 11자형 액션플리츠와 같이 팔의 움직임에 따른 옆

선의 신장을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비행복은 11자 형

태의 액션플리츠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팔 동작을 일부 제한한다는 것이 나타

났는데 1차개발 비행복에서 적용한 빌트인거셋과 적은 진동깊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비행복 개발 비행복들에 비해 낮은 소매산과 넓은 소매통을 지

니고 있어도 팔동작시 ROM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디자인 A는 다른 비행복에 

비해 등길이가 더 길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동작에 대하여 비교적 낮

은 ROM값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비행복의 팔 동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등길이 여유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쪽다리 앞으로 들어올리기 동작시 1차 A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비행복의 

관절각 값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기존비행복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비행복과 A 디자인에 비해 B, C, D 디자인의 밑위길이가 길어 다리를 벌림

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더불어 밑위길이로 인한 다리 동작

의 불편함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리 양쪽으로 벌리기 동작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인팔 앞으로들기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지만 디자인 B의 관절

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팔교차의 경우 유의하지 않지만 디자인 

B>C>D>A>기존비행복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피험

자는 디자인 B를 착용하였을 때 가장 큰 ROM 측정값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가 관절가동성능 평가용 자세를 취하였을 경우 의복에 대하여 느끼는 

감각을 7점 척도(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를 사용한 관능검사로 측정한 

결과 <표 4-27>과 같다. 디자인별로 유의하게 편하다고 응답한 자세 항목은 팔 

앞으로 들기(p<.05)와 팔 옆으로 들기(p<.01)항목이었다. 두 항목에서 모두 디자

인 B, C가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와 D는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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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행복의 경우 새로이 디자인

한 항목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팔교차시키기, 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 앉

아서 목앞뒤로 숙이기, 앉아서 목좌우로 회전, 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 등의 대부

분 항목에서 디자인 B의 자세만족도가 다른 디자인이나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편하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성능 평가용 자세를 취하였을 때 피험자가 느끼는 감각을 7점 척도(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로 관능검사한 결과 <표 4-28>과 같다. 비행복에 디

자인에 따른 편함의 유의차가 나타난 자세는 서서 던지기(p<.05)와 높이뛰기 동

작(p<.05)에서였다. 이 때 피험자는 B 디자인의 비행복이 다른 비행복에 비해 유

의하게 운동성능이 높다 평가하였고 기존비행복과 A 디자인의 경우 유의하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행복 입기, 걷

기, 달리기, 쪼그려앉기, 팔동작몸통받쳐, 응용포복, 비행복벗기 동작시 디자인 B

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인 운동성능에서 역시 B가 6.02±1.07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절가동성능 평가 동작, 운동성능 평가 동작을 취하였을 때 각각의 동작 시 

불편한 부위,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불편한 부위에 대한 응답을 종

합하여 기존 비행복 기준으로 가장 불편한 부위를 살펴 보았을 때 <그림 4-29>, 

몸통옆길이, 밑위길이, 진동둘레, 목둘레, 뒷품 순으로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비행복에서 불편하다고 느낀 부위들이 1차 비행복 프

로토타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1차 A 비행복을 제외한 B, C, D 비

행복은 모두 불편한 부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진동둘레의 경우 기

존비행복에 비하여 개발비행복이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디자인 B의 동작 용이성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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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ROM 측정 

Variable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F   

한쪽다리 들어올리기 98.73 ± 8.82   101.51 ± 8.38   97.49 ± 12.27   95.84 ± 12.98   95.24 ± 9.93   1.56 
  

팔 앞으로 들기 169.42 ± 8.09   158.59 ± 14.67   177.83 ± 8.37   167.98 ± 14.23   164.74 ± 18.76   2.71 
  

허리 굽히기 87.64 ± 7.15   86.49 ± 1.96   83.73 ± 5.31   83.91 ± 2.67   87.57 ± 1.62   1.95 
  

양팔 교차(cm) 82.25 ± 13.26   82.39 ± 12.03   90.62 ± 13.58   84.42 ± 13.58   82.68 ± 18.05   0.37 
  

팔 옆으로 들기 150.62 ± 24.75 c 164.03 ± 16.49 bc 183.62 ± 5.37 a 177.86 ± 11.42 ab 169.91 ± 21.36 ab 4.37 * 

앉아서 몸비틀기(cm) -20.31 ± 17.63   -23.98 ± 20.69   -23.61 ± 21.32   -20.00 ± 15.97   -14.31 ± 12.62   1.88 
  

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 166.98 ± 11.11 ab 159.14 ± 11.29 b 179.18 ± 13.86 a 175.97 ± 9.98 a 169.83 ± 15.19 ab 3.70 * 

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 141.62 ± 14.88 b 137.81 ± 12.69 b 154.21 ± 12.54 a 159.64 ± 9.26 a 150.01 ± 17.32 ab 4.89 ** 

n=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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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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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관절가동성능 피험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F   

바로 선 자세 6.33 ± 0.82   5.83 ± 1.47   6.33 ± 0.82   6.33 ± 0.82   6.00 ± 1.26   1.56 
  

한쪽다리 들어올리기 5.67 ± 1.03   5.52 ± 0.85   4.95 ± 1.24   4.67 ± 1.21   4.92 ± 1.28   1.45 
  

팔앞으로 들기 5.50 ± 0.84 ab 5.17 ± 0.98 b 6.00 ± 0.63 a 6.00 ± 0.84 a 5.33 ± 1.21 b 3.63 * 

허리 굽히기 5.33 ± 0.52   5.35 ± 1.01   6.00 ± 0.63   6.17 ± 0.75   5.53 ± 1.34   2.16 
  

목앞뒤로 숙이기 6.67 ± 0.52   6.33 ± 1.21   6.50 ± 0.84   6.50 ± 0.84   6.33 ± 1.03   1.00 
  

목좌우로 회전 6.67 ± 0.52   6.50 ± 0.84   6.50 ± 0.84   6.50 ± 0.84   6.50 ± 0.84   1.00 
  

양팔교차시키기 6.17 ± 1.33   6.33 ± 1.21   6.50 ± 0.84   6.50 ± 0.84   6.50 ± 0.84   1.82 
  

팔옆으로들기 5.50 ± 1.05 ab 4.85 ± 1.14 b 6.17 ± 0.75 a 6.17 ± 1.21 a 5.02 ± 1.39 b 4.75 ** 

목좌우로굽히기 6.50 ± 0.84   6.50 ± 0.84   6.50 ± 0.84   6.50 ± 0.84   6.50 ± 0.84   1.00  
  

앉아서 몸비틀기 4.33 ± 0.82   4.10 ± 1.40   4.75 ± 1.17   4.87 ± 0.70   4.63 ± 1.40   0.71 
  

앉아서 팔앞으로 들기 5.00 ± 0.89   4.75 ± 1.25   5.47 ± 1.07   5.42 ± 1.11   4.92 ± 1.63   1.49 
  

앉아서 목앞뒤로 숙이기 5.83 ± 1.47   6.17 ± 1.17   6.33 ± 1.21   6.17 ± 1.17   6.00 ± 1.26   0.92 
  

앉아서 목좌우로 회전 6.00 ± 1.26   6.17 ± 1.17   6.33 ± 1.21   6.33 ± 1.21   6.00 ± 1.26   0.48 
  

앉아서팔옆으로들기 4.33 ± 1.03   4.00 ± 1.67   4.82 ± 1.56   4.72 ± 1.52   3.83 ± 1.72   2.14 
  

앉아서목좌우로굽히기 6.00 ± 1.26   6.33 ± 1.21   6.17 ± 1.60   6.33 ± 1.21   6.33 ± 1.21   0.77 
  

n=6, 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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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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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운동성능 피험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F   

비행복입기 5.83 ± 0.98   5.42 ± 1.96   6.08 ± 0.82   6.08 ± 1.11   6.08 ± 1.11   1.07 
  

걷기 6.08 ± 1.20   6.00 ± 1.26   6.33 ± 1.24   6.17 ± 0.82   6.00 ± 1.14   1.52 
  

달리기 5.58 ± 1.36   5.50 ± 1.38   6.08 ± 0.63   5.83 ± 1.17   6.00 ± 0.89   1.78 
  

쪼그려앉기 5.08 ± 1.80   5.00 ± 1.90   5.42 ± 0.63   5.03 ± 1.14   4.87 ± 1.37   0.52 
  

사다리오르내리기 5.63 ± 1.42   5.50 ± 1.64   5.50 ± 0.84   5.17 ± 0.98   5.33 ± 0.82   0.78 
  

서서 던지기 4.80 ± 1.50 b 4.50 ± 1.22 b 5.50 ± 0.84 a 5.00 ± 0.89 ab 5.00 ± 0.89 ab 3.05 * 

높이뛰기 4.97 ± 1.44 b 4.83 ± 1.47 b 5.75 ± 0.84 a 5.33 ± 1.21 ab 5.33 ± 1.21 ab 3.20 * 

팔동작몸통받쳐 4.83 ± 0.98   4.50 ± 1.38   5.33 ± 0.75   5.17 ± 0.98   5.17 ± 0.98   2.50 
  

응용포복 4.83 ± 1.47   4.62 ± 1.20   5.33 ± 0.84   5.17 ± 1.33   5.17 ± 1.33   2.73 
  

비행복벗기 5.17 ± 1.17   4.83 ± 1.47   5.58 ± 1.17   5.25 ± 1.17   5.25 ± 1.17   1.72 
  

동작 전반적 만족도1) 5.67 ± 0.98   5.00 ± 1.65   6.02 ± 1.07   5.67 ± 0.88   4.92 ± 0.80   2.72 
  

n=6, 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 1) 1점: 매우 불만족~7점: 매우 만족 

*p<.05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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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동작 시 불편한 부위 

부위 기존 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합계 

몸통옆길이 16 17 9 9 9 60 

밑위길이 12 15 5 8 8 48 

암홀둘레 6 16 8 13 11 54 

목둘레 6 2 2 1 2 13 

뒷품 6 2 1 4 2 15 

무릎 6 6 5 5 9 31 

허벅지둘레 4 5 2 3 4 18 

어깨너비 4 2 2 1 1 10 

엉덩이옆길이 4 8 2 3 3 20 

인심 4 2 2 3 4 15 

엉덩이둘레 3 3 2 2 4 14 

바지길이 2 0 0 0 0 2 

등길이 2 1 1 1 1 6 

소매둘레 1 4 1 2 3 11 

앞품 1 2 2 2 3 10 

뒤엉덩이길이 1 1 2 0 2 6 

앞중심지퍼길이 0 2 0 0 1 3 

소매안길이 0 1 0 1 1 3 

합계 78 89 46 58 68 339 

n=6, 다중응답 

동작 용이성 관능검사 26문항 응답에서 불편한 부위 응답 빈도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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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음새 적합성 

비행복의 맞음새 적합성은 피험자와 관찰자에 의한 비행복 여유량 평가 19문

항 관능검사로 평가하였다. 

피험자가 느끼는 비행복의 여유량 정도를 디자인별로 7점 척도(1점: 매우 작다

~7점: 매우 크다) 를 사용하여 관능검사 한 결과 <표 4-30>와 같다. 디자인별로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허리둘레(p<.05), 발목둘레(p<.05), 소매둘레(p<.05), 손목

둘레(p<.01), 앞중심지퍼길이(p<.001), 바지길이(p<.05), 밑위길이(p<.05)로 나타났

다. 허리둘레의 경우 B와 C디자인을 다른 디자인과 기존비행복에 비해 크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둘레, 소매둘레, 손목둘레의 경우 개발된 비행복 디

자인 4종의 둘레여유량은 적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기존 비행복의 둘레는 다소 

크다고 응답하였다. 손목둘레는 기존 비행복과 치수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소

매둘레의 차이 때문에 손목둘레도 기존 비행복이 크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중심지퍼는 기존 비행복에 대하여 짧다고 응답한 반면 개발비행복의 앞중심지

퍼는 적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길이는 기존비행복과 A디자인의 

바지길이를 적당하다고 느끼는 반면 디자인 B, C, D의 디자인을 다소 길다고 느

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복 착의평가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키가 1차 프로

토타입의 착용대상자 키보다 다소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평가시 

적절한 범위의 피험자를 모집하여 길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밑위길이는 기존 비행보게 비해 B, C, D디자인을 다소 크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여유량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존 비행복과 1차개발 비행복 B의 

여유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A의 여유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11명의 의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찰자 여유량 관능검사 결과는 <표 

4-31>와 같다. 디자인별로 유의차를 보인 부위는 가슴둘레(p<.01), 엉덩이둘레



 146 

(p<.001), 허벅지둘레(p<.05), 소매둘레(p<.05), 손목둘레(p<.05), 목둘레(p<.05), 어

깨너비(p<.01), 앞품(p<.001), 뒷품(p<.05), 칼라폭(p<.05), 소매길이(p<.001), 밑위길

이(p<.001)로 나타났다. 가슴둘레의 경우 응답자 모두 여유량이 다소 크다고 응

답하였으며 B 디자인이 여유량 보통인 4에 가장 가까웠다. 엉덩이둘레는 A, B, C, 

D 모두 같음에도 불구하고 A의 여유량을 가장 적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밑위길

이 여유량의 문제로 파악되는데 관찰자들은 엉덩이둘레와 밑위길이를 함께 연결

하여 밑위길이가 가장 짧은 A를 엉덩이 둘레가 작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소

매둘레는 기존 비행복의 여유량이 다른 비행복의 여유량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의 경우 모든 비행복이 비슷한 치수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여유량으로 관찰하였다. 어깨너비는 새로이 개발한 비행복 디자인 B가 가장 적

당한 여유량으로 관찰되었으며 앞품과 뒷품 역시 B 디자인의 여유량이 가장 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길이는 기존 비행복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반적인 여유량은 디자인별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기존비행복이 가장 크고 디자인 

D>C>B>A 순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와 관찰자에 의한 여유량 관능검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관찰자는 엉덩

이둘레, 앞품너비, 소매길이, 밑위길이에서 디자인 별로 매우 유의하게(p<.001) 

여유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응답자는 소매길이, 앞중심지퍼길이에

서만 매우 유의한(p<.001) 여유량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와 관

찰자의 여유량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피험자는 시각 뿐만 아니라 착용

에 의한 전반적인 감각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지만 관찰자는 오직 시각에 의해서

면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기존 비행복에 비해 개발비행복의 소매둘레, 

허벅지둘레의 여유량은 작은 것으나, 밑위길이와 앞중심지퍼길이는 다소 긴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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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여유량 피험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F   

가슴둘레 4.33 ± 0.52   4.00 ± 0.63   4.33 ± 0.52   4.17 ± 0.75   4.00 ± 0.63   0.63 
  

허리둘레 4.00 ± 1.10 bc 3.83 ± 0.75 c 4.83 ± 0.93 ab 4.92 ± 0.92 a 4.58 ± 1.20 abc 3.17 * 

엉덩이둘레 4.67 ± 0.52   4.08 ± 0.49   4.83 ± 0.98   4.83 ± 0.98   4.75 ± 1.08   1.77 
  

허벅지둘레 4.83 ± 1.17   4.00 ± 0.00   4.75 ± 1.17   4.67 ± 1.21   4.50 ± 1.22   1.74 
  

발목둘레 4.67 ± 0.52 a 4.00 ± 0.00 b 4.08 ± 0.49 b 4.33 ± 0.52 ab 4.17 ± 0.41 b 3.05 * 

소매둘레 4.50 ± 0.84 a 4.17 ± 0.41 ab 3.83 ± 0.41 b 3.83 ± 0.41 b 4.17 ± 0.41 ab 3.18 * 

손목둘레 5.00 ± 0.63 a 4.17 ± 0.41 b 4.17 ± 0.41 b 3.83 ± 0.41 b 4.17 ± 0.41 b 5.31 ** 

진동둘레 3.33 ± 0.82   3.50 ± 0.55   3.42 ± 0.49   3.58 ± 0.49   3.67 ± 0.52   0.38 
  

목둘레 3.17 ± 0.75   3.67 ± 0.52   3.50 ± 0.55   3.67 ± 0.52   3.67 ± 0.52   1.39 
  

어깨너비 3.83 ± 0.41   3.58 ± 0.80   3.83 ± 0.41   3.75 ± 0.42   3.58 ± 0.80   1.72 
  

앞품너비 4.30 ± 0.55   3.50 ± 0.84   4.15 ± 0.42   4.00 ± 0.63   3.67 ± 1.03   2.25 
  

뒷품너비 3.97 ± 0.64   3.92 ± 0.20   4.00 ± 0.00   3.83 ± 0.41   4.00 ± 0.00   0.29 
  

칼라폭 4.00 ± 0.63   4.25 ± 0.42   4.25 ± 0.42   4.17 ± 0.41   4.25 ± 0.42   1.73 
  

앞중심지퍼길이 3.00 ± 0.89 c 3.67 ± 0.52 b 4.25 ± 0.42 a 4.17 ± 0.41 ab 4.00 ± 0.63 ab 8.61 *** 

소매길이 3.92 ± 1.36   3.67 ± 0.52   3.83 ± 0.75   4.22 ± 0.40   4.00 ± 0.63   0.72 
  

바지길이 3.92 ± 0.49 b 4.00 ± 0.00 b 4.63 ± 0.62 a 4.75 ± 0.52 a 4.33 ± 0.61 ab 4.19 * 

등길이 3.83 ± 0.75   4.00 ± 0.00   4.22 ± 0.40   4.22 ± 0.40   4.17 ± 0.41   1.83 
  

밑위길이 3.83 ± 0.75 c 3.88 ± 0.66 bc 4.67 ± 0.75 a 4.50 ± 0.84 ab 4.50 ± 0.84 ab 3.51 * 

전반적 여유량 4.23 ± 0.62   3.78 ± 0.40   4.23 ± 0.30   4.04 ± 0.60   4.17 ± 0.41   1.76 
  

n=6, 1점: 매우 작다~7점: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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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 



 148 

 

표 4-31.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여유량 관찰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F   

가슴둘레 5.45 ± 0.82 a 4.55 ± 0.93 bc 4.18 ± 0.75 c 4.73 ± 0.90 abc 5.18 ± 0.75 ab 4.04 ** 

허리둘레 4.18 ± 0.75  4.91 ± 0.83  4.45 ± 0.52  4.55 ± 0.82  4.18 ± 0.75  1.81  

엉덩이둘레 4.45 ± 0.69 b 3.45 ± 1.37 c 4.73 ± 0.90 ab 5.55 ± 0.82 a 5.09 ± 0.70 ab 7.85 *** 

허벅지둘레 4.73 ± 0.79 abc 4.18 ± 0.98 c 4.55 ± 0.69 bc 5.27 ± 0.65 a 5.00 ± 0.63 ab 3.35 * 

발목둘레 5.09 ± 0.94  4.09 ± 1.30  4.18 ± 1.08  4.45 ± 1.21  4.64 ± 1.50  1.17  

소매둘레 5.64 ± 0.67 a 4.91 ± 1.04 b 4.82 ± 0.75 b 4.64 ± 0.67 b 4.64 ± 0.92 b 2.75 * 

손목둘레 4.73 ± 0.65 a 4.82 ± 0.87 a 3.64 ± 1.21 b 4.73 ± 0.65 a 4.64 ± 0.81 a 3.59 * 

진동둘레 4.82 ± 0.87  4.27 ± 0.79  4.09 ± 0.70  4.55 ± 0.82  4.18 ± 0.75  1.56  

목둘레 4.36 ± 0.92 a 4.09 ± 0.83 ab 3.36 ± 0.81 c 3.82 ± 0.60 abc 3.64 ± 0.67 bc 2.76 * 

어깨너비 5.36 ± 0.81 a 4.73 ± 0.79 abc 4.09 ± 0.54 c 5.00 ± 0.63 ab 4.45 ± 0.93 bc 4.65 ** 

앞품너비 5.45 ± 0.82 a 4.00 ± 0.45 b 4.00 ± 0.45 b 4.36 ± 0.67 b 4.45 ± 1.13 b 6.98 *** 

뒷품너비 5.64 ± 0.92 a 4.73 ± 0.79 b 4.73 ± 0.79 b 4.73 ± 0.65 b 5.09 ± 0.83 ab 2.73 * 

칼라폭 3.73 ± 0.47 ab 4.09 ± 0.30 a 3.45 ± 0.52 b 3.73 ± 0.47 ab 3.36 ± 0.67 b 3.55 * 

앞중심지퍼길이 4.00 ± 1.00  3.71 ± 1.38  4.57 ± 0.98  4.57 ± 1.13  4.71 ± 0.95  1.09  

소매길이 5.64 ± 0.81 a 4.82 ± 0.87 bc 4.09 ± 0.94 c 4.36 ± 0.67 bc 5.00 ± 0.77 ab 5.85 *** 

바지길이 4.55 ± 0.82  3.91 ± 0.54  4.45 ± 0.69  4.82 ± 0.98  4.64 ± 1.03  1.87  

등길이 4.55 ± 0.82  4.18 ± 0.98  4.27 ± 0.65  4.18 ± 0.40  4.18 ± 0.60  0.53  

밑위길이 3.82 ± 0.75 b 2.91 ± 1.14 c 4.45 ± 0.52 ab 4.82 ± 1.17 a 4.82 ± 0.98 a 8.13 *** 

전반적 여유량 5.09 ± 1.04  4.18 ± 0.87  4.27 ± 0.65  4.64 ± 0.81  4.91 ± 1.14  2.02  

n=11, 1점: 매우 작다~7점: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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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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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만족성 

1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심리적 만족성은 피험자와 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외

관만족도1문항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표 4-32>. 피험자 외관만족도와 관찰자 

외관만족도 평가의 결과에서 디자인별로 유의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험자 외

관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유의하지는 않지만 B 디자인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C>A>D>기존비행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찰자 외관만족도에서는 기존비행

복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B>A>C>D순으로 나타났다.  

기존비행복 점수가 관찰자 평가에서 가장 높고 피험자 평가에서 가장 낮은 이

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관찰자 외관만족도 평가 시 제시된 자극물은 

의복을 착용하고 바로 선 자세의 피험자의 앞, 뒤, 옆면 사진으로, 관찰자는 매

끄러운 표면을 가진 비행복에 점수를 주고자 하였을 것이다. 프로토타입 비행복

의 경우 기존비행복과 달리 무릎과 소매부위의 동작성 향상을 위하여 입체구성

이 적용되었는데, 바로 선 자세에서는 패턴의 입체성이 주름으로 나타나 관찰자

는 프로토타입 비행복에 비해 기존비행복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행복을 착용하고 다양한 자세를 취해 본 피험자는 평가시 바로 선 자세

에서의 자신의 외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세에서의 외관만족도 역시 함께 반영

하였기에 관찰자 외관만족도 평가결과와는 달리 기존비행복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 평가 시 관찰자에게 다양

한 자세에서의 비행복 착용자 외관 자극물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확한 심리적 

만족성 평가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기존비행복에 대한 외관만족도 의견

은 피험자와 관찰자 모두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 두 그룹 모두 1차 프

로토타입 B에 높은 만족도 점수를 준 것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다.  

 

이상의 1차프로토타입 착의평가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1차 프로토타입 B가 

적당한 여유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수한 동작 용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진동둘레 증가, 앞품과 뒤품 증가, 소매산 낮게, 칼라폭 좁게, 밑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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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게, 허리둘레 작게, 엉덩이둘레 작게, 바지길이 짧게, 빌트인거셋 더 길게, 

바짓부리 안단 빌트인으로 제작 등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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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1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외관만족도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1차 A 1차 B 1차 C 1차 D F   

피험자 외관만족도(n=6) 4.58 ± 1.11  5.00 ± 1.38  5.67 ± 0.61  5.33 ± 0.88  4.67 ± 1.03  1.54  

관찰자 외관만족도(n=11) 4.59 ± 1.11  4.45 ± 0.82  4.55 ± 0.93  4.09 ± 1.04  3.55 ± 1.21  1.97  

1점: 매우 만족~7점: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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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은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프로토타입 B를 착의평가결과에 따라 수정한 후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시 적용하지 못하였던 주머니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상하의 패턴수정법은 <그림 4-26>, <그림 4-27>과 같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진동둘레가 전반적으로 작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진동

깊이를 0.5cm 증가시켰으며 몸판 여유량의 확보 및 진동둘레의 자연스러운 곡선

을 위하여 앞품 1cm, 뒷품 0.8cm 증가시켰다. 더불어 소매둘레가 다소 작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매통을 증가시켰다. 소매통의 증가는 소매산의 높이를 10cm

로 낮춤으로써 가능하였으며 빌트인거셋의 길이도 기존 5cm에서 0.5cm로 추가

하여 소매안쪽에서 옆선까지의 체표신장율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밑위길

이가 전반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앞뒤 모두 1.5cm 줄여주었으며 뒤중심각도도 

74°에서 79°로 증가시켰다. 뒤밑위길이를 대폭 줄이기 위하여 뒤샅냄분을 1.5cm 

줄여주었으며 뒤판 엉덩이둘레도 0.7cm 줄여주었고, 대신 앞샅냄분에서 0.5cm를 

추가하여 비행복 하의 패턴의 균형을 맞추었다. 바지길이도 너무 길다 판단되어 

1.5cm 줄여 제도하였다. 칼라는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칼라보다 폭이 0.3cm 작

게 제도하였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에서 밑변이 10cm인 별도의 천으로 재단

하였던 바지부리지퍼안단의 경우 봉제 효율성을 위하여 하의 뒷판의 인심쪽에 

안단을 패턴상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제도하였다. 인심에 위치한 바짓단지퍼가 

보행시 서로 부딛혀 지퍼머리가 손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지퍼의 끝에는 덧

 

그림 4-25. 바짓부리 지퍼안단 재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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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두어 마무리하였다.<그림 4-25>.  

비행복의 주머니 패턴은 <그림 4-28>다음과 같이 제도하였다. 디자인 아이디

어 검토와  선행연구(Lee et al., 201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비행복의 주머니는 현

 

그림 4-26.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상·하의 패턴 수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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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일부 부속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개선될 여지가 보이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속디자인 변경을 시도하였다. <표 

4-19>에서 주머니 관련 디자인 아이디어로 제시된 #10(허벅지 주머니 입체화), 

#11(주머니 입구 벨크로 처리)를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시 적용하였다. 우

측 허벅지 주머니는 주머니를 입체화 함으로써 사용성이 향상될 것이고, 주미니 

입구를 벨크로 처리 함으로써 좌측칼주머니의 금속 스냅 단추를 활주로 내 금속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패턴이 수정된 2차 비행

복과 기존비행복, 그리고 1차 비행복 치수를 부위별로 비교하여 <표 4-33>에 제

시하였고,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도식화는 <그림 4-29>에 제시해 두었다. 

.  

 

 

그림 4-27.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소매·칼라 패턴 수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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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주머니 및 부속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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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2차 프로토타입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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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기존 비행복,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과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부위별 

치수와 차이값 

   
기존 비행

복(a) 

1차 비행복
(b) 

2차 비행복
(c) 

차이값(c-b) 차이값(c-a) 

상의 

목둘레 45.6 46.1 46.2 0.1 0.6 

가슴둘레 114.4 116.5 116.3 -0.2 1.8 

앞품 48.0 42.9 45.0 2.0 -3.0 

뒤품 49.4 45.3 46.9 1.6 -2.5 

액션플리츠 폭 3.5 6.0 6.0 0.0 2.5 

어깨너비 52.4 49.3 49.1 -0.2 -3.4 

허리둘레 102.2 107.0 105.7 -1.3 3.5 

등길이 50.2 50.5 50.5 0.0 0.3 

진동깊이 30.2 26.4 26.9 0.5 -3.3 

진동둘레 54.2 51.7 51.3 -0.4 -2.9 

앞진동너비 4.6 7.7 6.6 -1.1 2.0 

뒤진동너비 4.0 6.5 5.6 -0.9 1.7 

몸통옆길이 21.2 24.3 23.9 -0.4 2.8 

칼라너비 9.3 9.3 9.0 -0.3 -0.3 

앞중심지퍼길이 65.5 70.3 68.8 -1.5 3.3 

소매 

소매산 10.0 12.8 10.0 -2.8 0.0 

위팔둘레 49.5 43.5 44.6 1.2 -4.9 

소매부리 32.6 32.6 32.5 -0.1 -0.1 

뒷목어깨너비 52.6 49.3 49.4 0.2 -3.1 

화장 87.4 85.1 84.4 -0.8 -3.0 

소매길이 61.1 60.5 59.6 -0.8 -1.5 

소매안쪽길이 52.5 52.1 54.5 2.4 2.0 

하의 

엉덩이둘레 107.0 111.7 110.1 -1.7 3.0 

바지가쪽길이 106.4 107.9 106.4 -1.5 0.0 

인심길이 75.0 75.3 75.3 0.0 0.3 

허벅지둘레 73.5 70.7 69.4 -1.3 -4.0 

바지부리둘레 40.0 40.0 40.0 0.0 -0.1 

앞밑위길이 32.6 32.5 31.0 -1.5 -1.6 

바짓단지퍼안단너비 9.5 10.0 9.8 -0.2 0.3 

뒤중심선각도(°) 82.6 74.3 79.3 5.1 -3.3 

앞샅둘레 34.0 34.1 32.6 -1.5 -1.4 

뒤샅둘레 46.7 49.0 45.2 -3.8 -1.5 

앞샅냄분 6.6 5.1 5.6 0.5 -1.0 

뒤샅냄분 16.5 16.1 14.5 -1.6 -2.0 

무릎다트크기 0.0 6.0 6.0 0.0 6.0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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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착의평가는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

성, 심리적 만족성에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2차 프로토타입 개발비행복과 기존

비행복의 소재특성을 제외한 패턴과 디자인특성에 기준하여 전체 점수를 100점

만점에 기준하여 부여하였을 때 각각 몇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응답한 결과는 

<표 4-34>과 같다. 피험자는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

(p<.001)를 부여하였으며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평균 12.29점 더 높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 용이성 

2차 프로토타입의 동작 용이성 평가는 피험자 ROM 측정 9동작, 비행복 착의 

과업 시간 측정, 비행복 탈의 과업 시간 측정, 피험자 관절가동범위 평가동작시 

편함정도 12문항, 피험자 운동성능 평가동작 시 편함정도 10문항, 피험자 전반적 

동작만족도 1문항, 각각의 동작시 불편한 부위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구성되었다.  

ROM 측정 결과는 <표 4-36>와 같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2차 비행복 프로토타

입의 관절각 혹은 이동거리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비행복

에 비하여 2차 프로토타입은 팔 앞으로 들기에서 평균 13.67°(p<.001), 허리 굽히

기에서 평균 4.80°(p<.001), 팔 옆으로 들기에서 평균 14.23°(p<.001), 다리 양옆으

로 벌리기에서 평균 3.05cm(p<.01), 앉아서 몸비틀기에서 평균 9.12cm(p<.001), 앉

아서 팔 앞으로 올리기에서 평균 19.52°(p<.001), 앉아서 팔옆으로 올리기에서 평

표 4-34.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전체점수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전반적 점수 73.21 ± 16.06 85.50 ± 7.43 -3.67 ***  

n=14, 단위: 점 (만점 100점기준)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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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1.68°(p<.001)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프로토타입의 관절가동성능 피험자 관능검사 결과는 <표 4-35>과 같다. 

기존비행복에 비해 2차 프로토타입의 평균이 바로 선 자세에서 0.14(p<.05), 팔앞

으로 들기에서 0.48(p<.001), 허리 굽히기에서 0.31(p<.001), 목앞뒤숙이기에서 

0.46(p<.001), 목좌우로 회전하기에서 0.25(p<.001), 팔옆으로들기에서 0.52(p<.001), 

목좌우로굽히기에서 0.36(p<..001), 앉아서 몸비틀기에서 0.86(p<.001), 앉아서 목

앞뒤로 숙이기에서 0.50(p<.001), 앉아서 목 좌우로 회전하기에서 0.25(p<.001), 앉

아서 팔옆으로 들기에서 0.95(p<.001), 앉아서 목좌우로 굽히기에서 0.48(p<.01) 

더 큰 값으로 나타나 한쪽다리 들어올리기, 양팔교차시키기, 다리양쪽으로 벌리

기를 제외한 모든 관절가동성능에서 2차 프로토타입이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유

의하게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양쪽벌리기는 ROM 측정에서 2차 프로토타

입이 유의하게 큰 값으로 나타났지만 피험자 관능검사에서는 유의하게 편안함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다리들어올리기와 양팔교차시키기는 ROM 

측정값에서도, 피험자 관능검사에서도 두 비행복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두 비행복이 관절가동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거나, 둘째, 한쪽다리들어올리기와 양팔교차시키기가 비행복 관

절가동성능 평가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차 프로토타입과 기

존비행복의 착탈의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비행복을 입는 시간에 있어

서 유의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행복을 벗는 시간에서 2차 프로토타

입이 기존비행복에 비해 0.9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2차개발 비행

복의 앞중심지퍼길이가 기존 비행복에 비해 더 길어 탈의시 편리함을 주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조종사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비행복을 벗어야만 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면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더 빠르게 탈의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 가

능하다.  

2차 프로토타입의 운동성능평가 피험자 관능검사결과는 <표 4-37>와 같다. 기

존 비행복에 비하여 2차 프로토타입의 평균이 비행복 입기에서 0.38(p<.001), 달

리기에서 0.31(p<.001), 쪼그려앉기에서 0.16(p<.05), 서서 던지기에서 0.67(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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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기에서 0.54(p<.001), 팔동작몸통받쳐에서 0.30(p<.001), 응용포복에서 

0.44(p<.001), 비행복 벗기에서 0.25(p<.001), 전반적 만족도에서 0.74(p<.001)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걷기, 사다리오르내리기를 제외한 모든 운동성능 평가

용 동작에서 2차 프로토타입이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유의하게 편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걷기의 경우 2차 프로토타입의 평균이 0.11, 사다리오르내리기의 경우 

평균 0.14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차는 없었다. 운동량이 적은 동작에 비

해 큰 동작을 수행할 경우 조종사들은 비행복의 운동성능 차이를 현저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동작 시 불편한 부위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기존 비행복 기준으로 가장 불

편한 부위를 살펴본 결과 <표 4-38>, 밑위길이, 몸통옆길이, 목둘레, 앞허벅지길

이, 어깨너비순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2차

프로토타입에서 해당부위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응답의 빈도는 모든 항목에서 

크게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 시 원단 수급의 한계로 대조군의 소재가 실험군

의 소재보다 원단의 신축률이 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에 대한 만

족도는 소재의 신축성이 더 적은 2차 프로토타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 용이

성 평가에 관한 기기측정, 관능검사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2차 

프로토타입이 착용자 관절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주관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 

 

  

표 4-35.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관절가동성능 피험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바로 선 자세 4.82 ± 0.76 4.96 ± 1.02 -2.24 * 

한쪽다리 들어올리기 4.09 ± 0.91 4.06 ± 0.66 0.41 
  

팔앞으로 들기 4.82 ± 0.85 5.30 ± 0.89 -5.68 *** 

허리 굽히기 4.43 ± 1.22 4.74 ± 1.02 -3.97 *** 

목앞뒤로 숙이기 4.89 ± 1.27 5.36 ± 1.24 -4.02 *** 

목좌우로 회전하기 5.07 ± 1.17 5.32 ± 1.23 -3.96 *** 

양팔교차시키기 5.57 ± 1.06 5.57 ± 1.06 0.00 
  

팔옆으로들기 4.96 ± 1.32 5.48 ± 0.96 -5.62 *** 

다리양쪽으로 벌리기 4.82 ± 1.08 4.73 ± 1.04 1.29 
  

목좌우로굽히기 5.04 ± 1.09 5.39 ± 1.12 -3.81 *** 

앉아서 몸비틀기 3.96 ± 1.32 4.82 ± 1.23 -8.45 *** 

앉아서 팔앞으로 들기 3.86 ± 1.07 4.64 ± 1.04 -6.27 *** 

앉아서 목앞뒤로 숙이기 4.75 ± 1.28 5.25 ± 1.31 -4.20 *** 

앉아서 목좌우로 회전하기 5.11 ± 1.05 5.36 ± 1.18 -3.96 *** 

앉아서팔옆으로들기 3.90 ± 0.97 4.86 ± 1.29 -8.12 *** 

앉아서목좌우로굽히기 4.63 ± 1.29 5.11 ± 1.30 -3.17 ** 

n=14, 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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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6.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ROM 측정/착탈의 과업 시간측정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한쪽다리 들어올리기 84.23 ± 39.87 83.95 ± 11.98 0.06 
  

팔 앞으로 들기 155.73 ± 19.76 169.39 ± 13.92 -8.52 *** 

허리 굽히기 76.41 ± 8.30 81.22 ± 9.55 -6.24 *** 

양팔 교차(cm) 104.13 ± 14.69 102.20 ± 18.67 0.43 
  

팔옆으로 들기 146.66 ± 23.70 160.89 ± 25.41 -6.50 *** 

다리 양옆으로 벌리기(cm) 112.71 ± 18.65 115.76 ± 18.24 -0.67 ** 

앉아서 몸비틀기(cm_ -16.57 ± 20.63 -7.45 ± 15.53 -1.87 *** 

앉아서 팔앞으로 올리기 146.37 ± 26.68 168.06 ± 16.77 -11.20 *** 

앉아서 팔옆으로 들기 136.39 ± 24.13 155.91 ± 25.81 -8.81 *** 

비행복 착의 과업(초) 13.53 ± 2.94 13.53 ± 3.22 0.01 
  

비행복 탈의 과업(초) 10.20 ± 2.56 9.30 ± 2.70 4.48 *** 

n=14, 단위: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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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운동성능 피험자 관능검사 평가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비행복입기 4.80 ± 0.80 5.18 ± 0.84 -7.84 *** 

걷기 5.21 ± 0.87 5.32 ± 1.04 -1.58 
  

달리기 5.00 ± 0.70 5.31 ± 1.04 -4.05 *** 

쪼그려앉기 4.50 ± 1.19 4.66 ± 0.96 -2.25 * 

사다리오르내리기 5.04 ± 1.07 5.18 ± 1.02 -1.78 
  

서서 던지기 3.79 ± 1.15 6.13 ± 8.93 -2.41 * 

높이뛰기 4.30 ± 1.26 4.84 ± 1.10 -6.09 *** 

팔동작몸통받쳐 4.79 ± 0.87 5.08 ± 1.02 -4.28 *** 

응용포복 4.23 ± 1.06 4.68 ± 1.13 -3.57 *** 

비행복벗기 5.01 ± 0.81 5.26 ± 1.00 -5.42 *** 

동작 전반적 만족도1) 4.54 ± 0.91 5.28 ± 0.98 -6.28 *** 

n=14, 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 1) 1점: 매우 불만족~7점: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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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8.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동작 시 불편한 부위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합계 

밑위길이 38 25 63 

몸통옆길이 36 24 60 

목둘레 21 12 33 

무릎 16 10 26 

어깨너비 14 8 22 

뒷품 9 6 15 

허벅지둘레 8 9 17 

등길이 8 5 13 

소매안길이 8 8 16 

소매둘레 6 2 8 

엉덩이옆길이 6 5 11 

엉덩이둘레 3 3 6 

앞중심지퍼길이 3 1 4 

암홀둘레 2 2 4 

앞품 1 3 4 

소매길이 1 0 1 

인심 1 0 1 

합계 181 123 304 

n=14, 다중응답(최대 3부위 선택) 

동작 용이성 관능검사 27문항 응답에서 불편한 부위 응답 빈도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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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음새 적합성 

비행복의 맞음새 적합성은 피험자와 관찰자에 의한 비행복 여유량 평가 19문

항 관능검사로 평가하였다. 

착용자에 의한 여유량 관능검사 결과는 <표 4-39>와 같다. 착용자들은 기존 

비행복에 비해 2차 프로토타입의 여유량을 가슴둘레 0.21(p<.001), 허벅지둘레 

0.29(p<.05), 발목둘레 0.54(p<.001), 소매둘레 0.48(p<.001), 손목둘레 0.11(p<.05), 

진동둘레 0.18(p<.001), 어깨너비0.43(p<.001), 앞품너비 0.39(p<.001) 뒷품너비 

0.07(p<.01), 칼라폭 0.11(p<.01), 소매길이 0.32(p<.001)는 더 작게 응답하였고, 엉

덩이둘레 0.11(p<.01), 앞중심지퍼길이 0.79(p<.001), 바지길이 0.36(p<.001), 등길이 

0.14(p<001), 밑위길이 0.54(p<.01) 더 크게 응답하였다.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둘레나 너비 항목에서 2차 개발 비행복을 더 작게 느꼈으며 길이 항목에서 2차 

개발비행복을 더 크게 느꼈다. 

가슴둘레는 실제 기존비행복의 패턴이 2차 프로토타입보다 1.85cm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앞품과 뒤품이 2차 프로토타입이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가슴둘레 여유량은 2차 프로토타입이 크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기존비행복과 

2차 프로토타입의 바지둘레는 패턴상 차이가 거의 없으나 피험자들은 2차 프로

토타입을 유의하게 더 작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프로토타입의 착의

평가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허벅지 둘레에서 인지된 여유량 차이가 발목둘레에 

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지길이는 기존과 2차 프로토타입의 실제 

패턴상 길이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프로토타입의 길이를 더 길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릎 부위의 여유량 추가로 인한 비행복 앞판 길이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차 프로토타입의 밑위길이의 패턴 측정값은 기존에 

비하여 1.59cm 짧고, 앞밑위둘레와 뒷밑위둘레 역시 각각 1.42, 1.51cm 짧으나 피

험자 관능검사에서는 2차 프로토타입의 밑위길이 여유량이 크다 응답하였다. 이

는 비행복 뒤중심선 각도를 감소시켜 증가하게 된 엉덩이와 밑위부위의 활동성

이 피험자에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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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살펴보면 19개 문항 중 가슴둘레, 허벅지둘레, 발목둘레, 소매둘레, 손목

둘레, 진동둘레, 어깨너비, 앞품너비, 뒷품너비, 칼라폭, 소매길이 11개 항목에서 

기존비행복에 비해 여유량이 보통인 4에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의복전문가 11인이 평가자로 참여한 관찰자에 의한 여유량 관능검사 결과는 <

표 4-40>과 같다. 기존 비행복에 비해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여유량이 허리

둘레 1.00(p<.01), 엉덩이둘레 1.63(p<.01), 손목둘레 0.82(p<.05), 바지길이 

1.09(p<.05), 등길이 0.72(p<.05), 밑위길이 1.00(p<.05) 더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소

매둘레 0.55(p<.01), 목둘레 1.00 (p<.01), 앞품너비 1.09(p<.01), 뒷품너비 

1.18(p<.01), 칼라폭 1.00(p<.05) 더 작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둘레, 허벅지둘레, 발

목둘레, 소매둘레, 진동둘레, 어깨너비, 앞품너비, 뒷품너비, 앞중심지퍼길이, 소

매길이, 밑위길이 11개 항목에서 기존비행복에 비해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표 4-39.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여유량 피험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가슴둘레 4.50 ± 0.66 4.29 ± 0.70 3.72 *** 

허리둘레 4.50 ± 0.81 4.46 ± 0.77 0.59 
  

엉덩이둘레 4.43 ± 0.83 4.54 ± 0.67 -2.08 * 

허벅지둘레 4.68 ± 0.74 4.39 ± 0.47 4.81 *** 

발목둘레 4.39 ± 0.76 3.86 ± 0.75 10.16 *** 

소매둘레 4.41 ± 0.77 3.93 ± 0.46 6.27 *** 

손목둘레 4.36 ± 0.52 4.25 ± 0.62 2.08 * 

진동둘레 4.25 ± 0.56 4.07 ± 0.46 4.53 *** 

목둘레 4.11 ± 0.54 4.18 ± 0.36 -1.75 
  

어깨너비 4.57 ± 0.61 4.14 ± 0.55 7.62 *** 

앞품너비 4.61 ± 0.70 4.21 ± 0.68 6.83 *** 

뒷품너비 4.36 ± 0.46 4.29 ± 0.45 2.96 ** 

칼라폭 4.25 ± 0.56 4.14 ± 0.68 2.69 ** 

앞중심지퍼길이 3.82 ± 0.85 4.61 ± 0.93 -8.88 *** 

소매길이 4.39 ± 0.47 4.07 ± 0.46 4.20 *** 

바지길이 4.25 ± 0.82 4.61 ± 0.79 -6.32 *** 

등길이 4.04 ± 0.48 4.18 ± 0.59 -3.72 *** 

밑위길이 3.89 ± 0.85 4.43 ± 0.72 -6.46 *** 

전반적여유량 4.45 ± 0.60 4.46 ± 0.70 -0.19 
  

n=14, 1점: 매우 작다~7점: 매우 크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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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량 응답이 4 ‘보통’ 여유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맞음새 적합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여

유량이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의 여유량에 수렴하므로 

더 적합한 맞음새를 지녔다 할 수 있다. 

 

 

 

  

표 4-40.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여유량 관찰자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가슴둘레 4.36 ± 1.03 4.09 ± 1.30 0.55  

허리둘레 3.64 ± 0.67 4.64 ± 0.81 -3.15 ** 

엉덩이둘레 3.55 ± 1.21 5.18 ± 1.08 -3.34 ** 

허벅지둘레 4.73 ± 1.10 4.18 ± 1.08 1.17  

발목둘레 4.64 ± 0.92 4.00 ± 1.18 1.41  

소매둘레 5.73 ± 0.79 4.18 ± 0.98 4.08 *** 

손목둘레 3.91 ± 0.94 4.73 ± 0.65 -2.37 * 

진동둘레 4.45 ± 1.44 4.18 ± 0.98 0.52  

목둘레 4.45 ± 0.82 3.45 ± 1.13 2.38 * 

어깨너비 4.64 ± 0.81 4.36 ± 0.81 0.79  

앞품너비 4.82 ± 0.87 3.73 ± 0.90 2.88 ** 

뒷품너비 5.45 ± 0.69 4.27 ± 0.79 3.75 ** 

칼라폭 4.25 ± 0.71 3.25 ± 0.71 2.83 * 

앞중심지퍼길이 3.50 ± 1.00 4.33 ± 0.58 -1.27  

소매길이 4.45 ± 0.82 4.09 ± 0.70 1.12  

바지길이 3.82 ± 1.08 4.91 ± 0.83 -2.66 * 

등길이 3.64 ± 0.81 4.36 ± 0.81 -2.11 * 

밑위길이 3.09 ± 0.94 4.09 ± 1.04 -2.36 * 

전반적여유량 4.09 ± 1.30 4.55 ± 0.93 -0.94  

n=11, 1점: 매우 작다~7점: 매우 크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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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성 

비행복의 사용 편의성은 비행복 기립시 편의요소사용과업, 비행복 착석시 편

의요소사용과업, 비행복 편의요소 사용시 편함정도 관능검사 8문항으로 평가되

었다. 

비행복 편의요소사용 과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

한 결과 <표 4-41>과 같다. 서서 과업을 수행할 때, 사출 좌석 레플리카에 앉아 

과업을 수행할 때 모두 2차프로토타입의 사용시간이 유의하게(p<.001)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서 비행복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6.30초, 서서 사용할 때

는 8.12초가 단축되었는데 우측 허벅지 주머니의 여밈과 좌측 허벅지 주머니의 

여밈이 지퍼에서 벨크로로 변경되어 사용시간이 더 짧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머니와 지퍼의 사용성에 대한 피험자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주머니

와 지퍼에 대하여 2차 프로토타입이 유의하게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1>. 

특히 우측허벅지 주머니와 좌측허벅지 주머니가 기존비행복에 비해 각각 

0.86(p<.001), 0.68(p<.001)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경한 디자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짓단지퍼는 기존에 앞쪽에 위치

한 지퍼를 인심쪽으로 이동하여 사용성에 대한 불편함 우려가 있었으나 관능평

가 결과 유의하게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4-41.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주머니사용시간 및 사용성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기립시 편의요소사용과업(초) 71.93 ± 11.18 63.81 ± 10.08 12.07 *** 

착석시 편의요소사용과업(초) 78.33 ± 12.16 72.03 ± 11.25 16.23 *** 

우측가슴주머니 4.64 ± 0.90 5.04 ± 0.98 -4.71 *** 

좌측가슴주머니 4.64 ± 0.90 5.04 ± 0.98 -4.71 *** 

좌측상완주머니 4.54 ± 0.72 4.89 ± 1.01 -4.70 *** 

우측허벅지 주머니 4.07 ± 1.11 4.93 ± 1.19 -5.94 *** 

좌측허벅지 주머니 4.14 ± 0.92 4.82 ± 1.13 -4.95 *** 

우측종아리주머니 3.50 ± 1.06 3.96 ± 0.90 -4.72 *** 

좌측종아리주머니 3.50 ± 1.06 3.96 ± 0.90 -4.72 *** 

바지부리지퍼 4.11 ± 1.01 4.36 ± 1.13 -2.21 * 

n=14, 1점: 매우 불편함~7점: 매우 편함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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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복 사용 편의성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기존비행복에 비해 2

차 프로토타입의 비행복의 주머니와 지퍼가 사용시간을 단축하여 주고 피험자에

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도출되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만족성 

비행복의 심리적 만족성은 피험자와 관찰자 외관만족도 관능검사를 통하여 평

가되었다<표 4-42>. 

외관만족도에서 피험자와 관찰자 모두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에대하여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험자는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점수를 평균 1.26(p<.001) 높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은 기존 비행복에 비해 심리적 만족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한 비행복이라 할 수 있다. 

 

 

  

표 4-42. 2차 프로토타입 착의평가결과 -외관 만족도 관능검사 

Variable 기존비행복 2차 프로토타입 t  

피험자 외관만족도(n=14) 3.95 ± 1.03 5.21 ± 0.75 -10.02 *** 

관찰자 외관만족도(n=11) 5.36 ± 0.67 5.73 ± 1.10 -0.93  

1점: 매우 불만족~7점:매우 만족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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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차 착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험자는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의 전반적 점수를 

12.29점 높게 주었다. 

2. 기존 비행복에 비해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ROM, 착탈의측정시간 평가 

결과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더 큰 ROM값, 더 빠른 과업 수행 속도가 나

타나 동작에 우수한 비행복임이 확인되었다. 비행복 동작 용이성 피험자 관능검

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기존비행복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관절가동성능 16항목 중 13개 항목,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유의하게 동

작에 편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행복을 착용하였을 때 불편한 부위에 

관한 응답 빈도도 감소한 것이 관찰되어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의 동작 용이성

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험자는 맞음새 적합성 여유량 평가 19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2차 프

로토타입 비행복이 기존비행복에 비해 적당한 여유량을 가진다 응답하였다. 관

찰자 역시 2차 프로토타입이 기존 비행복에 비해 더 적당한 여유량을 가진다 응

답하였다.  

4.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은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편의요소 사용 과업 수행 

속도가 기존비행복에 비하여 유의하게 빠르며, 피험자는 모든 비행복 편의요소

에 대하여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유의하게 편안하다 응답하였으므로 사용 편의

성이 매우 우수한 비행복이라 할 수 있다. 

5. 피험자와 관찰자 모두 기존 비행복에 비해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에 더 높

은 외관 만족도점수를 부여하였다. 특히 피험자의 경우 2차 프로토타입의 외관

만족도를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여 심리적만족도가 우수한 비행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은 전반적 평가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각각의 비행복의 요구성능

을 모두 만족하는 우수한 비행복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비행복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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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비행복 특징 및 제도법 

최종 개발된 비행복의 개선점을 기존 비행복과 비교하여 살펴보면<표 4-43>와 

같으며 패턴의 개선을 비교하기위하여 <그림 4-30>과 같이 기존 비행복 ‘M100

대’와 최종 개발 비행복의 패턴을 중첩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 비행복의 그레이딩 기본치수는 ‘M95특’으로 이에 대응하는 중심 인

체치수는 키 180cm, 가슴둘레 95cm 로 조종사의 평균 인체치수인 키 174.64±

4.93cm, 가슴둘레 98.84±5.49cm에 대한 대표성이 없었다. 하지만 최종 개발 비행

복의 기본 사이즈 인체치수는 키 178cm, 가슴둘레 100cm로 조종사의 평균인체

치수를 대표하면서도 공군 치수체계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투복 치수체계

표 4-43. 기존비행복과 개발 비행복 디자인 특징 비교 

부위 기존 비행복 개발 비행복 

기본 사이즈 인

체치수 

공군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 대표

하지 않음 (키180cm, 가슴둘레 

95cm) 

공군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 대표

함 (키 178cm, 가슴둘레 100cm) 

패턴 설계 
미군 비행복 기원 패턴에서 일부 

변경 

한국 조종사/한국인 평균 인체치수 

특성을 반영한 패턴 제도 

둘레 여유량 
어깨너비, 앞품, 소매둘레,허벅지둘

레가 지나치게 큼 

활동성을 높이고 잉여 여유분 최

소화 할 수 있는 여유량 설정 

진동깊이 진동깊이가 깊고 소매인심이 짧음 

팔 움직임에 적합한 진동깊이 설

정, 몸판 옆길이가 길어 활동에 편

함 

소매산 낮은 소매산의 소매 
낮은 소매산 +빌트인거셋 삽입한 

활동적 소매 

소매패턴 평면설계된 두장소매 
두장소매에 팔 신축량 반영하여 

입체설계 

무릎부위 무릎부위 다트 없음 
무릎부위 다트가 들어간 입체패턴 

제작 

바지 뒤중심선 

각도 

바지 뒤중심선 각도가 직각에 가

까움 

각도를 완만하게 처리하여 하체 

활동성을 높임. 

앞중심지퍼길이 짧은 앞중심 지퍼길이 
앞중심지퍼길이가 길어 중력 방지

복 착용 시 용변 해결 용이 

바짓단 지퍼 위

치 

바짓단 지퍼가 앞쪽에 위치하여 

무릎 굽힐 때 불편함 

바짓단 지퍼를 인심으로 이동시켜 

외관과 편리함 상승 

우측 허벅지 주

머니 

우측 허벅지 주머니 납작한 지퍼

입구 

우측 허벅지 입구 벨크로처리, 입

체화 하여 편의성증가 

좌측 허벅지 주

머니 
좌측 칼주머니 입구 스냅버튼 

좌측 칼주머니 입구를 벨크로처리 

하여 활주로 내 이물질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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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랐으므로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더 적합한 인체치수로 설정된 기본패턴이

라 할 수 있다. 패턴설계에 있어서 기존 비행복은 미군 비행복에서 기원한 패턴

을 일부 변경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개발 비행복은 한국 조종사 혹은 한국인 평

균 인체치수에 기초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패턴을 제도하였으므로 한국인 체형에 

더욱 적합한 패턴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기존비행복은 어깨너비, 앞품, 소매둘레, 허벅지둘레가 지나치게 크게 설계되

어 불필요한 여유량으로 인한 의복끼리의 접힘현상이나 외부에 걸림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비행복은 높은 활동성을 지니면서도 잉여 여유분은 최소로 

 

그림 4-30. 기존비행복과 개발비행복 패턴 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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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 맞음새가 좋으면서도 활동성이 높은 의복을 설계하였다. 예로 진동깊

이의 경우 기존비행복의 진동깊이는 매우 깊고 소매 인심이 짧아 여유량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최종 개발 비행복의 

경우 적당한 진동깊이와 소매인심길이를 설계하여 활동시 편안함을 증대시켰다. 

특히 소매패턴 설계 시 기존 소매패턴과 같이 낮은 소매산을 유지하면서 거셋을 

소매 자체에 적용시켜 적용함으로써 어깨나 진동부위의 활동성을 보장하였다. 

소매나 무릎과 같이 관절이 접히며 체표길이가 변화하는 부위에 입체적인 패턴

을 설계하여 의복의 총길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움직일 때 변화가 적은 

비행복 패턴을 설계하였다. 기존 비행복의 바지 뒤중심선 각도는 직각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지만 개발 비행복의 각도는 완만하게 처리하여 활동성을 높일 수 있

도록 하였다.  

최종 개발비행복은 앞중심지퍼길이를 길게 처리하여 중력 방지복을 착용한 상

태에서도 용변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바짓단 지퍼의 경우 기존

에 앞쪽 방향에 위치하던 것을 인심 방향으로 이동시켜 무릎을 굽힐 때 지퍼로 

인한 불편함을 줄였고 외관에 있어서 단정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 

허벅지 주머니는 지퍼와 납작한 패턴으로 디자인 되어있던 것을 벨크로입구와 

입체주머니로 하여 사용성을 높였고 스냅버튼이 달려있던 좌측 허벅지 주머니의 

입구를 벨크로처리하여 스냅버튼의 이탈로 인한 활주로 내 이물질 유입 가능성

을 감소시켰다.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서 도출된 비행복의 제도법과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비행복 수정법을 적용하여 최종 개발된 비행복의 패턴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개발 비행복의 상하의 패턴 제도법과 제도식은 <그림 

4-31>, <표 4-44>와 같으며 소매 패턴 제도법과 제도식은 <그림 4-32>,<표 4-45>, 

액션플리츠와 칼라패턴 제도법은 <그림 4-33>, <그림 4-34>, <표 4-46>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제시하는 제도법은 각각의 인체부위를 측정하여 여유량을 추가하는 

단촌식 제도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가슴둘레와 키치수를 사용하여 나머지 인

체부위의 치수를 조종사체형에 추정하여 제도하는 장촌식 제도에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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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촌식 제도식은 가슴둘레와 키를 조절치수로 하는 치수체계에서 그레이

딩 룰값을 조종사 체형에 적합하도록 상세히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그림 4-31. 개발 비행복 상·하의 패턴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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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개발 비행복 상하의 패턴 제도식 

번호1) 부위명 단촌식 장촌식 

A~B 등길이 등길이+8.7 0.19S+16.7 

A~D 진동깊이 진동깊이+7.5 0.07S+0.06C+8.4 

D~E 가슴너비/2 가슴둘레/4+4.1 0.25C+4.1 

A~G 수평 목뒤너비/2 목둘레×0.12+3.3 0.03C+5.2 

A~G 수직 목뒤깊이 2 2 

A~H 어깨너비/2 어깨가쪽사이길이/2+2 0.09C+15.5 

D~F 수평 뒤품/2 겨드랑뒤벽사이길이/2+2.8 0.11C+12.6 

B~J 뒤허리너비/2 엉덩이둘레/4+2.5 0.15C+11.8 

D’~E 가슴너비/2 가슴둘레/4+4.1 0.25C+4.1 

A’~G’ 수평 목앞너비/2 목둘레×0.12+2.5 0.03C+4.5 

A’~G’ 수직 목앞깊이 목둘레×0.12+7.2 0.03C+9.2 

D’~F’ 수평 앞품/2 겨드랑앞벽사이길이/2+4 0.09C+13.5 

B’~J’ 앞허리너비/2 엉덩이둘레/4+2 0.15C+11.3 

J’~M’ 수직 밑위길이 밑위길이+4.9 0.13S+7.9 

J’~K’ 수직 엉덩이길이 9’~12’길이의 2/3 9’~12’길이의 2/3 

K’~L’ 앞엉덩이너비/2 엉덩이둘레/4+2 0.15C+11.3 

N’~O’ 앞샅냄분 엉덩이둘레/16-0.5 0.04C+1.6 

B’~V’ 앞바지길이 다리가쪽길이+3.1 0.71S-14 

U’~V’ 앞바짓단너비 20 20 

R’~T’ 앞무릎너비 

K’~U’, N’~V’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곡선의 Q’위치에

서의 거리 

K’~U’, N’~V’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곡선의 Q’위치에

서의 거리 

M’~Q’수직 앞무릎위치 36 36 

B’’~J’’ 
뒤바지허리너비
/2 

엉덩이둘레/4+2.5 0.15C+11.8 

J’~M’ 수직 밑위길이 밑위길이+4.9 0.13S+7.9 

J’~K’ 수직 엉덩이길이 J’~M’길이의 2/3 J’~M’길이의 2/3 

O~B’’ 각도 뒤중심선각도 79° 79° 

L~K 뒤엉덩이너비/2 엉덩이둘레/4+2.7 0.15C+12 

N~O 뒤샅냄분 엉덩이둘레/8+2.5 0.08C+6.5 

J’’~P 수직 뒤바지길이 다리가쪽길이-3.1 0.71S-20 

U~V 뒤바짓단 너비 20 20 

R~T 뒤무릎너비 R’~T’와 같은 길이 R’~T’와 같은 길이 

M~Q 수직 뒤무릎위치 33 33 

V~W 바지안단너비 10 10 

W~X 바지안단높이 32 32 

단위: cm, 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1) <그림 4-31>에 제시된 번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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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그림 4-32. 개발 비행복 소매 패턴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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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개발 비행복 소매 패턴 제도식 

번호1) 부위명 단촌식 장촌식 

Y~Z 소매산높이 10 10 

Z~AB 뒤소매진동직선길이 패턴진동둘레/2-0.5 패턴진동둘레/2-0.5 

Z~AB’ 앞소매진동직선길이 패턴진동둘레/2-0.5 패턴진동둘레/2-0.5 

Z~AA 소매길이 화장+2.2-어깨너비/2 0.43S-0.09C-7.7 

AC~AC’ 소매부리너비 32.5 32.5 

AD 팔꿈치위치 
Y~AA의 중점에서 2cm 올라

간 점 

Y~AA의 중점에서 2cm 

올라간 점 

AE 소매절개위치 
Z에서 소매진동둘레를 따라 

뒤쪽으로 6cm 내려온 지점 

Z에서 소매진동둘레를 따

라 뒤쪽으로 6cm 내려온 

지점 

AF(AF’) 빌트인거셋기준점 

AB(AB’)에서 2.7cm 수직으

로 올린 수평선과 소매진동

둘레의 교점 

AB(AB’)에서 2.7cm 수직

으로 올린 수평선과 소매

진동둘레의 교점 

단위: cm, C=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S=키(Stature) 

1) <그림 4-32> 에 제시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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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개발 비행복 액션플리츠 제도법 

 

 

그림 4-34. 개발 비행복 칼라 패턴 제도법 

 

표 4-46. 개발 비행복 액션플리츠 및 칼라 패턴 제도법 

번호1) 부위명 제도법 

AH 액션플리츠 절개기준점 31에서 5cm 안쪽으로 들어온 점 

AI~AJ~AK 패턴목둘레/2 패턴의 뒷목둘레와 앞목둘레를 더한 길이 

AI~AL 칼라너비 9 

단위: cm 

1) <그림 4-33>, <그림 4-34> 에 제시된 번호 



 177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인체치수, 업무특성, 요구성능을 반

영하여 조종사의 착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주어 공군 전투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비행복을 체계적인 과정으로 개발하였고, 적합한 평가방

법을 사용하여 그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군 비행단 방문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

종사 업무 및 주요동작 조사를 하였고 그룹면접 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으로 비행

복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결과 조종사의 업무는 비행업무와 지상업무로 나누

어 볼 수 있었으며 비행업무는 탑승대기, 전투기 탑승/하차, 조종실 내 조종, 생

환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지상업무는 일반동작으로 볼 수 있었고, 이러

한 동작들을 바탕으로 비행복 개발에 적합하도록 단계별로 대표동작을 추출하였

다. 착의평가결과 비행복의 동작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 비행복의 디

자인을 유지하며 편의성과 착용만족도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의 개선

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둘째,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성능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고 디자인 아이

디어 검토 의사결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요구성능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비행

복의 요구성능은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보호

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동작 용이성은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성능, 맞음새 적합

성은 여유량이 적당하여 사이즈와 맞음새가 적합한 상태, 사용 편의성은 주머니 

등의 의복구성요소가 사용에 편리한 성능, 심리적 만족성은 사용자에게 심리적

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성능, 보호성은 의복이 착용자를 위험요소나 상황에서 

보호해주거나 예방해주는 성능으로 정의하였다. 요구성능별 가중치는 동작 용이

성 38.6% 보호성 22.3%, 사용 편의성 18.7%, 맞음새 적합성 11.9%, 심리적 만족

성 8.5%로 도출되었다 

셋째, 조종사 인체치수 및 현 비행복 치수체계 분석, 조종사 실제착용 비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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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량 분석 및 체표길이변화 측정을 통한 여유량 설정, 디자인 아이디어 검토

를 통한 비행복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종사의 2490명과 6차 사이즈코리아 

20~50대 일반인 남성 2,471명의 평균 인체치수를 비교한 결과 조종사는 키와 둘

레값이 더 큰 것에 비하여 상체 길이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복의 그레이

딩 기준사이즈가 조종사의 평균 인체치수에 해당하는 치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 인체치수는 조종사 평균 인체치수와 새로운 

비행복 치수체계를 참고하여 키 178cm, 가슴둘레 100cm로 정하였으며 제도를 

위한 세부 인체치수 16부위는 키와 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으로 산출

되었다. 조종사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과 부위별 인체치수 사이의 차이값 

분석 및 조종사의 업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일곱가지 자세에 대한 부위별 체표길

이 최대변화율 측정을 통하여 비행복의 여유량을 정의하였고 패턴에 반영하였다. 

비행복 개발을 위해 제시된 11가지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가중치행렬표를 

통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7개의 아이디어가 비행복의 전체 성능에 긍정적 영향

을 줄 것이라 예상되었다. 

넷째, 비행복 착의평가 방법을 계획하기 위하여 피험자를 정의하고, 비행복 요

구성능별 평가기준을 정의한 후 평가도구 및 평가환경을 구체화하였다. 비행복

의 다섯 가지 요구성능 중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

족성 네 가지의 항목이 착의평가를 통한 비행복의 성능 검토가 가능하다 판단되

었다. 각 요구성능별 평가범위와 판단기준에 따라 비행복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동작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능검사, ROM측정법, 시간측정을 위한 과

업, 맞음새 적합성 평가를 위한 피험자와 관찰자 관능검사, 사용 편의성 평가를 

위한 관능검사와 시간측정을 위한 과업, 심리적 만족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능검

사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다섯째, 비행복의 설계기준과 평가방법 계획에 따라 비행복 프로토타입을 개

발하고 평가하여 최종 개발 비행복을 제시하였다. 동작 용이성, 맞음새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전반적 평가 모든 항목에서 기존비행복 비하여 우

수하다 판단된 2차 프로토타입 비행복이 최종 개발 비행복으로 정의되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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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설계기준에 따라 제시된 비행복 패턴설계 회귀식이 프로토타입 평가 과정

을 거쳐 수정되어 최종 비행복 패턴의 장촌식, 단촌식 제도법으로 제시되었다. 

개발 비행복은 기존 비행복에 비하여 앞품, 뒤품, 진동깊이, 어깨너비, 팔둘레, 

허벅지둘레, 밑위길이는 작으나 조종사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입체적으로 패턴이 

설계되었고 기존 비행복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디자인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우

수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비행복은 전투기 조종사의 착의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 인해 종

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주어 공군의 전투력과 긍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다. 미군 비행복의 모방디자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인

체치수와 요구성능을 반영한 비행복은 업무를 수행함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조종사들에게 자국기술이 반영된 의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 공군 조종사 피복 제작을 위한 인체치수 및 여유량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데의의가 있다. 조종사의 인체치수와 동작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자료는 

비행복 설계 뿐만이 아니라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행점퍼, 중력 방지복, 방수복, 

내의와 같은 다른 피복 장구류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행복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 중 평가방법을 계획하는 단계를 삽입하여 

적합한 비행복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비행복의 설계방향과 평가방

향을 비행복 요구성능에 기준하여 목적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계

획하였으며, 향후 비행복 평가 표준을 구성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다른 특수복 개발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구성능을 정의한 후 설계기준과 평가기준을 제

시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통해 최종 완성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특수

복 개발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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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복과 함께 착용하는 개인 비행 장구들과 양립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의 개인 비행 장구 동시 

착용시 불편한 점에 관한 응답과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의 여유량 정보 만으로 

양립성만을 검토하여 보았을 뿐 방수복, 하네스, 중력 방지복과 같은 개인 비행 

장구들을 착용하였을 때 비행복의 역할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비행 장구와 비행복 사이의 양립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상호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소재특성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비행복의 모든 요구성능을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복 개발 시 소재성능을 제외한 디자인과 패

턴 개발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보호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다소 부족하였

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행복의 보호성에 대하여 소재특성과 함께 디자인 및 패

턴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군 피복류 발전의 장기적인 과제를 위하여 군 정보수집과 피험자 모집

에 자유로운 내부 연구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 진행 시 비행복의 설계

와 평가 시 군이라는 집단적 특성으로 인한 내부 자료수집과 피험자 모집에 제

한이 있어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군 피복 연구팀이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며 피복류의 개발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역시 군 피복

류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된다면 연구자의 군 내부 정보와 피험자 접근성이 

높아져 군복 착용자에게 더욱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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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1] 비행복 착용실태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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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2] 피험자용 비행복 착의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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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리양쪽으로 벌리기’는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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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1] 공군 DB 조종사 인체치수 항목 간 상관관계 

 

 가슴둘레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넙다리중

간둘레 
위팔둘레 

어깨가쪽

사이길이 
화장 팔길이 등길이 샅높이 

키 .273 *** .162 *** .157 *** .361 *** .168 *** .223 *** .253 *** .609 *** .600 *** .359 *** .564 *** 

가슴둘레   
  .562 *** .745 *** .708 *** .492 *** .697 *** .330 *** .328 *** .248 *** .156 *** .082 *** 

목둘레   
    

  .544 *** .533 *** .342 *** .463 *** .272 *** .176 *** .141 *** .066 ** -.020 
  

허리둘레   
    

    
  .738 *** .449 *** .577 *** .215 *** .242 *** .189 *** .154 *** .037 

  

엉덩이둘레   
    

    
    

  .597 *** .630 *** .316 *** .336 *** .286 *** .188 *** .146 *** 

넙다리중간둘레   
    

    
    

    
  .540 *** .195 *** .166 *** .191 *** .129 *** .173 *** 

위팔둘레   
    

    
    

    
    

  .307 *** .241 *** .205 *** .162 *** .102 *** 

어깨가쪽사이길이   
    

    
    

    
    

    
  .416 *** .012 

  .066 ** .137 *** 

화장   
    

    
    

    
    

    
    

  .617 *** .262 *** .394 *** 

팔길이   
    

    
    

    
    

    
    

    
  .292 *** .455 *** 

등길이   
    

    
    

    
    

    
    

    
    

  .223 *** 

N=2,49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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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2] 6차 사이즈코리아 일반인 인체치수 항목 간 상관관계 

 

 

 

 

 가슴둘레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넙다리 

중간둘레 
위팔둘레 

어깨가쪽

사이길이 
팔길이 등길이 샅높이 

다리 

가쪽길이 

목뒤등뼈

위겨드랑

수준길이 

겨드랑 

앞벽사이

길이 

겨드랑 

뒤벽사이

길이 

화장 밑위길이 
몸통옆길

이 

키 .233 *** .099 *** .021   .338 *** .291 *** .152 *** .420 *** .748 *** .501 *** .865 *** .913 *** .288 *** .391 *** .326 *** .788 *** .381 *** .312 *** 

가슴둘레     .653 *** .772 *** .777 *** .736 *** .774 *** .377 *** .287 *** .226 *** .044 * .214 *** .311 *** .554 *** .529 *** .386 *** .329 *** -.021   

목둘레         .704 *** .642 *** .544 *** .600 *** .281 *** .110 *** .156 *** -.064 ** .073 *** .150 *** .383 *** .389 *** .201 *** .240 *** .043 * 

허리둘레             .793 *** .662 *** .674 *** .222 *** .085 *** .179 *** -.141 *** .006   .248 *** .411 *** .396 *** .158 *** .227 *** -.018   

엉덩이둘레                 .827 *** .697 *** .378 *** .316 *** .267 *** .121 *** .312 *** .282 *** .513 *** .469 *** .410 *** .389 *** .051 * 

넙다리중간둘레                     .716 *** .379 *** .287 *** .216 *** .083 *** .276 *** .307 *** .462 *** .448 *** .387 *** .380 *** -.030   

위팔둘레                         .304 *** .181 *** .167 *** -.019   .129 *** .251 *** .435 *** .411 *** .269 *** .265 *** -.035   

어깨가쪽 

사이길이 
                            .234 *** .231 *** .317 *** .378 *** .220 *** .554 *** .814 *** .583 *** .186 *** .066 ** 

팔길이                                 .317 *** .704 *** .760 *** .331 *** .224 *** .219 *** .926 *** .314 *** .065 ** 

등길이                                     .295 *** .296 *** .537 *** .227 *** .247 *** .355 *** .139 *** .657 *** 

샅높이                                         .873 *** .181 *** .258 *** .203 *** .711 *** .034   .174 *** 

다리가쪽길이                                             .248 *** .349 *** .291 *** .782 *** .414 *** .115 *** 

목뒤등뼈위 

겨드랑수준길이 
                                                .220 *** .231 *** .362 *** .204 *** -.283 *** 

겨드랑앞벽 

사이길이 
                                                    .424 *** .402 *** .207 *** .061 ** 

겨드랑뒤벽 

사이길이 
                                                        .499 *** .210 *** .074 *** 

화장                                                             .335 *** .079 *** 

밑위길이                                                                 -.024   

N=2,47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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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3] 조종사 자세에 따른 부위별 체표길이 변화율 

 

 

 

 

 

 

 

 

  

[둘레] 

 

P2=우측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 P2=허리를 숙인 자세, P4=앉아서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 P5=앉아서 

가슴높이에서 양쪽 주먹을 마주댄 자세,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 P7=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로 비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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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P2=우측무릎을 의자에 올린 자세, P2=허리를 숙인 자세, P4=앉아서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 P5=앉아서 

가슴높이에서 양쪽 주먹을 마주댄 자세, P6=앉아서 팔을 위로 올린 자세,, P7=앉아서 몸과 팔을 좌측으로 비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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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1] ROM 측정 방법 

 

 

ROM명 한쪽다리들어올리기 

 

자세 

설명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우측허

벅지를 최대한 들어올린다.  

촬영면 Sagittal Plane 

Joint 1 허벅지가 접히는 점 

Joint 2 무릎중심점 

기준선 Joint1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링크 Joint 1과 Joint 2를 잇는 선 

ROM 

각도 
기준선과 링크의 각도 

 

ROM명 팔 앞으로 들기 

 

자세 

설명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

록 펼친 뒤 앞에서 머리 위 방향

으로 올린다. 

촬영면 Sagittal Plane 

Joint 1 어깨가쪽점 

Joint 2 
손목바깥쪽과 소매끝단이 만나는 

점 

기준선 Joint1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링크 Joint 1과 Joint 2를 잇는 선 

ROM 

각도 
기준선과 링크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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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명 허리 굽히기 

 

자세 

설명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채 무릎

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숙인다 

촬영면 Sagittal Plane 

Joint 1 엉덩이돌출점 

Joint 2 의복의 목뒤점 

기준선 Joint1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 

링크 Joint 1과 Joint 2를 잇는 선 

ROM 

각도 
기준선과 링크의 각도 

 

ROM명 양팔 교차시키기 

 

자세 

설명 

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려 팔꿈치

와 손끝을 일직선으로 놓아 교차

시킨다. 

촬영면 Frontal Plane 

Joint 1 좌측 중지끝 

Joint 2 우측 중지끝 

ROM 

거리 
Joint 1과 Joint 2 사이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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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명 팔 옆으로 들기 

 

자세 

설명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펼

친 뒤 양쪽 옆에서 머리 위 방향

으로 올린다. 

촬영면 Frontal Plane 

Joint 1 어깨가쪽점 

Joint 2 
손목바깥쪽과 소매끝단이 만나는 

점 

기준선 Joint1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링크 Joint 1과 Joint 2를 잇는 선 

ROM 

각도 
기준선과 링크의 각도 

 

ROM명 다리 양쪽으로 벌리기 

 

자세 

설명 

왼쪽 발은 고정시킨 후 오른쪽 발

을 몸의 옆쪽으로 벌린다. 

촬영면 Frontal Plane 

Joint 1 우측뒤꿈치안쪽점 

Joint 2 좌측뒤꿈치안쪽점 

ROM 

거리 
Joint 1과 Joint 2 사이 수평거리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평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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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명 앉아서 몸비틀기 

 

자세 

설명 

앉아서 엉덩이는 붙인 후 몸통과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를 굽혀 

좌석 오른편 뒤로 최대한 손을 뻗

는다. 

촬영면 Sagittal Plane 

Joint 1 우측 중지끝 

Joint 2 사출 좌석 측면 수직으로 내린 선 

ROM 

거리 
기준선에서 Joint2까지 수평거리 

 

ROM명 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 

 

자세 

설명 

앉아서 양쪽 팔과 손목이 일직선

이 되도록 펼친 뒤 앞에서 머리 

위 방향으로 올린다. 

촬영면 Sagittal Plane 

Joint 1 어깨가쪽점 

Joint 2 
손목바깥쪽과 소매끝단이 만나는 

점 

기준선 Joint1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링크 Joint 1과 Joint 2를 잇는 선 

ROM 

각도 
기준선과 링크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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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명 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 

 

자세 

설명 

앉아서 팔을 양쪽 팔과 손목이 일

직선이 되도록 펼친 뒤 양쪽 옆에

서 머리 위 방향으로 올린다. 

촬영면 Frontal Plane 

Joint 1 어깨가쪽점 

Joint 2 
손목바깥쪽과 소매끝단이 만나는 

점 

기준선 Joint1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링크 Joint 1과 Joint 2를 잇는 선 

ROM 

각도 
기준선과 링크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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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1]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착장사진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A]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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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C] 

   

 

 

[1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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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기존비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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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2]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착장사진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대조군 기존비행복-맞음새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리적 만족성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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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기존비행복-동작 용이성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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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한쪽다리들어올리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팔 앞으로 들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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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허리 굽히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양팔교차시키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222 

 

 

 

  

[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팔 옆으로 들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다리 양쪽으로 벌리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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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앉아서 몸비틀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앉아서 팔 앞으로 들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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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복 동작 용이성 비교-앉아서 팔 옆으로 들기] 

 

(좌) 대조군 기존비행복    (우) 2차 비행복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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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ROKAF Fighter Pilot’s Flight Duty Uniform 

 

Ah Lam Lee 

Dep.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OKAF fighter pilot’s flight duty uniform that 

increases the wearer’s satisfaction, improves their work conditions, and strengthens the Korean 

air power.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t has been suggested that new design criteria are 

applied to the pilot’s body characteristics, working motions, wearing conditions, and their 

requirements. As a result, the outstanding qualities of the newly developed flight duty uniform 

were verified by the properly programmed wearing evaluation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ic information about the pilots’ working tasks and motions when they do their duty 

were collected by visiting the research and doing a literature review. The wearing conditions 

and problems faced with their uniform as well as soutions were gather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a questionnair survey, which were conducted with 71 and 428 fighter pilots of 

the ROKAF respectively. The pilots’ working task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the flight tasks that included ingress/egress to/from the cockpit, operating hand controls in the 

cockpit, survival/recovery training, and a state of alert; the second includes ground tasks related 

to general office work. These working tasks were simplified to key working motions to easily 

follow the flight suit development process. It emerged that the flight suit design ought to 

improve body movement, dexterity, and wearing satisfaction while keeping its traditional 

app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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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ive key requirements of the flight duty uniform were determined by reviewing 

research on protective-functional clothing and flight suits: mobility, fit, dexterity,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protection. The five requiremens for flight suits were designed using the 

Analytic Hierachy Process (AHP). The definition of the five key requirements was as follows; 

1. Mobility means performance without any discomfort when the wearer moves. 2. Fit means 

the performance having a suitable size and sihouette with a proper ease amount. 3. Dexterity 

means the performance and usability of clothing detail composition such as pockets. 4. 

Psychological satisfaction means the performance having a positive influenc on the wearer. 5. 

Protection means the performance to protect and/or prevent external hazards and dangerous 

situations. The proportion of value of each requirement was calcuated as mobility 38.6%, 

protection 22.3%, dexterity 18.7%, fit 11.9%,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8.9%. 

Third, the new design criteria was determined to include three aspects: standard body size, 

ease amount, and ideas for design. Standard body size was determined by comparing 2,490 

pilots’ body sizes from the Korean Air Force data base, and 2,471 sizes from the 6th Size Korea 

data of men between the ages of 20-59. Ease amount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e ease 

value of actual flight coveralls and changes in skin surface at different body motions. Piolts were 

taller and had a bigger body circumference while they had a shorter torso than non-pilots. In 

addition, the actual flight suit standard size for pattern grading didn’t represent the wearer’s body 

size nor the most popular size. The new standard size was set to be 178 cm. in height and 100 

cm. in chest circumference, considering the fighter pilots’ body sizes and new sizing system. 

Sixteen body sizes for coverall pattern making could be predicted by regression equations with 

stature and chest circumfer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ctual ease amount of the pilots’ 

coveralls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suit measurements and body 

parts and the maximum rate of changes in body parts have been measured while the pilots took 

the seven postures that were defined in the working posture analysis. These two types of values 

were used to create the flight suit pattern ease amount. Seven design ideas that might be a 

positive influence on flight suit development were selected among eleven design idea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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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ighted matrix. 

Fourth, subjects, standards, methods, and condition for wearing evaluation were defined by 

four requirments that were able to be evaluated through a wearing test: mobility, fit, dexterity,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All requirements were able to be evaluated with a sensory test 

and two of them such as mobility and dexterity could be measured with ROM (Range of Motion) 

and task lead time, which have been applied by the pilot’s work characteristics. 

Fifth, a flight duty uniform for fighter pilots was developed by designing and evaluating 

through design standards and evaluation schemes. Second, we developed a flight suit prototype 

and improved its outstanding quaility in all aspects of requirements, so it could be defined as a 

final product. The regression equations considering the design standard were modified after the 

prototype evaluation, and a final pattern draft equation was invented through a proportional 

method and short measured method. The newly developed flight duty uniform had better 

performance in all aspects than existing ones, although it has a smaller size at interscye length, 

back interscye length, scye depth, shoulder width, biceps circumference, midthigh 

circumference, and crotch length. It was due to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pattern considering 

the pilots’ body sizes. 

A newly developed flight duty uniform could offer better working conditions to fighter pilots. 

Moreover, it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ROKAF and heighten their pride. It could be 

expected that the flight suit design standard and evaluation scheme that have been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be a fundamental data input for designing personal flight gear and flight suit 

evaluation standard enactment. In addition, all development processes used for this study might 

be a guideline for designing special clothing. 

 

Keywords: Flight Duty Uniform, Flight Duty Uniform Design, Protective-Functional 

Clothing Requirements, Mobility Evaluation, Range of Motion(ROM), 

Coverall Pattern D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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