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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을 고려한  

군용 방한복 상의패턴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정 미 애 
 

본 연구는 한랭시에 착용하는 전투복인 군용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소재와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패턴상의 치수 

변화만으로 치수 및 동작적합성 그리고 형태적합성이 개선되는지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보온성, 동작성, 쾌적성 등의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한 디테일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패턴을 설계하여 

동작은 용이하되 보온성과 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한복 상의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투복 위에 내피만 착용했을 때, 전투

복 위에 외피만 착용했을 때, 전투복 위에 내피와 외피를 겹쳐 입었을 

때 등 다양한 실험복의 착용형태에 따른 치수적합성, 동작적합성, 형태적

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째,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군부대 착용실태조사와 치수체계조

사, 패턴조사를 실시하였다.  

착용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비교적 사용자 각자에 맞는 사

이즈를 착용하고 있는 기존 신형전투복(44개 호칭)에 비해,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8개 호칭), 외피(18개 호칭)의 경우 사용자의 신체와 맞지 않

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장병의 신체와 상관없이 큰 사이즈 호칭을 입

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향후 새로운 치수체계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분석되고 만들어지는 방한복 상의의 적용에 있어서 각 장병의 체형에 알

맞은 호칭의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크게 입은 경우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짧으며, 팔의 움직임과 관련한 동작에서 

불편하다고 평가하였다. 의복의 여유량 부족이라는 치수적인 문제가 직

접적으로는 동작성을 낮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간접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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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인하여 보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

한복 상의의 소매가 짧아 팔동작이 불편하여 소매에 맞춰 자신의 신체보

다 큰 사이즈를 착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몸통부분의 둘레에 필요 이

상의 여유가 남게 되는데, 신형 전투복과 신형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함께 착용하면 하향 개구부가 지나치게 열리는 상황이 되므로 대류현상

으로 인해 추위를 더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치수체계조사 결과는 신형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가 제각각 개

발된 상태라 둘레항목의 경우는 전투복과의 적절한 여유량을 유지하여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길이항목의 경우 방한복 상의 내피는 상의

길이와 화장 모두 전투복보다 짧아 적절히 피복할 수 없고, 방한복 상의 

외피는 상의길이 여유가 조금 적고 화장은 전투복보다 짧아 내외피 둘 

다 전투복을 제대로 피복할 수 없어 맞음새가 적절하지 않았다. 

패턴조사 결과는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패턴의 경우 어깨너비는 넓으

나 화장과 소매길이가 짧아 전투복을 충분히 피복할 수 없으며, 소매와 

몸판의 연결각이 매우 좁게 몸통쪽에 가까이 붙어있어 소매산이 높고 소

매통이 좁아서 팔을 올리는 등의 동작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

존 방한복 상의 외피 패턴의 경우도 어깨너비가 넓고, 화장과 소매길이

가 짧았으나, 소매산이 낮아 어깨관절 동작성은 내피보다 좋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병의 

전투활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장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치수 및 동작적

합성을 고려한 패턴 개발이 필요하였다. 

둘째,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기존 방한복 상의인 „내피A‟와 „외

피A‟의 디자인은 변경하지 않고 패턴의 세부적인 사이즈 변화만을 통하

여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개선할 수 있는 패턴인 „내피B‟와 „외피B‟의 

패턴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개선된 패턴을 기본으로 하여 전투훈련동작

에 보다 최적화하고 방한 기능 등의 보호성을 더할 수 있는 디자인 연구 

패턴인 „내피C‟와 „외피C‟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방한복 상의의 부위별 

적절한 여유량과 길이 등을 개선하여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환경 변화시 신체적 활동에 따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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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사양 적용으로 장병의 전투력과 임무수

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과 개발된 방한복 상의의 실험복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

시하였다. 치수, 형태, 동작에 대한 방한복 상의의 맞음새 평가를 위하여 

23명의 착의평가자에 의한 치수 및 동작적합성 평가와 7명의 전문가 집

단의 외관평가에 의한 형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

였다. 치수적합성과 형태적합성의 여유량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작거나 

적당인 실험복의 경우 동작적합성 평가에서는 불편하다고 평가된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크다고 평가한 실험복의 경우 동작적합성 평가에서는 편

하다고 평가하였다. 내피B와 외피B의 경우 디자인의 변화는 없이 치수

를 개선한 것만으로 동작적합성이 개선됨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단순히 

치수만 개선한 내피B와 외피B보다는 동작성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을 

적용한 디자인 연구 패턴인 내피C와 외피C의 경우 더 큰 동작시 편한 

정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작에 따라 길이의 

여유가 효과적인 경우와 길이뿐만 아니라 둘레의 여유도 함께 필요한 경

우가 있으므로 이는 인체체표 신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동작성

이 중요시되는 인체공학적 의복 개발시 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군용 방한복의 경우 한랭환경에서 착용하는 전투복이므로 일반적인 의

복원형이나 셔츠, 재킷 등과 같이 외관을 중심으로 의복의 맞음새를 평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체 가동범위의 최대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전

투훈련동작은 기동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동작이므로 이를 수행

해야 하는 장병이 군용 방한복을 착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동작적합성 측

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병들의 방한복 상의의 

올바른 치수 착용에 있어, 외관상 치수가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착용할 것이 아니라, 전투복임을 상기하여 동작효율성을 충분히 감

안한 치수의 방한복을 착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어 : 군용 방한복, 내피, 외피, 치수적합성, 동작적합성, 형태적합성 

학  번 : 2011-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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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은 감

소되었으나 영토 분쟁, 자원 확보 경쟁, 종교·인종 갈등, 분리·독립 운동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테러, 사이버 공격, 해적행위,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초국

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서 세계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동북아 안보정세는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국가들 

간에 역사 인식문제, 영토 분쟁, 해양경계선 확정 문제 등과 같은 갈등요

인으로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국방백서, 2012). 

군복은 해당 집단, 민족, 국가의 정체성 등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기능

성을 위한 과학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성은 크게 보호기능성, 

동작기능성, 인체쾌적성으로 나눠진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방어 위주

의 보호기능성이 중시되었고, 근대 이후에는 위장기능을 통한 보호기능

성이 강조되었으며 점차 동작기능성과 인체쾌적성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김범준, 2011). 

선진국들은 국방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와 군이 협력하여 연구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군사 

나노기술 연구소(ISN, Institute for Soldier Nanotechnologies)를 설립하고 매

사추세츠 내틱 솔저시스템스센터(NSSC, U.S. Army Natick Soldier System‟s 

Center) 등을 통해 통합기능성으로 가볍게 무장하여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병사체계 구현을 위한 스마트 유니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국방부 군수국(DLA, Defense 

Logistics Agency)은 ARN(Apparel Research Network) 사업을 통하여 2002년

부터는 3차원 인체측정을 통해 맞춤유니폼을 제조하는 군피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유럽은 최대 민간 연구소인 네덜란드 국립 응용과학기

술 연구소(TNO,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등을 

통해 군 피복의 첨단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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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스위스 육군에서 이미 치수 계측 기반 피복 선정 시스템을 도입

하고 있으며, CEASAR(유럽), Size USA, Size UK, Size Japan 등 인체조사사

업을 실시한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1).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장병의 피복 및 장구류 발전을 

위하여 군/산/연 공동으로 관련품목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신형 전투복의 디자인과 무늬에 

대한 개발을 필두로 한국군의 전투력 극대화 및 만족도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3차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 남성 장병 3D 인체조사 결과

를 분석하여 남성 신형 전투복 사이즈 시스템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3D 

디지털 기술과 모션캡춰(motion capture) 등의 인간공학적 체형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한국군 체형에 적합한 표준화된 전투복 패턴을 개발하고 사

이즈 시스템과 연계한 그레이딩으로 전투복의 활동성과 맞음새를 개선하

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위장 효과가 향상된 고기능성 디지털무늬 신형 

전투복이 2011년 10월 1일부터 보급되고 있다. 

신형 전투복은 기존 전투복의 폐쇄식 착용법에서 오는 환기성과 활동

성 장애 문제를 개선하여 편하고 기능적인 것으로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형태로 하계용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는 4계절 모두 착용한

다. 혹서기의 „온도지수‟와 혹한기의 „체감온도‟에 따라 부대 차원에서 

복장 착용 기준을 달리 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주로 여름에는 

전투복 소매를 걷어서 착용하고, 봄·가을은 전투복, 방한복 상의 외피를 

착용하고, 겨울에는 동내의, 전투복 위에 방한복 상의 내피, 방한복 상의 

외피를 착용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62만 한국 

군인들이 개인 피복류로 보급받아 혹한기 훈련까지 착용하게 되는 일반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군용 방한복은 한랭시 착용하는 전투복이므로 보호기능성과 인체쾌적

성 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훈련동작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작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의복이므로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 체형에 적합한 전투 피복의 개발을 통해 전투원의 전투력과 임

무수행 능력의 극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형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피, 외피의 경우 제각각 개발된 상태라 겹쳐서 

착장하는 경우 맞음새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치수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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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체계적인 사이즈 스펙 정립에 도움이 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형전투복과 연계한 군용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개선과 관련하여 기동성과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 군사적 임무수행에 적

합하도록 적절한 여유량과 길이 등의 맞음새를 고려하여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극한 전장 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신체적 활동에 따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디

자인 사양 적용으로 장병의 전투력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는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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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군 체형을 고려하고 신형 전투복과 연계하여 맞음새를 

개선하고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이 향상된 군용 방한복 상의 내·외피 

패턴을 개발하고,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기

능성을 고려한 요소를 적용한 패턴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1] 한국 남성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실시한 

착용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치

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들

을 알아보고, 치수체계 및 패턴조사를 통해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

출한다. 

 

[연구내용 2] 기존 방한복 상의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안을 적용하여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이 향상된 방

한복 상의 내외피 패턴과 방한 등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

인 요소를 추가한 패턴을 개발한다.  

 

[연구내용 3]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와 개발한 방한복 상의 내외피 

패턴의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에 대하여 착의피험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형태적합성에 대하여 전문가 외관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의복의 맞음새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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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군용 방한복은 한랭시 착용하는 전투복으로 보호기능성과 인체쾌적성 

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훈련동작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의복이다. 본 장은 복합적인 기능을 충

족시킬 수 있는 군용 방한복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군용 방

한복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와 의

복 맞음새 평가 방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군용 방한복에 대한 고찰 

 

1.  군복과 군장 

 

2013년 10월 30일 개정된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 24811호)‟(국방부, 

2013)에 따르면 “군복”이라 함은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예

식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군복의 종류 중 제복은 예복, 만찬복, 정복, 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 

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구

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익년 4월말

일까지로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인의 복장은 예장, 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전투장은 전투에 

참가할 때,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기타 각군 참모

총장이 지정한 때에 착용하는 것이다. 전투장의 차림새는 전투모, 전투복 

또는 특수복, 전투화 또는 특수화, 배낭 및 개인장구, 계급장∙휘장 및 기

타 표지장,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으로 각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

요할 때에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군장(軍裝)은 사전적 의미로 군인의 복장 또는 군대의 장비로 정의되

며 수행임무 형태별로 갖춰야 하는 전투군장 종류가 나뉘어 있으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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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 기동군장, 완전군장으로 구분하며 장구류 구성이 다르다. 수행임무 

형태별 전투군장에 대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수행임무 형태별 전투군장 

구분 단독군장 기동군장 완전군장 

수행임무 
경계근무,  

병기본훈련 

후방지역작전,  

공격작전, 5분대기,  

수색정찰, 매복작전, 

대침투작전 

방어작전,  

부대이동,  

적지종심작전,  

공중강습작전 

장구류  

구성 
통합형 전투조끼 

통합형 전투조끼 

공격배낭 

통합형 전투조끼 

공격배낭 

주배낭, 보조배낭 

자료출처: 국방부 보도자료(20110830) 인용수정 

 

2.  군용 방한복의 변천 과정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국토는 군사분계선인 38도선이 

설정되었고, 1945년 9월 11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12월 15일 대한민국 국군으로 정식 개칭하여 발족되

었다(김정자, 1998). 창군 이후 한국 군복의 시대별 변천 과정 중에서 사

용된 용어는 다르나 현재의 방한복 상의에 해당하는 피복을 중심으로 어

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시대별 변천 과정에서 „창군 이후‟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의 

자료출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국의 군복식 발전사-현대편(1998)

에 근거하여 내용을 직접 인용함을 밝힌다. 

 

* 창군 이후 (1946~1957년) 

야전상의는 계절복이 아닌 야전용 점퍼로서, 창군 초기부터 미 군

원에 의하여 보급되어 착용하였는데, 계절에 큰 관계없이 작전교육

훈련시에 가장 많이 애용하였던 제복이었다. 제식은 국방색 면직의 

개버딘 재질로 제작된 컨버터블형의 깃에 짧은 외투형의 점퍼이고, 

셔츠형의 소매에, 허리에는 조임끈을 붙여 속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형태였으며,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양측에는 겉붙임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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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주머니, 허리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다. 앞

면에는 복지색의 중형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으나 단추가 보이

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표지물은 계급장과 명찰만을 부착하였는데 

장교의 계급장은 어깨에 부착하였고, 사병은 작업복과 같은 요령으

로 좌측주머니의 우측에 부착하였다. 이 야전상의는 1958년 새로운 

제식의 미 군원품이 보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되었다.  

당시 주로 착용하였던 야전용 방한피복으로는 미 군원품인 일반 파

카(parka)와 스키파카 그리고 유엔점퍼가 있었다. 파카는 미군이 혹한

지 근무용으로 착용하던 것이 군원으로 도입되어, 주로 간부들에게 

보급되었으나 6·25전쟁 후에는 경계근무를 위한 부대피복으로 보급

되어 왔으며, 1976년에 방한용 특수피복으로만 착용하였다. 유엔점퍼

는 유엔군의 참전과 함께 미 군원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원래는 야전상의를 착용할 때 속에 받쳐 입도록 고안된 것이었으나, 

야전상의를 입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방

한복으로서는 가장 각광을 받았다. 점퍼의 겉면은 국방색 면직의 개

버딘이었고, 깃과 소매목에 조임 편직물을 부착하였으며, 앞면 중앙

부에는 6개의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를 달고, 단추고리는 직경 0.5cm 

굵기의 끈으로 만든 고리(loop buttonhole)형이었다. 허리 양측부위에

는 슬렌트 포켓을 붙이고, 안면에는 인조털을 붙인 것과 인조털 외

면에 실크천을 붙인 것 그리고 모직 담요천을 댄 것도 있었는데 순

전히 야전용 방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표지물은 부착하지 않았다. 

 

* 1958~1970년 

1958년부터 미 군원 야전상의가 종전에 착용하던 단추잠금 형식에

서 지퍼잠금 제식으로 바뀌었다. 재질과 기본형태는 종전과 같은 국

방색 개버딘에 깃은 컨버터블형이고, 소매는 셔츠소매에 플라스틱제 

중형 단추로 잠그는 형태였으며, 앞면 여미는 부위는 날개 덧붙임 

천을 붙인 모양으로 안쪽에는 지퍼를 부착하고 날개부위에는 눌림단

추를 부착한 형태였다.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뚜껑이 

달린 신축성이 있는 큰주머니, 허리의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

를 각각 부착하였고, 허리와 밑단 부위에는 조임끈을 부착하여 늘였

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 착·탈식 내피를 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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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지물은 계급장과 명찰만을 부착하였는

데, 장교는 어깨의 견장대에 정장 계급장, 사병은 좌측주머니 뚜껑 

우측에 약장 계급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 군원 

야전상의의 보급은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1963년부터는 국내조변품으

로 충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지퍼와 눌림단추의 품질이 다소 불량하

여 지급품보다는 암시장에서 미제 야전상의를 개인 구입하여 착용하

는 사례가 많았다. 그 이후 점차 국산 야전상의의 품질이 향상되어 

1960년대 후반기부터는 미제 야전상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

다. 

 

* 1971~1980년대 

1971년 2월 25일부터 간부의 피복 보급제도가 변경되면서 제복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깃의 형태도 스포츠 칼라형태로 변경되고, 등 뒤 

양측에 아코디언형식의 주름을 잡고, 팔꿈치부위도 팔을 접었다 폈

다 하기에 편리하도록 보완하였다.  

특전요원의 야전상의는 1983년 1월 31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

거 특전요원의 야전상의 색상을 1980년에 개선된 특전복의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방한모를 별도로 휴대하는 번거로움과 

장비의 경량화를 위해 야전상의의 깃 뒤쪽에 두건을 부착하였는데, 

착용하지 않을 때는 겹으로 된 깃 속에 넣어 지퍼로 잠가 보이지 않

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식으로 개정된 야전상의는 예산상의 문제

로 1990년까지도 제식만 승인되었을 뿐 실제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해군의 경우 1988년 4월 특전요원의 복제 재검토시 야전 점퍼의 

제식도 일부 개선하여 모자를 착·탈식으로 개조하고, 평상시의 깃의 

상태는 세운 깃으로 하였다.  

공군의 야전상의는 국방색 H.B.T.지로서, 노타이형의 점퍼 제식이

다. 허리와 맨 밑 부분을 줄임끈으로 맨다. 앞섶을 2중으로 하여 단

추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부착하며, 방한용 탈착식 라이너를 부

착하였다. 

 

* 1990년대 이후 



 

 - 9 - 

야전상의는 1983년 후반기부터 1년여에 걸쳐 전투복장에 대한 개

선 연구의 결과 얼룩무늬 전투복으로의 개선안이 결정되고, 예산상

의 문제로 유보되다가 1991년 1월 3일에 <국인근 제24172-25호>로 

정식으로 개정 승인되면서 전투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의 

변경이 없이 색상만을 전투복과 같은 문양의 위장색으로 개정하였다. 

원래 야전상의는 전투복과 함께 연구되고 개선 건의되었으나 특수복

장인 관계로 기본복장인 전투복의 색상이 결정된 연후에 조치될 사

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이 조금 늦어져 1991년 초에 승인되었던 것이

다.  

 

* 2010년대 이후 

20여년 동안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해 왔으나, 21세기 전장환경과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고, 개인 전투활동성 및 생존성 향상, 신세대 

장병의 체형 등을 고려한 차세대 신형전투복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국방부 보도자료, 20120906). 이에 한반도 지형환경을 고려한 

5도색 디지털무늬를 사용하여 위장효과를 대폭 향상시킨 신형 전투

복이 2011년부터 보급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신형 방한복도 개정되어 

착용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아직은 1991년 개정 이후로 거의 20여 년 동안 착용

되어온 얼룩무늬의 구형 방한복과 2011년부터 개정되어 착용된 디지

털무늬 신형 방한복이 병용되고 있으나 2014년 5월이면 병용기도 끝

날 예정으로 이후 신형 방한복으로의 완전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 군용 방한복의 시대별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시각 자료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현재의 방한복 상의 외피에 해당하는 피복은 

시대별 변천과정에서 주로 „야전상의‟, „야상‟으로 불려졌으며 이는 2011

년 방한복 상의 외피로 명칭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전투복과 야전상의 

사이에 방한용으로 입었던 „유엔점퍼‟, „야상 내피‟, „깔깔이‟ 등으로 불려

온 피복은 방한복 상의 내피로 명칭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군용 

방한피복의 종류가 많고 방한피복에 대한 용어도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

게 쓰이고 있어 피복별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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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용 방한복 변천 과정 

야전상의(1948~1958년) 유엔점퍼(1950~1958년) 야전상의(1958~1970년) 

   

야전상의(1983년~,특전복) 야전상의(1991년~)* 신형 방한복(2011년~)** 

   
자료출처: 국방군사연구소(1998)  

* http://minihp.cyworld.com 

** MBC(2013) 

http://minihp.c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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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용 방한복의 정의와 종류 

 

군용 방한피복류는 겨울철 근무 및 작전 상황시 체온을 보호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작전역량을 높이는 목적의 피복류이다(산업통상자

원부, 2013). 체감온도를 고려한 단계별 복장 착용 기준에 따라 상시 지

침에 준하되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최저온도를 고려하여 과도한 복장착

용은 방지하고 과소 착용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용 방한피

복은 스키복, 특수목적 방한피복, 기능성 방한피복, 일반 방한피복으로 

구분하며 종류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군용 방한피복 종류 

구분 종류 

스키복 스키복, 설상복 

특수목적 방한피복 특전사용 방한복 

기능성 방한피복 스마트 방한피복 

일반 방한피복 방한복 상의 

                                   

기능성 방한복은 두건, 외피 상의, 내피 상의, 외피 하의, 내피 하의 및 

발열체에 규정한다. 첨단소재와 다기능을 적용한 혹한기용 기능성 방한

복은 충전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여 6시간 동안 최대 55℃의 발열이 가

능한 전자식 발열팩을 장착할 수 있는 스마트 방한피복으로 2010년 6월 

개발 완료 후 2011년부터 매복 부대와 최전방 GOP(전방관측소), 해∙강안 

부대 등에 초도보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3년까지 전방부대

의 매복∙경계병력을 대상으로 기능성 방한복 보급을 완료한 이후부터 전

방부대의 일반방한 병력을 대상으로 기능성 방한복을 확대 보급할 예정

이다. 현재는 임무수행 기준에 따라 한랭환경 경계근무나 매복훈련시 부

대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보급되는 기능성 방한복이 부대관리 품목으로 

분류되어 보급 중이며 부대 인가 병력의 수만큼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써 일반 전투병은 개인 보급이 되지 않는다. 기능성 방한복은 <그림 1>

에 참고 사진을 제시하였다. 

 



 

 - 12 - 

 

<그림 1> 기능성 방한복 구형과 신형 (연합뉴스, 20101115) 

 

<표 4> 일반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 

방한복 상의 내피 방한복 상의 외피 

  

* 줄임말로 „방상내피‟라고 함 

* 일명 „깔깔이‟로 불렸음 

* 전투복과 방상외피 사이에 착용 

* 줄임말로 „방상외피‟라고 함 

* „야전상의‟의 정식 명칭 

* „야전상의‟ 또는 „야상‟으로 불렸음 

 

본 논문에서의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군용 방한피복 종류 중 전 

병력에 지급되어 혹한기 훈련 참여시에도 착용하게 되는 일반 방한피복

에 속하는 것으로 하의는 없고 상의로만 구성되어 있다.  

방한복 상의 내피는 줄임말로 „방상내피‟로 불리기도 하고 일명 „깔깔

이‟로 불리기도 한다.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외피 사이에 착용하며 외부

에서 내피가 보이지 않게 착용해야 한다. 방한복 상의 외피는 줄임말로 

„방상외피‟로 불리기도 하고 이전에 사용된 „야전상의‟ 또는 이를 줄인 

„야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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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는 1991년에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착용되는 얼룩무늬의 

구형 방한복이 현재까지도 병용되고 있으나 2014년 5월 이후로는 병용기

도 끝날 예정이므로, 이후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기존 방한복은 개선하

고자 하는 대상인 2011년 이후 디지털무늬를 적용한 신형 일반 방한복 

상의만으로 의미를 제한하도록 한다. 

방한복 상의 내피는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외피 사이에 착용하며 방한

복 상의 외피는 전투복 위에 착용하거나 전투복과 겹쳐 입은 내피 위에 

착용하므로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착

용감과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다음의 <표 5>는 현용 방한복 상의 착장 형태별로 전투복만 착장한 

상태, 전투복 위에 방한복 상의 외피를 착장한 상태, 전투복 위에 방한복 

상의 내피를 착장한 상태, 전투복 위에 방한복 상의 내피를 입고 그 위

에 외피까지 입은 상태를 보여준다. 

 

<표 5> 방한복 착장 형태 

전투복 전투복&외피 전투복&내피 전투복&내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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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용 방한복의 특징 

 

4.1.  피트성 등급 분류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에 대한 국방규격서 KDS 0000-3002에 따르면 

군 피복류의 품목별 피트성 분류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피트성 등급 분류 

등급 피트성 분류 적용 대상 품목류 

A 최고 피트성 
각군 장∙사병/사관학교 생도/학군단용 정복 

및 근무복류 

B 고 피트성 전투복/훈련복류, 드레스셔츠, 블라우스 

C 중 피트성 야전상의, 정비복, 비행복, 점퍼류, 우의 

D 저 피트성 
파카등 방한피복, 운동복류, 의무 피복류, 

내의류, 모자, 양말 

자료출처: 국방규격서 KDS 0000-3002 

 

국방규격 KDS 0000-3002에서의 피트성 등급 분류표는 얼룩무늬 구형 

피복류 보급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여기서 „야전상의‟는 현재의 „일반 방

한복 상의 외피‟에 대한 당시 용어이며 C등급의 중 피트성에 속하고, „파

카 등 방한피복‟은 현재의 „기능성 방한복‟과 „일반 방한복 상의 내피‟가 

속한 D등급으로 저 피트성에 속한다.  

중 피트성인 C등급에 속한 현재의 방한복 상의 외피는 18개의 호칭체

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저 피트성인 D등급에 속한 방한복 상의 내피는 

현재 8개의 호칭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4.2.  방한복 상의 구형과 신형 비교 

 

2011년 10월 디지털 무늬의 신형 전투복 보급과 더불어 신형 방한복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1991년 개정 이후로 계속 착용되어온 기존 

얼룩무늬 구형 방한복도 많은 장병들이 착용하고 있는 병용시기를 거치

고 있다. 병용되고 있는 방한복 상의의 구형과 신형은 <표 7>와 같다. 

 



 

 - 15 - 

<표 7> 방한복 상의 구형과 신형의 앞면 사진 비교 

 구형 (1991년형) 신형 (2011년형) 

방

상

외

피 

  

방

상

내

피 

  

 

<표 8> 방한복 상의 외피의 구형과 신형의 사양 비교 

항목 구형 (1991년형) 신형 (2011년형) 

칼라 convertible collar stand & convertible collar 

앞여밈 one-way zipper, snap two-way zipper, velcro 

가슴주머니 
좌우, snap,  

accordion & flap 

좌우, hidden button,  

accordion & flap 

허리주머니 
좌우, snap,  

piping & flap 
좌우, velcro, patch & flap 

소매주머니 주머니 없음 
좌-3중(지퍼박스펜)/우-박스,  

velcro, flap 

커프스 둘레 snap velcro 

견장 snap button 

겨드랑이 아래 eyelet hole 없음 eyelet hole (4개) 

봉제선 방수테이프 처리 않음 방수테이프 처리 

 

<표 8>는 현재 병용되고 있는 방한복 상의 외피의 구형과 신형에 대

한 사양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방한복 상의의 구형 외피는 컨버터

블 칼라에 일방향 지퍼와 스냅으로 고정하는 앞여밈 방식이다. 양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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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주머니는 아코디언 포켓에 스냅으로 고정하는 플랩 포켓이고, 양쪽 허

리주머니는 외입술 입구에 스냅으로 고정하는 플랩 포켓이다. 커프스 둘

레는 2개의 스냅으로 조절하고 견장도 스냅으로 고정한다.  

방한복 상의의 신형 외피는 젖히면 컨버터블 칼라가 되고 세우면 스탠

드 칼라가 되고 양방향 지퍼와 벨크로를 이용하여 앞을 여미는 방식이다. 

양쪽 가슴주머니는 아코디언 포켓에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히든처리하여 

단추로 고정하는 플랩 포켓이고, 양쪽 허리주머니는 패치 포켓에 벨크로

로 고정하는 플랩 포켓이다. 구형에는 없는 소매주머니는 왼팔 소매의 

경우 하단의 지퍼 처리된 포켓 위에 중간의 박스 포켓이 있고 그 위의 

상단에는 펜 포켓이 있는 3층 구조로 벨크로로 고정하는 플랩 포켓이며, 

오른팔 소매의 경우 박스 포켓에 벨크로로 고정하는 플랩 포켓이다. 커

프스 둘레는 벨크로를 이용하여 조절하고 견장은 버튼으로 고정한다. 겨

드랑이 아래에는 아일렛 구멍이 4개가 있고 모든 봉제선은 방수테이프로 

심실링 처리가 되어있다. 

<표 9>는 현재 병용되고 있는 방한복 상의 내피의 구형과 신형에 대

한 사양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방한복 상의의 구형 내피는 완만한 

V자 형태의 네크라인에 지퍼로 앞을 여미고 몸판 완성선 전체에 파이핑

이 둘러져 있다.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퀼팅 처리되어 있으며, 

허리둘레 양 옆으로 밴드가 처리되어 있고 소매단은 립조직으로 되어 있

다. 방한복 상의의 신형 내피는 스탠드 칼라에 지퍼로 앞을 여미고 칼라, 

어깨, 소매단, 지퍼에 짙은 갈색으로 배색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수직선

의 퀼팅 처리되어 있으며, 소매단은 밴드형과 립조직형이 있다. 

 

<표 9> 방한복 상의 내피의 구형과 신형의 사양 비교 

항목 구형 (1991년형) 신형 (2011년형) 

칼라 완만한 V-neck line 스탠드 칼라 

앞여밈 지퍼 지퍼 

허리둘레 밴드처리 (양옆) 밴드처리 않음 

소매단 립조직형 밴드형, 립조직형 

etc. 몸판 완성선 전체 파이핑 배색(칼라어깨소매단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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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용 방한복의 요구 특성 

 

군용 방한복은 한랭시 착용하는 전투복으로 보호기능성과 인체쾌적성 

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훈련동작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의복이다. 방호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복

의 활동성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Watkins, 1984/2003), 

군사용 방한복을 개발시 작업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온성과 함께 작업동

작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이성지 외, 2012). 신

체적인 활동이 많은 군인이 착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성적인 면은 우

수하되, 쾌적성이 함께 고려된 군복이 필요하다(장지혜 외, 1999).  

Krueger(2012)는 장병들이 그들의 피복과 장구류가 잘 기능하고, 전투

복이 실제적으로 가시적, 비가시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

며, 종종 고된 임무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군복, 피복류와 개인 장구류가 기능성, 쾌적성, 보호성이 충분

하게 설계되어야 함은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Fourt & Hollies(1969)는 의복은 단지 피부의 수동적인 커버가 아니라 피

부의 열조절 기능과 상호작용하여 조정하며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상호작용의 일부는 자동적인 것으로 

의류 소재의 물리적 특성과 신체를 둘러싼 이들 소재간의 간격에 기인하

는 것인 반면 더 큰 규모의 상호작용은 의복의 양과 종류, 착의 방식, 특

히 의복의 밀폐 여부나 헐렁한 정도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일어

난다고 하였다.  

Havenith et al.(1990)은 움직임, 자세, 바람에 대하여 몸에 꼭 맞는 것보

다 여유가 있는 맞음새의 의복 세트가 더 효과적인 방한효과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 

Holmér(2009)는 방한복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 가지 키워드인 „정지 

공기층‟, „건조한 의복‟, „레이어링‟으로 요약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방한복 

앙상블은 몇 겹의 의류가 서로 겹쳐져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의복의 요구 특성들이 기술되어 

있는 서적(조길수, 2009; Inoue et al., 2013; Watkins, 2003)을 참고하여 한랭 

환경에서 착용되는 전투복인 군용 방한복으로써 갖춰야 하는 요구 특성

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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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열적 쾌적성 

 

5.1.1.  의복 사이의 정지 공기층  

 

의복 내 공기는 바람의 세기나 인체 동작의 정도에 따라 치환되는 정

도가 달라지며 바람이 셀수록 인체 동작이 클수록 공기 치환이 촉진되어 

보온력의 감소율이 커지게 되는데, 자연 대류(natural convection)를 굴뚝 

효과(chimney effect), 강제 대류(forced convection)를 풀무 효과(pumping 

effect)라고 한다(조길수, 2009). 의복간의 정지 공기층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이에 적합한 맞음새가 중요하다. 두꺼운 옷 한 겹보다는 얇은 옷이

라도 여러 겹으로 겹쳐 입는 것이 좋으며 위에 겹쳐 입는 의복은 안의 

옷이 눌리지 않도록 커서 정지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Watkins, 

2003). 의복 내부의 공기층이 9mm일 때 방열량이 최소이고, 공기층이 

10mm 이상이면 공기층 내의 공기가 대류현상으로 움직이게 되고 보온

성이 감소하게 된다(조길수, 2009).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의복의 여유량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1.2.  체표면의 피복 

 

피복된 체표면 부위에 따라 열손실량이 다르기 때문에 열손실을 줄이

기 위해서는 심부(몸통과 머리)를 우선으로 피복하고 노출된 부위가 없

도록 피복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머리는 한랭 환경시에도 혈관수축이 

거의 없어 열손실이 큰 부위이므로 보온성 향상을 위하여 이를 적절히 

피복할 수 있는 모자 또는 후드가 있는 의복 디자인이 필요하다(조길수, 

2009). 

 

5.1.3.  수분 흡수 방지 

 

공기에 비해 물의 열전도율이 약 25배로 의복이 수분 흡수를 하게 되

면 과도한 열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온성이 떨어지게 된다(Inoue et al., 

2013). 의복이 수분을 훕수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환경의 수분을 의복 

최외층이 흡수하는 경우와 인체의 불감증설 또는 땀을 의복 내층이 흡수

하는 경우이며, 환경의 수분을 막기 위해 의복 최외층을 방수 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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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의복 내부의 습기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신체 활

동까지 많게 되면 땀이 의복 내층이 젖게 된다(Watkins, 2003). 이때 신체 

활동을 줄이거나 멈추게 되면 젖은 땀으로 인해 더욱 한기를 느끼게 되

는데, 이처럼 수분 상태인 땀이 의복의 열저항을 저하시켜 과도한 열손

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After chill‟이라 한다(Inoue et al., 2013). 그러므로 

한랭 환경시에 인체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열이 상향 이동하는 점을 감안

하여 머리, 목, 몸통 순으로 개구부를 열어 발한을 피하도록 한다

(Watkins, 2003). 따라서 통기성이 부족한 아웃웨어의 경우 개구부를 설치

하는 등 디자인에 의해 의복의 환기량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착용 

조건이 크게 변했을 때에는 겹쳐 입은 의복을 간단히 벗거나 입을 수 있

도록 의복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Inoue et al., 2013). 

 

5.2.  동작 용이성 

 

전투병은 고도의 기동력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선 동작성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으므로 전투병이 취해야 하는 동작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감안하여 동작시 당기지 않도록 패턴을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의복의 가동성은 사용 소재의 물성 특성, 의복 구성 및 여유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조길수, 2009), 방호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복의 가

동성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복으로 인해 동작이 불편하게 

되면 무효 작업량이 많아져 대사량이 증가되고 땀이 나거나 피로감이 들

어 불쾌할 수 있으므로 수행임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atkins, 2003).   

따라서 의복을 착용함에 있어 인체의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기 위해서 

인체의 동작을 하기 위한 운동량을 의복형태에 맞추어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조길수. 2009), 의복의 무게를 경량화하고 의복의 층간 마

찰을 줄임으로써 수행능력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Inoue et al., 

2013). Ashdown(2011)은 움직임과 관련한 의복에서의 편안함 정도는 원단, 

소재 물성, 그리고 의류 디자인의 적절함에 따라 예측되며, 헐렁하게 떨

어지는 의복(과도한 폭이나 길이 또는 둘 다), 의류 사이가 떨어진 부분

(분리형), 의류의 개구부, 탄성 소재로 만들어진 몸에 꼭 맞는 의복, 또는 

주름이나 탄성 삽입과 같이 착용자가 움직일 때 편하게 해주는 디자인에 

의해서 의복에서의 움직임은 수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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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구성면에서는 단순히 여유량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주름, 턱 등

의 액션 플리츠(action pleats)를 넣거나 별도의 조각이나 무(gusset)를 삽입

하여 여유분을 추가하거나(Watkins, 2003), 트임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용

이하게 할 수도 있으며, 디테일 요소의 구성시에도 관절의 각도 등을 고

려하여 주머니 입구를 배치하거나 양방향 지퍼를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서 아래에서 위로 열어주어 동작을 편하게 할 수 있다.  

 

  5.3.  착탈의 용이성 

 

긴급 전투 상황에서 신속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밈 처리가 필요하

며, 단추보다는 정확한 손놀림이 필요 없이 조절이 용이한 벨크로 등을 

이용하여 개인에 따라 치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5.4.  위장성 

 

기본적인 방호 기능인 위장을 위하여 적으로부터 탐지되지 않아야 하

므로 주변 환경 특성에 잘 조화되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적외선 탐

지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5.  내구성 

 

군용 방한복은 부대별 착용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동계로 구분되는 10

월부터 4월까지 착용하며 2년 정도의 군역 기간 동안 1벌을 보급받아 관

리해야 하므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5.6.  기타 요구 성능 

 

군복의 최외층은 화염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 처리되어야 하며 

움직임에 의한 소리 발생이 없어 은폐에 용이해야 한다. 또한 착용 군인

의 신체적 방호성, 동작의 용이성, 쾌적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외모관리 등 사회적심리적 욕구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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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용 방한복과 관련한 선행 연구 

 

이성지 외(2012)는 공군 정비사용 방한복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기존 정비파카의 디자인 및 패턴, 소재를 개선하였고, 정비파카 실험

복의 여유량, 활동성, 보온성에 대하여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유량

은 피험자 관능평가로 하였고, 활동성 평가는 동작적합성 평가와 관절각

도 측정으로 하였으며, 보온성은 써멀 마네킹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디자인 개선은 기존 정비파카의 칼라가 내장형 후드를 접어 넣을 수 있

도록 지퍼를 부착한 주머니 형태라 외부의 물이 유입하게 되면 고이게 

되어 방수복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내장형 후드를 칼라의 밑

에서 접어 겉칼라와 속칼라 사이에 넣도록 하였다. 패턴 개선은 기존보

다 상의길이를 9cm 짧게 하여 움직임의 제약을 줄였고, 팔은 입체적으로 

굽은 형태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소매통을 2cm 늘여 팔동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칼라높이를 1cm 높여 얼굴을 덮는 피복면적을 증가시켜 보온성

을 높였다. 활동성 평가에서 개발 정비파카가 기존 정비파카에 비해 모

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정비복에 의한 활동의 구속이 발

생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 함께 착용되는 의복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권서윤 외(2012)는 전차병 점퍼의 디자인과 보온성 및 기능성이 향상

된 의복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진행된 착용만족도와 보온성

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차부대 소속병력을 중심으로 현 전차병 점퍼의 착

용실태를 통하여 디자인, 소재의 기능성, 동작적합성, 피트성 등 의복기

능성에 대한 전차병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아웃웨어

와의 보온성을 비교하였고, 결과적으로 보온성과 내구성 있는 소재 사용

하여 전체 길이를 개선하고 보온성 향상을 위한 의복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지혜 외(1999)는 군인의 운동시 착용 군복의 쾌적감과 체온 조절 강

도, 이에 따른 신체의 생리적인 환경에의 적합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한 성인 남성 3명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 착용되던 전투복, 야전 상

의, 방상내피를 겹쳐 입은 세 가지 변인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

석하여 군복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실험복 세

트(전투복, 전투복+방상외피, 전투복+방상외피+방상내피)의 경우 각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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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의 환경조건은 기온 20±1°C, 습도 

58±2%, 기류는 0.1m/sec이하로 전투복만 착용하는 시기와 유사한 표준상

태였으며, 이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운동시 평균피부온, 의복내 습도 

등에서 방상내피가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저자 또한 한랭환경에서의 정확한 검증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듯이 기본적으로 생리실험의 경우 해당 의복 착용시기와 

유사하도록 각기 다른 실험환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록 실험용 의

복으로 방한복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방한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무

리가 있는 연구였다. 

Jussila et al.(2010)은 핀란드 북부에서 11일 간의 동계 군사 훈련 동안 

장기 한랭 노출에서의 인체의 열과 수분 보호와 관련된 의복 쾌적성과 

신체적정신적 임무수행에 대하여 평균 20세의 징집 남성을 대상으로 세

대별 3종류의 방한복 시스템의 효과를 실험 평가하였다. 훈련은 두 부분

으로 전투훈련과 전투사격훈련이었다. 의복 쾌적성과 신체적정신적 임

무수행에서의 주관적 체험은 일일 의복 설문조사와 관찰카드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수행해야 할 임무, 환경 조건을 고려한 

의복의 소재와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개발이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동안

의 쾌적한 감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군복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군복에 내재된 국가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범준, 2011), 전쟁양상과 군복 디자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군복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권상희 외, 2006), 전투복 및 개인 군장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장구류 개선을 위한 연구(구자원, 2002) 등이 있으며, 군복의 기

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로는 전투복을 주제로 한 연구(이주현, 2012; 최지

숙, 2003; 이강정, 1999; 김경희, 1990)는 있으나, 군용 방한복과 관련된 연

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군용 방한복과 관련한 연구는 공군 정비파카(이

성지 외, 2012)와 전차병 점퍼(권서윤 외, 2012)와 같이 단일 피복을 개선 

및 개발하여 외관평가와 동작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연구가 있고, 군용 

방한복의 의복 조합과 관련한 연구로는 전투복, 내피, 외피의 겹쳐 입는 

변인에 따라 생리실험을 진행한 연구(장지혜 외, 1999)가 있다. 주로 보온

성 평가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군용 방한복의 조합에 따른 치수와 

동작, 그리고 형태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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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랭시에 착용하는 전투복인 군용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소재와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패턴상의 치수 

변화만으로 치수 및 동작적합성 그리고 형태적합성이 개선되는지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동작성, 보온성, 쾌적성 등의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한 디테일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패턴을 설계하여 

동작은 용이하되 보온성과 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한복 상의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투복 위에 내피만 착용했을 때, 전투

복 위에 외피만 착용했을 때, 전투복 위에 내피와 외피를 겹쳐 입었을 

때 등 다양한 실험복의 착용형태에 따른 치수적합성, 동작적합성, 형태적

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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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작과 체표변화 

 

인체의 동작을 연구하는 학문을 운동 기능학(kinesiology)이라고 부르며, 

움직임을 연구하는 동역학은 운동이나 변화에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해 연

구하는 운동역학(kinetics)과 동작을 유발시키는 힘이나 토크(torque, 회전

력)는 고려하지 않고 신체가 움직임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신체분절에 의

한 움직임의 형태나 속도를 포함한 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움직

임을 공간좌표상의 각도로 표현하는 운동형상학(kinematics)으로 양분된다.  

운동형상학(kinematics)은 회선축(axis of rotation)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회

선운동(rotation)에 대한 각운동형상학(angular kinematics)과 인체의 분절 

또는 전체가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것을 묘사하는 선운동형상학(linear 

kinematics)으로 나누어진다. 인체의 움직임은 대부분 분절과 분절을 연결

하는 관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운동(angular motion)이다(정호발, 2009). 

전투훈련동작은 전투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기술로 인체 동작

의 주요 관절인 목, 어깨, 팔꿈치, 몸통, 무릎 등을 모두 사용하며 인체 

가동범위의 최대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여러 관절이 동시에 관여하면서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동작이므로 일상적인 동작과는 

구별되어야 한다(이주현, 2012).  

본 절에서는 동작적합성 평가시 사용되는 동작과 자세와 관련하여 인

체 기준면, 축, 방향, 동작에 대한 용어 종류와 정의를 알아보고, 패턴 개

발에 참고하기 위하여 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동작 용어의 정의 

 

해부학적 자세(anatomical reference position)는 다리는 약간 벌리고 손바

닥이 정면을 향한 채 긴장을 푼 상태에서 팔을 양쪽으로 내려뜨리고 바

로 선 자세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서 있는 자세가 아니며, 움직임에 관

한 용어가 정의되었을 때의 기준점 또는 출발위치로서, 인체의 위치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자세이다(Hall, 2010). 인체의 해부학적 자세와 

인체 기준면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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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축(횡단축, 내외축, Y축) 

 

 

 

 

                                          전후축(시상축, X축) 

 

 

 

 

 

 

장축(수직축, 종단축, Z축) 

 

<그림 2> 해부학적 자세와 인체 기준면 (Neumann, 2011. 인용수정) 

 

인체의 기준면(cardinal plane)은 인체를 질량에 의하여 반으로 나눈 세 

개의 가상 수직기준면이다. 정중면(정중시상면)은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수직면으로 신체 또는 기관을 좌우대칭으로 이등분하는 면이다. 시상면

(전후면)은 정중면과 평행을 이루는 모든 면이며, 관상면(전두면, 좌우면)

은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으로 시상면과 직각을 이룬다. 횡단면(수평

면)은 인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면으로 시상면과 관상면에 직각이다. 

인체의 분절은 연결된 관절을 통과하는 가상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

전하며 세 개의 축이 사용된다. 좌우축(횡단축, 내외축)은 시상면에 수직

으로 Y축이고, 관상면(전두면, 좌우면)에서의 회전은 전후축(시상축)인 X

축에서 발생하고, 횡단면 회전은 장축(수직축, 종단축, Z축)에서 발생한다.  

인체가 해부학적 위치에 있을 때 인체의 모든 분절은 0도에 위치한다고 

보고 해부학적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신체분절의 회전은 운동방향에 따

라 명명되고 신체분절의 위치와 해부학적 위치 사이의 각도로 측정된다. 

인체의 기준면과 축, 방향, 동작에 대한 종류와 정의는 <표 10>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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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체 기준면과 축, 방향, 동작의 종류와 정의 

 영어 한글 한자 정의 

기 

준 

면 

Median plane 

Midsagittal plane 

정중면 

정중 

시상면 

正中面 

正中 

矢狀面 

인체를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면 

sagittal plane 

anteroposterior 

시상면 

전후면 

矢狀面 

前後面 

정중면과 평행을 이루는 모든 면 

인체를 세로로 나누어 좌∙우로 분할하는  

모든 면으로 관상면과 수직인 면 

coronal plane 

frontal plane 

관상면 

전두면 

좌우면 

冠狀面 

前頭面 

左右面 

인체를 전∙후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면 

인체를 세로로 나누는 면으로 시상면과  

수직인 면 

transverse plane 

horizontal plane 

횡단면 

수평면 

橫斷面 

水平面 

인체를 상∙하로 분할하는 면 

시상면과 관상면에 수직인 면 

축 

medial axis 정중축 正中軸 관상면과 시상면이 수직을 이루는 축 

longitudinal axis 

vertical axis 

장축 

수직축 

종단축 

長軸 

垂直軸 

縱斷軸 

상∙하측 수직으로 연장되는 축. Z축 

anteroposterior axis 

sagittal axis 

전후축 

시상축 

前後軸 

矢狀軸 

시상면 위에 존재하며 전∙후방으로  

연장되어 있는 축. X축 

transverse axis 

mediolateral axis 

횡단축 

내외축 

橫斷軸 

內外軸 

관상면 위에 놓여있고 좌∙우측으로  

수평하게 연장되어 있는 축. Y축 

방 

향 

superior 위쪽 上(상) 머리에 가까운 쪽 

inferior 아래쪽 下(하) 발에 가까운 쪽 

anterior 앞쪽 前(전) 몸의 정면과 가까운 쪽 

posterior 뒤쪽 後(후) 몸의 뒤면과 가까운 쪽 

medial 안쪽 內側(내측) 몸의 중심인 정중면과 가까운 쪽 

lateral 가쪽 外側(외측) 몸의 정중면으로부터 먼 쪽 

proximal 몸쪽 近位(근위) 팔다리 부위에서 몸통쪽에 가까운 쪽 

distal 먼쪽 遠位(원위) 팔다리 부위에서 몸통쪽으로부터 먼 쪽 

dorsal 등쪽 背側(배측) 손,발 부위에서 등쪽에 가까운 쪽 

Palmar 

plantar 
바닥쪽 

掌側(장측) 

低側(저측) 
손,발 부위에서 바닥쪽에 가까운 쪽 

동 

작 

flexion 굽힘 屈曲(굴곡) 해부학적 자세보다 각도가 주는 움직임 

extension 폄 伸展(신전) 해부학적 자세로 되돌아가는 움직임 

abduction 벌림 外轉(외전) 몸의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움직임 

adduction 모음 內轉(내전) 몸의 정중면으로 가까워지는 움직임 

rotation 돌림 回轉(회전) 몸의 종단축을 중심으로 도는 움직임 

pronation 엎침 回內(회내) 손바닥이 뒤를 향하게 회전하는 움직임 

supination 뒤침 回外(회외)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회전하는 움직임 

자료출처: 이순원 외(2002), 정호발(2009), Hall(2010), Watkin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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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에 의한 체표길이 변화 

 

Erwin et al.(1979)은 여유량 적용시 현재의 패션, 의류 스타일, 소재, 사

용자의 체격, 활동에 적당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유량은 의복의 기

능성을 위해 신체에 더해주는 양으로 „ease‟라고 하며, 인체에 의복을 입

은 상태에서는 „인체와 의복과의 공간‟이며, 패턴상에서는 „인체 한 부위

의 체표길이와 의복의 길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슴 부위에 

의복과 체표 사이의 공간인 단면도에서 공극량이 1cm 정도가 된다고 하

면 패턴에서의 여유량은 약 6cm가 된다(김혜경 외, 2001).   

관절의 가동범위는 개인차가 있고,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 다르며, 인

체의 신장 지점에 따라 신장률 차이가 있고 상반신의 옆선 부분의 신장

률이 가장 높으며, 등(13~16%), 엉덩이 주위(4~6%), 팔꿈치둘레(15~22%), 

팔(35~40%), 무릎둘레(12~14%), 다리(35~45%)이다(조길수, 2009).  

류신아(2005)는 동작시 필요한 적절한 패턴 치수와 여유량을 찾고자 

동작 자세에 따른 인체 측정을 하였으며, 뒤팔꿈치점에서 위와 아래로 

각각 10cm, 20cm에 해당되는 길이는 최대굴곡인 145도인 경우에 6cm 

(29.8%)의 증가량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은정 외(1996)는 여성을 대상으

로 동작 중 가장 많은 활동량과 범위를 가지는 상지동작에 따른 인체 변

화를 분석하였고, 어깨점에서 허리선까지 수직길이(8.82cm), 겨드랑점에

서 허리선까지 수직길이(7.38cm)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주현(2012)은 동작별 3차원 인체 형상으로 인체 치수를 측정하고 신

축량과 신축률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표 1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11> 전투훈련 세부동작별 체표길이 최대신장부위와 신축 결과 

평가동작 세부동작 최대신장부위 신축량(cm) 신축률(%) 

서서던지기 동작1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1 8.9 

높이뛰기 동작2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위팔둘레 

10.9 

5.7 

27.7 

17.1 

팔동작몸통받쳐 동작3 허리둘레 5.1 6.6 

응용포복 

동작4 
겨드랑둘레 

옆길이 

2.8 

13.1 

6.2 

63.0 

동작5 

가슴둘레 

팔꿈치둘레 

위팔길이 

8.2 

8.0 

4.9 

8.5 

32.5 

14.6 

자료출처: 이주현(2012), 인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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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주(1995a)는 상지체표의 신축특성을 분석하고 부위별 필요여유량

을 검토함으로써 소매의 동작기능성을 고찰하였으며, 상지체표의 신장 

정도는 길이부위가 둘레부위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안팔길이는 동작시 

가장 많은 여유량인 65.6mm, 겨드랑이밑 상완둘레, 바깥팔길이 부위는 

최고 60mm 이상의 체표신장을 보여 특히 많은 여유량이 요구되며, 반면 

진동둘레는 10.1mm, 전완둘레는 6.3mm, 손목둘레는 0.6mm 정도의 낮은 

체표신장을 보였고, 소매산 길이는 수축만을 보여 활동이 많을수록 소매

산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해주(1995b)는 상지체표 신장영역의 전개 단계를 <그림 3>으로 보여

주었다. 팔꿈치 위쪽이 최대신장영역을 형성하고, 그 다음 겨드랑이 앞쪽, 

팔꿈치 아래쪽, 겨드랑이 뒤쪽, 팔꿈치상방의 앞뒤쪽의 순서로 영역이 

확대되며, 동작시 팔꿈치를 지나는 바깥팔길이에서 큰 체표변화가 있으

므로, 팔꿈치점을 중심으로 체표길이 증가율을 소매설계에 적용하기 위

하여 팔꿈치점을 지나는 소매길이 측정법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그림 3> 단계별 상지체표 신장 영역 (최해주, 1995b) 

 

팔꿈치 부위는 동작 가동관절 부위이고 운동범위가 넓어 적정한 여유

량이 필요하며, 활동이 많은 기능복으로 원형소매는 부적합하나(최해주, 

1995a),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경우 원형소매에 가까운 형태이므로 

활동성이 중요한 군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매산이 낮은 2장 소매로 하여 팔의 입체적인 모

양을 고려해 소매를 곡선으로 처리하고, 팔꿈치둘레 위아래 부분에는 

턱(tuck)을 넣어 최대신장영역인 팔꿈치를 중심으로 소매길이와 팔꿈치둘

레에 여유를 주었다. 겨드랑이밑 상완 앞뒤 부분의 둘레에 여유를 주어 

„무(gusset)‟가 삽입된 효과를 나타내 동작기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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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작과 관련한 선행 연구 

 

이성지 외(2012)는 군사용 방한복을 개발할 때에는 작업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온성과 함께 작업동작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활동성 평가는 동작적합성 평가와 관절각도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군 정비사용 방한복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보다 상의길이를 9cm 짧게 하여 다리와 몸의 굴곡과 신전시 움직임

의 제약을 줄였고, 팔은 입체적으로 굽은 형태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소

매통을 2cm 늘여 팔동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개발 정비파카는 기존 정비

파카에 비해 여유량이 개선되어 착용감이 높아졌으며, 활동성이 더욱 증

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2012)은 전투훈련동작에 적합한 전투복 상의 개발을 위하여 패

턴 설계에 필요한 최소 필요 여유량을 설정하기 위해 전투훈련동작을 분

석하였다. 모션캡쳐 소프트웨어인 Qualisys System (Qualisys AB, 스웨덴)과 

캡쳐된 동작을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Visual 3D(C-motion, Inc., 미

국)를 사용하여 3차원 관절각 분석과 3차원 인체형상 체표길이 분석을 

하였다. 또한 동작적합성의 평가 동작을 선정하기 위해 12개 훈련동작인 

서서쏴, 엎드려쏴, 앉아쏴, 총검술 기본동작, 높이뛰기, 온몸비틀기, 팔동

작 몸통받쳐, 서서던지기, 굽혀던지기, 드러누워던지기, 기본포복, 응용포

복에 대한 최대 동작 범위를 조사하고 각 관절의 최대 동작 시점이 포함

된 5가지의 전투훈련동작의 연속동작과 최대동작시점에서의 세부 동작 6

가지를 제시하였다. 선정된 세부동작은 <그림 4>과 같다. 

 

동작1 동작2 동작3 동작4 동작5 동작6 

  

   
 

 

<그림 4> 전투훈련동작의 세부동작 

(이주현, 2012. 인용수정) 



 

 - 30 - 

권서윤 외(2012)는 전차병 점퍼의 디자인과 보온성 및 기능성이 향상

된 의복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착용실태조사에서 현

장평가를 통하여 전차병의 작업환경과 일반훈련시, 전차 승하차시, 전차 

내부에서의 운전시 등 전차병 작업 동작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점퍼의 디

자인과 관련이 있는 전차병의 동작 5가지를 추출하여 전차병들이 각 동

작을 취한 후에 점퍼의 동작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5가지 동작은 선

자세, 팔을 앞으로 최대한 올리기, 팔을 옆으로 최대한 올리기, 허리를 

앞으로 90도 굽히기, 쪼그려 앉기였다. 기존 전차병 점퍼의 길이가 허리

둘레선 정도이므로 선 자세와 쪼그려 앉기 등의 동작에서는 비교적 만족

하였으나, 팔을 앞이나 옆으로 올릴 경우에는 겨드랑이와 어깨 부분이 

걸려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김성숙(2005)은 건설현장 작업복의 동작 및 생리적 기능성 향상을 위

한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 빈도가 높은 동작

을 중심으로 동작기능성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상의와 관련한 항목

으로는 어깨관절 굴곡에 따른 4단계, 어깨관절 외전에 따른 4단계, 몸통

관절 굴곡에 따른 4단계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동작을 

취하고 뒷품, 뒷중심, 어깨솔기, 위팔, 손목, 옆솔기, 앞중심, 앞품 부위에 

대해 당기지 않고 편안한가의 관능검사로 동작기능성을 평가하였다. 

Luo et al.(2012)은 소방복의 동작효율성을 위하여 상의에 적용한 „테일 

코트(tail coat)‟, „인체공학적 겨드랑이 주름(ergonomic under arm bellow)‟의 

디자인 특성이 착용자의 동작성과 유연성에 대한 운동 범위를 향상시켰

다고 하였다. „Tail jacket‟은 모든 몸통 굴곡의 95%가 앞면에서 일어나며 

뒷면에서는 오직 신전만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비기능적인 앞면을 짧

게 하여 의복 중량의 부담을 줄이고 통기성을 향상시키며, 다리 윗부분

의 동작에 제약을 없애 소방대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팔의 동작성과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ROM(range of motion)의 어깨 신

전과 외전 각도가 적용되었다.  

Huck(1988)는 디자인이 다른 3종류의 소방복에 대하여 신체 움직임을 

제약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ighton Flexometer(Leighton, 1955)를 사

용하여 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서의 주요 신체적 활동을 대표하는 8가지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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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복 맞음새 평가 

 

의복 맞음새란 „의복 치수와 의복 형태가 인체에 맞는 모양, 상태, 정

도‟라 정의할 수 있으며 „좋다‟ 또는 „나쁘다‟ 등으로 표현된다. 의복 맞

음새가 „좋다‟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여유분이 포함된 의복의 3차원 형

태가 인체의 3차원 형태에 적합하여 외관이 아름답고 동작하는데 편안해

야 하므로 외관과 관련된 의복의 형태적합성과 동작과 관련된 의복의 동

작적합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김선영 외, 2012).  

전투훈련동작에 적합한 전투복 상의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패턴 제

도법을 개발한 이주현(2012)은 전투복과 같이 특수한 동작을 수행하는 

의복의 경우 일반동작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적합

성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일반동작

시 착의평가 항목은 바로 선자세, 목관절 굴곡, 목관절 회전, 목관절 외

전, 어깨관절 90도 굴곡, 어깨관절 180도 굴곡, 어깨관절 90도 외전, 팔꿈

치관절 최대 굴곡, 몸통관절 최대 굴곡시 세부 부위별 평가 항목을 제시

하였으며, 5가지 전투훈련동작인 서서던지기, 높이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굽혀던지기에 대해 연속동작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각 전투훈련

동작별 프레임 분석을 통해 선정한 각 관절 부위별 최대동작 시점에서 

세부 부위별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성지 외(2012)는 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군 정비파카를 개발하기 위하

여 기존 정비파카와 연구 정비파카로 구성된 실험복 평가에서 여유량은 

피험자 관능평가로 실시하였으며 활동성 평가를 위하여 실험복은 실제 

착장과 동일한 조건의 동정비복을 착용한 후에 기존 정비파카와 개발 정

비파카를 착용한 경우와 동정비복에 의한 활동성의 제약을 통제하기 위

하여 활동의 구속이 거의 없는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정비파카

를 착용한 경우로 나누었다. 활동성 평가는 동작적합성 평가와 관절각도 

측정으로 실시하였고, 동작적합성 평가 항목은 ASTM F1154-88(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88)에서 제시된 동작을 기본으로 정비 

작업 14개 동작이 추가로 선정되어 평가되었다. 고니어미터(Goniometer)

를 사용하여 Kim(2003)와 Huck(1988)에서 제시된 11개 동작을 기본으로 

신체 각 부위의 내전·외전, 굴곡·신전에 대한 관절각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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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윤 외(2012)는 전차병 점퍼를 개선시키고자 실시한 전차병 476명

에 대한 착의실태조사에서 전체적인 외관, 착탈의 편의성, 세부 디자인의 

적절성 등의 대한 디자인 만족도 평가와 기존 전차병 점퍼의 전체적인 

의복 여유분, 목둘레, 어깨너비 등에 대한 여유량 만족도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현장평가에서 전차병의 작업환경과 일반훈련시, 전차 승하차시, 

전차 내부에서의 운전시 등 전차병 작업 동작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점퍼

의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전차병의 동작 5가지를 추출하여 전차병들이 

각 동작을 취한 후에 점퍼의 동작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문연실(2005)은 기능성이 향상된 경찰특공대(SWAT) 작전복(BDU) 패턴 

개발을 하고 경찰특공대원 남성 5명을 착의평가자로 하고 의복 구성 전

문가 평가자 8명을 구성하여 착의평가를 하였다. 착의평가자는 외관 18

항목, 치수적합성 19항목, 동작적합성 29항목에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현

장활동적합성 25항목에 대하여는 3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의복구성 전

문가 8명은 외관평가와 치수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동작적합성은 실

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동작으로 특공무술 자세와 사격

자세, 레펠자세, 수납 자세 등을 기본동작으로 29가지로 구성하여 평가하

였고, 현장활동적합성 평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실험복을 착용한 후에 

그 위에 완전무장(작전복→방탄조끼→장비조끼→권총벨트→팔꿈치무릎

보호대→ 각종장구와 무기→방탄헬멧 착용)을 하고 평가하였다.  

최지숙 외(2003)는 기존의 전투복 하의를 밖으로 내어 입는 것을 변경

하여 전투복 상의를 밖으로 내서 착용하는 것으로 하의 속으로 오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수직방향 아래에 개구부를 적용하여 의복내기

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동작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전

투복 1벌과 연구 전투복 4벌의 동작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5명의 연구참

여자에게 실제 훈련동작 20가지 동작을 취하게 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외관평가를 위한 21개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6명이 평가를 진행하였다.  

김성숙(2005)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 빈도가 높은 동작을 중심으로 

상의와 관련하여 어깨관절 굴곡 4단계, 어깨관절 외전 4단계, 몸통관절 

굴곡 4단계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동작을 취하고 뒷품, 뒷중

심, 어깨솔기, 위팔, 손목, 옆솔기, 앞중심, 앞품의 8부위에 대해 당기지 

않고 편안한가의 관능검사로 동작기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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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kins, P.A.(2011)는 의류의 맞음새가 무의식적으로 불만의 근본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더 편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복을 가다듬게 되므로 

편안함과 기동성 향상을 위해 맞음새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한복 상의의 맞음새 평가를 위하여 착의평가자에 의

한 치수 및 동작적합성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형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선행연구의 의복 맞음새 평가 방법을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2> 선행연구의 의복 맞음새 평가 방법 

연구자 연구내용 대상 평가자 상의 평가항목 척도 

이성지 

외 

(2012) 

공군  

정비파카  

개발 

20~30대  

남성  

5명 

착용자5명 

외관: 10항목 
5점  

리커트 동작(활동성): 14항목 

고니어 

미터 
동작(관절각도): 11항목 °(도) 

이주현 

(2012) 

전투복  

상의  

패턴개발 

20대  

남성  

4명 

착용자4명 

치수적합성: 14항목 

5점  

리커트 

동작적합성(일반):31항목 

동작적합성(전투):18항목 

전문가10

명 
외관: 28항목 

권서윤 

외 

(2012) 

전차병  

점퍼 착의

실태조사 

현역 전차병 476명 

외관: 11항목 

5점  

리커트 
치수적합성: 7항목 

동작적합성: 5항목 

문연실 

(2005) 

경찰 

특공대  

작전복  

패턴개발 

경찰 

특공대

남성 

5명 

착용자5명 

전문가8명 

외관: 18항목 

치수적합성: 19항목 5점 

리커트 

착용자5명 
동작적합성: 29항목 

현장활동적합성: 25항목 3점 

최지숙 

외 

(2003) 

전투복  

디자인  

개선  

20대  

남성  

5명  

착용자4명 동작적합성: 21~28항목 5점 

리커트 전문가6명 외관: 8항목 

김성숙 

(2005) 

건설현장 

작업복 

20대 

남성7명 
착용자7명 동작적합성: 96항목 

5점 

리커트 

Luo et 

al. 

(2012) 

소방복 

패턴개발 

20~30대 

남성  

10명 

고니어 

미터 
동작(관절각도): 5항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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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신형 전투복과 연계하여 한국군 체형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이 개선된 군용 방한복 상의 패턴을 개

발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방한복 상의와 개발된 방한복 상의의 치수, 동

작 그리고 형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의복 맞음새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와 내용은 다음의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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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실태조사 

 

치수 및 동작적합성이 향상된 군용 방한복 상의 패턴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기존 

방한복 상의의 치수 및 동작적합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착용실태조사와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치수체계조사와 패턴조사로 이루어졌다. 

 

1.  착용실태조사 

 

착용실태조사는 군용 방한복을 실제 착용하는 군인의 참여를 통해서만 

평가가 가능하므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착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

용 방한복의 치수 및 동작적합성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방부

의 협조를 얻어 군부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부대

는 신형 방한복을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신형 방한복을 착용한 장병이 비

교적 집중되어 있는 부대 2곳으로 선정되었으며 1회 부대 방문 시 6~7

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2012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한번씩 총 2회가 실시

되었다. 방한복 상의에 대한 착용실태조사의 설문구성은 <표 13>에 제시

하였다. 

 

<표 13> 방한복 상의에 대한 착용실태조사의 설문구성 

회차 조사기간 조사부대 조사대상 설문문항 평가 

1차 
2012년 

11월 
M1부대 

남군 

109명 

치수적합성 각 13문항 5점 

리커트 동작적합성 각 20문항 

일반적 사항 7문항 서술 

2차 
2012년 

12월 
M2부대 

남군 

84명 

치수적합성 각 14문항 
7점 

리커트 
동작적합성 각 20문항 

디테일 관련 7문항 

일반적 사항 7문항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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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착용실태조사는 2012년 11월 30일 경기도 지역의 M1 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143부를 배포하고 회수된 143부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조사대상 해당자가 아닌 경우인 34부를 제외한 109부를 

결과처리에 사용하였다. 2차 착용실태조사는 2012년 12월 20일 경기도 지

역의 M2 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107부를 배포하고 

회수된 107부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조사대상 해당자가 아닌 경우인 

23부를 제외한 84부를 결과처리에 사용하였다. 통계패키지 Window-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량 빈도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1.1.  조사 대상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현용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착용해본 경험이 있는 20대 현역 남자 군인 중에서 현용 신형 

방한복 상의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2011년형 방한복 상의를 기준으로 개선된 패턴을 개

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 모두 신형으로 

착용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9년 개발되어 현재까지 병용되는 

구형 군복 착용자는 제외하였다. 

 

1.2.  설문 문항 

 

1차 착용실태조사 방문 부대(M1)의 설문지 구성은 착용자 특성에 관

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7문항과 방한복 상의의 치수적합성을 묻는 내외

피 각13문항, 동작적합성을 묻는 내외피 각 20문항, 기타 개선 요구사항

을 묻는 서술문항을 구성하였다. 치수적합성은 „매우 작다‟를 1점, „작다‟

를 2점, „적당‟을 3점, „크다‟를 4점, „매우 크다‟를 5점으로 하여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하였고, 동작적합성은 „매우 불편‟을 1점, „불편‟을 2점, „보

통‟을 3점, „편함‟을 4점, „매우 편함‟을 5점으로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3점인 „적당‟으로 표기한 응답이 너무 많아 

문제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2차 착용실태조사 방문 부대

(M2)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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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에서 „적당‟으로 흡수되었던 부분을 „약간‟ 또는 „조금‟이라도 어

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2차 착용실태조사 방문 부대(M2)의 설문지 구성은 1차 조사시의 경험

을 참고하여 착용자 특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7문항과 방한복 상

의의 치수적합성을 묻는 내외피 각14문항, 동작적합성을 묻는 내외피 

각 20문항, 디테일 관련 7문항, 기타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서술문항을 

구성하였다. 착용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연령, 계급, 착용하는 전투복

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 각각에 대한 호칭, 신장, 가슴둘레에 관한 것으

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수적합성 평가는 상의길이, 어깨너비, 뒤품, 소매길이, 진동둘레, 앞

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소매둘레, 팔꿈치둘레, 소매부리, 칼라

높이, 목둘레 항목에 대하여 „매우 작다‟를 1점, „작다‟를 2점, „약간 작다‟

를 3점, „적당‟을 4점, „약간 크다‟를 5점, „크다‟를 6점, „매우 크다‟를 7점

으로 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내피와 외피 각각의 앞뒤면 

사진 위에 해당 항목 부위를 <그림 6>와 같이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동작적합성 평가는 바로 선 자세, 목 관절 굴곡회전외전시 각각 칼라

를 세운 상태와 눕힌 상태, 어깨 관절 90도 굴곡과 180도 굴곡, 어깨 관

절 90도 외전, 팔꿈치 최대 굴곡, 선자세에서 다리 양옆 최대 벌림, 다리 

앞뒤 최대 벌림, 허리 최대 굴곡, 허리 양옆 외전, 다리 앞뒤 굽히고 벌

림,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무릎 90도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편‟을 1점, „불편‟을 

2점, „조금 불편‟을 3점, „보통‟을 4점, „조금 편함‟을 5점, „편함‟을 6점, „매

우 편함‟을 7점으로 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일부 항목은 

하체를 움직이지만 상의의 밑단 부위의 적합성을 보기 위한 것이며 동작

적합성 조사항목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디테일 관련 문항은 두 종류의 방한복 내피 소매단 중 본인 해당 사항

을 선택하고 소매단의 편함, 칼라, 앞목 지퍼가리개, 입체적인 팔꿈치에 

대한 필요성, 주머니 위치 크기 공간의 적합성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조금 그렇지 않다‟를 3점, „보통‟을 4점, 

„조금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6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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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의길이 

 

   

2. 어깨너비 

3. 뒤품 

4. 소매길이 

5. 진동둘레 

6. 앞품 

7. 가슴둘레 

8. 허리둘레 

9. 밑단둘레 

10. 소매둘레 

11. 팔꿈치둘레 

12. 소매부리 

13. 칼라높이 

14. 목둘레 

 

<그림 6>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치수적합성 조사항목 

 

<표 14> 착용실태조사의 동작적합성 조사항목 

문항 동작 

1 바로 선 자세 * 

2 
목을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동작 

칼라를 세운 상태 ** 

3 칼라를 눕힌 상태 ** 

4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 

칼라를 세운 상태 ** 

5 칼라를 눕힌 상태 ** 

6 
목을 양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 

칼라를 세운 상태 ** 

7 칼라를 눕힌 상태 ** 

8 선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 * 

9 선 자세에서 팔을 180도 올린 자세 * 

10 선 자세에서 팔을 양 옆으로 90도 올린 자세 * 

11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최대로 굽힌 자세 ** 

12 선 자세에서 다리를 양 옆으로 최대로 벌린 자세  

13 선 자세에서 다리를 앞뒤로 최대로 벌린 자세  

14 선 자세에서 허리를 최대로 굽힌 자세 * 

15 선 자세에서 허리를 양 옆으로 굽히는 자세  

16 다리를 앞뒤로 굽히고 벌리는 자세  

17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18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의자에 앉은 자세  

19 바닥에 무릎 꿇은 자세  

20 쪼그려 앉은 자세  

* 최지숙(2003), ** 이주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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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체계 조사 

 

국방규격서(KDS 0000-3002)의 군대 피복류의 품목별 피트성 등급 분류

에서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피트성 등급을 확인하였다. 피복

류 호칭 및 치수표에 제시된 호칭 중에서 최고인원분포율에 해당하는 방

한복 상의 내외피의 호칭을 알아보고, 해당 호칭이 피복해야 하는 전투

복 호칭과 치수를 알아보았다. 산업통상자원부(2013) 자료에 따라 전투복

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치수 체계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3.  패턴 조사 

 

치수체계 조사를 통하여 최다빈도의 중심 사이즈에 해당하는 현용 방

한복 상의 M95중, 내피 M95, 전투복 3개 사이즈에 대한 실물과 패턴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해당 사이즈에 속하는 신체치수의 피험

자를 대상으로 착의테스트하여 패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개

발 방향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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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한복 상의 패턴 개발 

 

사전 실태조사로 진행한 착용실태조사, 치수체계조사, 패턴조사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의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패턴의 세부적인 

사이즈 변화만을 통하여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개선한 패턴인 „내피B‟, 

„외피B‟와 이 패턴을 기본으로 변형하여 방한과 동작 기능을 고려한 디

자인 요소를 추가한 패턴인 „내피C‟, „외피C‟를 개발하였다. 

패턴 제도를 위한 참고 사이즈로 국방규격서(KDS 0000-3002)의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중에서 최고인원분포율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호칭 95, 

키 호칭 173인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한복 상의 외피 „M95중‟, 방한복 상

의 내피 „M9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방한복 상의 내외피가 피복해

야 하는 전투복은 3개로 호칭이 각각 „90-M(80)-173‟, „95-M(80)-173‟, 

„95-L(82)-173‟이며 이에 해당하는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참고로 하였다.  

90-M(80)-173과 95-M(80)-173의 인원분포가 더 많기는 하나, 의복이 큰 

경우는 외관이나 남는 여유량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문제인 것에 반해 의

복이 작은 경우는 동작 자체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턴 

개발시 화장이 긴 전투복 호칭 95-L(82)-173을 피복하는데 초점을 맞췄으

며 기준 인체 치수는 <표 15>와 같다.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전투복 위에 겹쳐 착용하므로 군사훈련 동

작 범위 및 체형을 고려하여 표준 패턴으로 개발된 전투복을 적절히 피

복하는 것에 하였다. 이주현(2012)은 남윤자, 이형숙(2003)의 남성복 셔츠 

원형 제도법을 이용한 셔츠 원형에 전투훈련동작의 체표 신축률에 의해 

도출된 최소 필요 여유량을 적용한 전투복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한랭 환경시에는 최외층인 방한복 상의 외피 

밑으로 여러 피복을 겹쳐 입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방한성과 동작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량을 배분하고 세부 사이즈를 설정하

였다.  

패턴 개발시 사용된 프로그램은 YUKA CAD 이며 *.pax 형식의 패턴 

파일로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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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패턴 제도 기준 인체 치수 

항목 95-L(82)-173 

신장 173.0 cm 

가슴둘레 95.0 cm 

목뒤손목안쪽길이 82.2 cm 

목둘레 36.5 cm 

허리둘레 78.8 cm 

엉덩이둘레 96.7 cm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36.0 cm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 38.0 cm 

위팔둘레 32.7 cm 

손목둘레 16.9 cm 

목뒤어깨가쪽길이 22.6 cm 

어깨가쪽사이길이 45.2 cm 

팔길이 59.6 cm 

등길이 42.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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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한복 상의 평가 

 

의복의 맞음새는 기본적으로 치수, 형태, 동작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

야 하므로 실험복인 방한복 상의의 맞음새 평가를 위하여 착의평가자에 

의한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외관평가에 의한 

형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착의평가자 

 

중피트성의 방한복 상의 내∙외피 95-173호칭이 커버해야 하는 3개의 

전투복 호칭인 90-M(80)-173, 95-M(80)-173, 95-L(82)-173을 기준으로 그룹

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신체 사이즈 조건인 키169cm 초과~174cm 

이하, 가슴둘레 97.5cm 미만인 현역 병역필 20~30대로 평균 연령 25세의 

남성을 착의평가자로 하였다. 해당 착의평가자들은 대한민국 신병 교육

대를 거쳐 군복무 기간 동안 전투복 및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착용하고 

전투훈련을 한 경험이 있어 본 연구의 실험복에 대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2013)에는 신규 호칭 기준 95-173이 최다빈도구간으로 

나와있으며 이 자료의 구간별 분포율에 근거하면 그룹별 인원 비율이 그

룹1 : 그룹2 : 그룹3 = 7 : 9 : 4이어야 하지만, 실제 군부대 착용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전체 193명 중에서 95-173에 해당하는 장병이 10

명(5.2%)이었으며 90-173에 해당하는 장병이 28명(14.5%)으로 더 높은 분

포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그룹별 인원수를 결정하였으며, 그

룹1은 10명, 그룹2는 9명, 그룹3은 4명으로 총 23명이 선정되었다. 

3그룹 모두 키 조건은 동일하게 169cm 초과~174cm 이하이다. 그룹1은 

전투복 호칭 90-M(80)-173에 해당하는 신체치수로 가슴둘레가 87.5~92.4 

cm, 화장이 79~81cm이고, 그룹2는 전투복 호칭 95-M(80)-173에 해당하는 

신체치수로 가슴둘레가 92.5~97.4cm, 화장이 79~81cm이고, 그룹3은 전투

복 호칭 95-L(82)-173에 해당하는 신체치수로 가슴둘레가 92.5~97.4cm, 화

장이 81cm 이상이다. 착의평가자 그룹별로 구분이 되는 전투복 호칭과 

기본치수에 대하여 <표 16>에 제시하였다. 착의평가자 그룹별 평균 기본 

인체치수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 43 - 

<표 16> 착의평가자 그룹별 전투복 호칭과 기본치수 

구분 그룹1 (10명) 그룹2 (9명) 그룹3 (4명) 

전투복 90-M(80)-173 95-M(80)-173 95-L(82)-173 

가슴둘레 87.5~92.4 cm 92.5~97.4 cm 92.5~97.4 cm 

화장 79~81 cm 79~81 cm 81 cm 이상 

신장 169 cm 초과 ~ 174 cm 이하 

 

<표 17> 착의평가자 그룹별 평균 기본 인체치수 

항목(cm) 
그룹1 그룹2 그룹3 전체 

(N=10) (N=9) (N=4) (N=23) 

신장 171.4 171.2 172.7 171.5 

가슴둘레 89.0 94.8 93.9 92.1 

목뒤손목안쪽길이 78.2 79.2 81.7 79.2 

목둘레 35.0 36.1 36.8 35.8 

목밑둘레 41.0 44.4 44.5 43.0 

젖가슴둘레 87.3 92.2 91.5 89.9 

허리둘레 73.3 77.3 76.8 75.5 

배꼽수준허리둘레 75.4 80.0 80.0 78.0 

엉덩이둘레 94.3 97.5 98.3 96.3 

겨드랑둘레 39.3 42.7 42.9 41.3 

위팔둘레 28.3 30.9 32.4 30.0 

팔꿈치둘레 27.2 29.0 30.0 28.4 

손목둘레 16.0 16.2 16.8 16.2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6.0 37.4 38.2 37.0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8.5 39.5 40.8 39.3 

어깨길이 15.0 15.6 15.5 15.4 

목뒤어깨가쪽길이 21.7 21.7 22.7 21.9 

어깨가쪽사이길이 43.4 43.4 45.3 43.7 

굽힌목뒤손목안쪽길이 82.3 82.6 85.7 83.1 

굽힌팔길이 60.8 63.7 63.0 62.3 

팔길이 56.5 57.4 59.1 57.3 

위팔길이 32.6 32.9 34.4 33.0 

아래팔길이 23.9 24.5 24.7 24.3 

등길이 41.8 42.6 41.9 42.1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18.5 18.9 18.5 18.7 

체중 62.0 66.7 69.8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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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복 세트 

 

기존 방한복 상의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양

말, 군화, 팬티, 런닝셔츠, 전투복을 컨트롤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실

험복에 대한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컨트롤 실험복을 전투복

으로 정한 근거는 이주현(2012)에 의해 인간공학적으로 개발된 신형전투

복이 활동에 구속이 적고 치수적합성이 높은 고피트성 피복이며, 원칙적

으로 전투장에서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전투복 위에 착용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기존 방한복 상의가 내피A와 외피A에 해당하고, 기존 디자

인을 변경하지 않고 패턴의 세부적인 치수를 개선한 것이 내피B와 외피

B이며, 치수를 개선한 패턴을 기본으로 하여 방한, 보호, 동작 등의 기능

적인 디테일 요소를 추가하여 디자인을 변경한 것이 내피C와 외피C이다. 

실험복의 소재 특성은 <표 18>과 같고, 아이템 사진은 <표 19>에 제시

하였으며, 실험복 세트별 구체적인 의복 조합은 <표 20>와 같다.  

 

<표 18> 실험복 소재의 물리적 특성 

구분 혼용률(%) 무게(g/㎡) 
밀도(올/5cm) 

경사 위사 

방상외피(겉감) P65/R35(필름:Pu) 260↓ 122 ±5 94 ±5 

방상외피(안감) Polyester 100 100↑ 260↑ 130↑ 

방상내피(원단) Polyester 100 80 300↑ 220↑ 

방상내피(퀼팅) Polyester 100 270↓   

 

<표 19> 실험복 세트 구성 아이템 

런닝셔츠&팬티 전투복(상의) 방상내피 방상외피 

 

 

   

전투복(하의) 라이너 후드 

 
  

양말 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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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실험복 세트 구성 

실험복 세트 
런닝

팬티 

전투복 

상하 

방상

내피 

방상

외피 
라이너 후드 

양말 

군화 

1 Control (전투복) ○ ○ 
   

 ○ 

2 내피A ○ ○ ○ 
  

 ○ 

3 내피B ○ ○ ○ 
  

 ○ 

4 내피C ○ ○ ○ 
  

 ○ 

5 외피A ○ ○ 
 

○ 
 

 ○ 

6 외피B ○ ○ 
 

○ 
 

 ○ 

7 외피C ○ ○ 
 

○ 
 

 ○ 

8 내피A+외피A ○ ○ ○ ○ 
 

 ○ 

9 내피B+외피B ○ ○ ○ ○ 
 

 ○ 

10 내피C+외피C ○ ○ ○ ○ 
 

 ○ 

11 외피C+라이너 ○ ○ 
 

○ ○  ○ 

12 외피C+라이너+내피C ○ ○ ○ ○ ○  ○ 

13 외피C+라이너+후드 ○ ○  ○ ○ ○ ○ 

 

 

3.  평가 준비 

 

착의평가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별도의 탈의실이 있는 독

립된 실내공간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3년 10월 말부터 이른 한파가 

자주 있었던 11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피험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실내환

경을 조절하였다. 

피사체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흰색 바탕에 검정색 격자(10cm*10 

cm)가 있는 배경지와 바닥지가 있는 공간에서 피사체 정면 기준 60도 

각도로 조명거리 180cm, 높이 115cm로 양쪽 측면에 한 대씩 조명등을 

밝혀 촬영하였다. 사진 촬영시 카메라 상태는 렌즈 높이 105cm, 피사체

로부터 촬영거리 300cm, 조리개 F5.6, 셔터스피드 1/30초, Manual Mode, 

No Flash로 하였으며, 전투훈련동작 동영상 촬영은 Auto Mode로 하였다. 

평가 진행을 위하여 착의평가자의 인체치수 측정을 위한 Martin 인체 

측정기(Anthropometric Instruments)와 전자저울, 인체치수 기록지, 평가용 

실험복 세트, 치수적합성 평가시 필요한 전신 거울과 평가지, 동작적합성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할 동작시범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여줄 컴퓨터, 

응용포복 동작시 필요한 K2소총 재현품과 헬멧 등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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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진행 순서 

 

착의평가자가 도착하면 마틴 인체 측정기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인체

치수를 직접 측정법으로 계측하고, 해당되는 전투복 호칭을 착용한 후 

각 실험복 세트를 착의하고 평가하는 것을 반복한다.  

동작적합성 평가 실시 전에 착의평가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조교시범의 동영상을 보며 수

행할 동작에 대해 상기하고 몇 차례 연습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해졌을 때 본격적인 평가를 하였다. 모든 실험복 세트에서의 동작이 

동일하며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여 동작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집중하

기 보다는 실험복 평가 자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의평가자가 실험복 세트를 착의한 후 일반동작 각 항목별로 3번 반

복하고 편함 정도를 평가하였고 동작하는 동안 실험자는 디지털 카메라

를 이용하여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한 세트의 실험복에 대한 일반동작

평가를 마치면 착의한 그대로 전투훈련동작 평가를 진행하였다. 착의평

가자가 전투훈련동작을 3번 반복하는 동안 실험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

다. 동작평가시 평가 내용 표기는 평가 자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착의평가자의 편의에 따라 본인이 직접 표기하거나 착의평가자가 평가하

는 내용을 실험자가 듣고 평가지에 표기하였다. 전투훈련동작 평가를 마

치면 그 다음 실험복으로 환복하였고, 다음 실험복 세트에 대한 일반동

작 평가로 이어졌다.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전문가 평가단의 형태적합

성 판단을 위한 외관관능 평가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5.  평가 방법 

 

5.1.  치수적합성 평가 방법 

 

치수적합성 평가는 착의평가자가 각각의 방한복 상의 실험복 세트를 

착의하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총 14개의 평가 항목인 상의

길이, 어깨너비, 뒤품, 소매길이, 진동둘레,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

단둘레, 소매둘레, 팔꿈치둘레, 소매부리, 칼라높이, 목둘레에 대하여 „매

우 작다‟를 1점, „작다‟를 2점, „약간 작다‟를 3점, „적당‟을 4점, „약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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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점, „크다‟를 6점, „매우 크다‟를 7점으로 하여 실험복의 치수적인 측

면을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의복 구성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표

현된 항목의 용어에 대해 평가자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평가 부

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지에 해당 항목 부위를 표시한 내피

와 외피 각각의 앞뒤면 사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5.2.  동작적합성 평가 방법 

 

이주현(2012)은 전투복과 같이 특수한 동작을 수행하는 의복의 경우 

일반동작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적합성 또한 평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일반동작시 착의평가 

항목은 바로 선자세, 목관절 굴곡, 목관절 회전, 목관절 외전, 어깨관절 

90도 굴곡, 어깨관절 180도 굴곡, 어깨관절 90도 외전,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통관절 최대 굴곡시 세부 부위별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고, 5가지 

전투훈련동작인 서서던지기, 높이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굽혀

던지기에 대해 연속동작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각 전투훈련동작별 프레임 

분석을 통해 선정한 각 관절 부위별 최대동작 시점에서의 세부 부위별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동작별 인체형상의 체표길

이 신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위에 대응하는 의복 부위뿐만 아니라 

서서던지기, 높이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동작이 수행될 때 회전축과 근육

에 힘의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의복이 당겨져서 조여지는 부위에서의 불

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최대동작시점에서 부위별 

세부적인 평가 항목 일부를 추가하였다. 일반동작에 대한 36문항과 전투

훈련동작에 대한 23문항으로 총 59문항이었다. 동작적합성은 착의평가자

가 수행할 동작을 3번 반복한 후 편한 정도에 대해 „매우 불편‟을 1점, 

„불편‟을 2점, „약간 불편‟을 3점, „보통‟을 4점, „약간 편함‟을 5점, „편함‟을 

6점, „매우 편함‟을 7점으로 하여 실험복의 동작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부록 2]에 제시하

였으며 일반동작은 <표 21>에 전투훈련동작은 <표 2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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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동작적합성 평가 동작 – 일반동작 

목관절 굴곡 목관절 회전 목관절 외전 

      

어깨관절 90도 굴곡 어깨관절 180도 굴곡 어깨관절 90도 외전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통관절 최대 굴곡 바로 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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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동작적합성 평가 동작 – 전투훈련동작 

구

분 
연속동작 

서

서 

던

지

기 

 
수류탄 핀 뽑기→오른쪽 어깨 외전 및 신전, 팔꿈치 굴곡하여 조준 

→머리위로 던지기 →웅크리기 (3회 반복) 

높

이 

뛰

기  
어깨 90도 굴곡하며 뛰기→180도 굴곡하며 뛰기 (3회 반복) 

팔

동

작 

몸

통 

받

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하여 팔 굽히기→펴기 동작  

(3회 반복) 

응

용 

포

복 

 
엉덩이 옆면과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인체의 옆면으로 2걸음 이동 

(3회 반복) 

굽

혀 

던

지

기 

 
수류탄 핀 뽑기→오른쪽 어깨 최대 신전하여 조준→아래로 던지기  

→웅크리기 (3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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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형태적합성 평가 방법 

 

각 실험복 방한복 상의 내피3종류(내피A, 내피B, 내피C), 외피3종류(외

피A, 외피B, 외피C), 내외피를 겹쳐 입은 3종류(내외피A, 내외피B, 내

외피C)에 대한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전투복 호칭별로 나누어

진 3그룹(그룹1, 그룹2, 그룹3)의 착의피험자가 각 실험복을 착용한 사진

을 자극물로 외관평가자에게 제시하여 각 실험복에 대하여 그룹별 의복

의 맞음새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진 자극물은 

착의평가자 각 그룹에서 착용하는 전투복 호칭의 기본 인체치수 조건에 

가장 가까운 피험자를 각 그룹에서 1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이들의 촬영

된 영상을 실험복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전투복은 일반동작을 포함하여 전투훈련동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

체의 최대치 동작각과 체표신장을 고려해야 하고, 실험복인 군용 방한복

의 경우 한랭 환경시 착용하는 전투복이므로 일반적인 의복 원형이나 셔

츠, 자켓 등과 같은 외관 중심 개념의 여유량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외관평가자들에게 정적으로 바로 선 자세에서의 앞면, 옆면, 

뒤면 사진뿐만 아니라, 동작시의 사진도 제시하여 이들 자료들을 참고로 

여유량과 외관에 대한 맞음새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형태적합성 평가 항목은 총 78개 문항으로 앞면, 옆면, 뒷면, 전체에 

대하여 여유량에 대한 38개 문항과 외관에 대한 40개 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여유량 문항의 평가척도는 1점은 „매우 작다‟, 2점은 „작다‟, 

3점은 „약간 작다‟, 4점은 „적당‟, 5점은 „약간 크다‟, 6점은 '크다‟, 7점은 

„매우 크다‟로 구성하여 4점인 „적당‟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며 4점 보

다 낮은 점수는 작거나 짧은 것을 의미하고 4점 보다 높은 점수는 크거

나 긴 것을 의미한다. 외관 문항의 평가척도는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약간 그렇지 않다‟, 4점은 „보통‟, 5점은 „약간 

그렇다‟, 6점은 '그렇다‟, 7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외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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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실태조사 결과 

 

기존 방한복 상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치수 및 동

작적합성이 향상된 방한복 상의 패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방한복 상의의 치수 및 동

작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착용실태조사와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

피에 대한 치수체계조사와 패턴조사로 이루어졌다. 

 

1.  착용실태조사 결과 

 

착용실태조사는 실제 착용자인 군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현용 방한복 

상의에 대한 착용실태와 치수 및 동작적합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통

하여 현용 방한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

여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군부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신형 

방한복을 착용한 장병이 비교적 많은 경기도 지역 부대 2곳에서 2012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한번씩 총 2회가 실시되었다. 1차 방문 부대(M1)에

서의 109명과 2차 방문 부대(M2)에서의 84명을 결과분석 대상자로 하였

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Window-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차 방문 부대(M1) 소속 109명과 2차 방문 부대(M2) 소속 84명으로 

총193명의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인 연령, 계급, 신장, 가

슴둘레, 착용하는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호칭 분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1.1.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계급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ISO 15535:2003(E)의 기준하였고 결과는 

<표 23>에 제시하였다. 전체 193명 중 19세 8명(4.1%)을 제외한 18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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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였으며, 이 중에서도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7명(3.6%)을 제외한 178

명(92.2%)이 20세 이상 25세 미만이었다. 계급분포는 <표 24>에 제시하

였으며 대부분이 일반 전투병으로 병장 이상이 12명(6.2%), 상병 23명

(11.9%), 일병 81명(42.0%), 이병 77명(39.9%)으로 일병과 이병이 80% 이

상 해당되었다.  

 

<표 23>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연령 

연령 
M1 M2 M1 + M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 20 5 4.6 3 3.6 8 4.1 

20 ~ 25 102 93.6 76 90.5 178 92.2 

25 ~ 30 2 1.8 5 6.0 7 3.6 

합계 109 100.0 84 100.0 193 100 

 

<표 24>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계급 

계급 
M1 M2 M1 + M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병 46 42.2 31 36.9 77 39.9 

일병 44 40.4 37 44.0 81 42.0 

상병 14 12.8 9 10.7 23 11.9 

병장 이상 5 4.6 7 8.3 12 6.2 

합계 109 100.0 84 100.0 193 100 

 

 

1.1.2.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가슴둘레 분포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가슴둘레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방

규격서(규격번호: KDS 0000-3002)에서 신형전투복 상의 호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신장과 가슴둘레 구간을 참고하였다.  

조사 대상자 전체는 신장 구간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가운데 

179cm이하에 162명(83.9%)이 주로 분포하였다. 이들 중에서 169초과

~179cm이하 구간에 115명(59.6%)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169초과~174cm이

하 구간에 59명(30.6%)으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169cm이하 구

간도 24.4%가 분포되어 있었다.  



 

 - 53 - 

가슴둘레의 경우 호칭 100이하에 해당하는 인체치수 102.4cm이하가 

180명으로 전체 193명 중 93.3%의 높은 분포율을 나타냈다. 가슴둘레 호

칭 90과 95에 해당하는 87.5초과~97.4cm이하 구간에서 62.2%가 해당되었

으며 최다빈도 구간은 호칭 90에 해당하는 87.5초과~92.4cm이하 구간으

로 72명(37.3%)가 분포되어 있었다. 가슴둘레 호칭 90이하가 전체 193명 

중에서 108명으로 56%의 높은 분포율을 나타냈다. 이 중에서 호칭 90의 

가슴둘레 구간에도 못 미치는 87.5cm이하의 경우도 호칭 90에 흡수되어 

착용해야 하는데 해당자가 36명(18.7%)으로 호칭 100에 해당하는 24명

(12.4%)보다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표 25>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가슴둘레 분포 (M1+M2) 

신장(호칭,구간) 

 

가슴둘레(호칭,구간) 

168 173 178 185 

합계 169cm 

이하 

169 

~174 

174 

~179 

179cm 

초과 

 

87.5cm 

이하 

빈도(명) 14 7 9 6 36 

비율(%) 7.3  3.6  4.7  3.1  18.7  

90 
87.5 

~92.4 

빈도(명) 21 28 18 5 72 

비율(%) 10.9  14.5  9.3  2.6  37.3  

95 
92.5 

~97.4 

빈도(명) 10 10 18 10 48 

비율(%) 5.2  5.2  9.3  5.2  24.9  

100 
97.5 

~102.4 

빈도(명) 1 10 6 7 24 

비율(%) 0.5  5.2  3.1  3.6  12.4  

105 
102.5 

~107.4 

빈도(명) 0 4 3 1 8 

비율(%) 0 2.1  1.6  0.5  4.1  

110 
107.5 

~112.4 

빈도(명) 1 0 2 0 3 

비율(%) 0.5  0 1.0  0 1.6  

115 
112.5 

~117.4 

빈도(명) 0 0 0 1 1 

비율(%) 0 0 0 0.5  0.5  

 

122.5cm 

이상 

빈도(명) 0 0 0 1 1 

비율(%) 0 0 0 0.5  0.5  

합계 
빈도(명) 47 59 56 31 193 

비율(%) 24.4  30.6  29.0  16.1  100.0 

*     : 비율이 30% 넘는 구간 

* 음영표시:      >      >      > 순으로 세부구간 분포 



 

 - 54 - 

세부적인 신장과 가슴둘레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장-가슴둘레 

교차되는 구간의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전체 결과는 <표 

25>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193명 중에서 28명(14.5%)이 분포한 

90-173 호칭구간이 최다빈도구간, 90-168 호칭구간은 21명(10.9%)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90-173, 95-173 호칭구간은 각각 

18명(9.3%)로 그 다음 순으로 분포하였다. 

M1부대의 세부적인 신장-가슴둘레 분포 결과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109명중 17명(15.6%)가 분포한 90-173 호칭구간이 최다빈도

구간, 90-168, 95-178 호칭구간이 각각 11명(10.1%)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

구간이었으며, 95-173 호칭구간이 10명(9.2%)로 세 번째로 높은 빈도구간, 

90-178 호칭구간이 9명(8.3%)로 그 다음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26>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가슴둘레 분포 (M1) 

신장(호칭,구간) 

 

가슴둘레(호칭,구간) 

168 173 178 185 

합계 169cm 

이하 

169 

~174 

174 

~179 

179cm 

초과 

 

87.5cm 

이하 

빈도(명) 4 4 3 2 13 

비율(%) 3.7 3.7 2.8 1.8 11.9 

90 
87.5 

~92.4 

빈도(명) 11 17 9 4 41 

비율(%) 10.1 15.6 8.3 3.7 37.6 

95 
92.5 

~97.4 

빈도(명) 2 10 11 7 30 

비율(%) 1.8 9.2 10.1 6.4 27.5 

100 
97.5 

~102.4 

빈도(명) 1 7 3 6 17 

비율(%) 0.9 6.4 2.8 5.5 15.6 

105 
102.5 

~107.4 

빈도(명) 0 3 1 1 5 

비율(%) 0 2.8 0.9 0.9 4.6 

110 
107.5 

~112.4 

빈도(명) 1 0 1 0 2 

비율(%) 0.9 0 0.9 0 1.8 

 

122.5cm 

이상 

빈도(명) 0 0 0 1 1 

비율(%) 0 0 0 0.9 0.9 

합계 
빈도(명) 19 41 28 21 109 

비율(%) 17.4 37.6 25.7 19.3 100 

*     : 비율이 30% 넘는 구간 

* 음영표시:      >      >      >      > 순으로 세부구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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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부대의 세부적인 신장-가슴둘레 분포 결과는 <표 27>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84명중 11명(13.1%)가 분포한 90-173 호칭구간이 최다빈도

구간으로 보이나, 90-168 호칭구간과 별도의 호칭은 없으나 90-168 호칭

이 수용해야 하는 가슴둘레 구간에 각각 10명(11.9%)가 분포되어 결과적

으로 90-168 호칭에서 20명(23.8%)로 가장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90-178 호칭구간이 9명(10.7%), 95-168 호칭구간이 8명(9.5%)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27>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가슴둘레 분포 (M2) 

신장(호칭,구간) 

 

가슴둘레(호칭,구간) 

168 173 178 185 

합계 169cm 

이하 

169 

~174 

174 

~179 

179cm 

초과 

 

87.5cm 

이하 

빈도(명) 10 3 6 4 23 

비율(%) 11.9 3.6 7.1 4.8 27.4 

90 
87.5 

~92.4 

빈도(명) 10 11 9 1 31 

비율(%) 11.9 13.1 10.7 1.2 36.9 

95 
92.5 

~97.4 

빈도(명) 8 0 7 3 18 

비율(%) 9.5 0 8.3 3.6 21.4 

100 
97.5 

~102.4 

빈도(명) 0 3 3 1 7 

비율(%) 0 3.6 3.6 1.2 8.3 

105 
102.5 

~107.4 

빈도(명) 0 1 2 0 3 

비율(%) 0 1.2 2.4 0 3.6 

110 
107.5 

~112.4 

빈도(명) 0 0 1 0 1 

비율(%) 0 0 1.2 0 1.2 

115 
112.5 

~117.4 

빈도(명) 0 0 0 1 1 

비율(%) 0 0 0 1.2 1.2 

합계 
빈도(명) 28 18 28 10 84 

비율(%) 33.3 21.4 33.3 11.9 100 

*     : 비율이 30% 넘는 구간 

* 음영표시:      >      >      >      > 순으로 세부구간 분포 

*     : 산업통상자원부(2013) 자료의 최다빈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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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전체 조사 대상자 193명 중 내외피 모두 적절한 사이즈를 착용한 경

우는 55명(28.5%)에 불과하였으며 내외피 모두 크게 착용한 경우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72명(37.3%)이 해당되었다. 그 외에도 내피만 크

게 착용한 경우가 16명(8.3%)이였으며 외피만 크게 착용한 경우가 15명

(7.8%)으로 전체적으로 큰 호칭을 착용하고 있었다. 방한복 상의 착용형

태에 대해서는 <표 28>와 <그림 7>에 제시하였다. 

 

<표 28>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M1+M2) 

순위 착용형태 빈도(명) 비율(%) 

1 내외피 모두 크게 72 37.3 

2 내외피 모두 적절 55 28.5 

3 내피 크게, 외피 적절 16 8.3 

4 내피 적절, 외피 크게 15 7.8 

5 내외피 모두 작게 10 5.2 

6 내피 적절, 외피 작게 4 2.1 

7 내피 크게, 외피 작게 2 1.0 

8 내피 작게, 외피 크게 1 0.5 

9 내피 작게, 외피 적절 1 0.5 

10 사이즈 모름 17 8.8 

합계 193 100.0 

 

 

 

<그림 7>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M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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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부대는 49명(45.0%)이 내외피 모두 크게 착용한 경우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내외피 모두 적절한 사이즈를 착용한 경우는 29명

(26.6%)으로 그 다음 빈도를 보였다. 본인이 착용한 사이즈를 모르는 경

우도 17명(15.6%)으로 착용사이즈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외피는 54

명(49.5%)으로 절반 정도가 큰 호칭을 착용하였고 적절하게 착용한 경우

는 29명(26.6%)이였으며, 내피는 49명(45.0%)이 큰 호칭을 착용하였으며 

적절하게 착용한 경우는 35명(32.1%)으로 나타났다. 착용형태에 대한 결

과는 <표 29>과 <그림 8>, <그림 9>에 제시하였다. 

 

<표 29>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M1 부대) 

순위 착용형태 빈도(명) 비율(%) 

1 내외피 모두 크게 49 45.0 

2 내외피 모두 적절 29 26.6 

3 내외피 모두 작게 7 6.4 

4 내피 적절, 외피 크게 4 3.7 

5 내피 적절, 외피 작게 2 1.8 

6 내피 작게, 외피 크게 1 0.9 

7 사이즈 모름 17 15.6 

합계 109 100.0 

 

 

<그림 8>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M1 부대) 

 

<내피>   <외피> 

 

<그림 9>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 사이즈 (M1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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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부대는 내외피 모두 적절하게 착용한 경우가 26명(31.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내외피 모두 크게 착용한 23명(27.4%)이 뒤를 이었

다. 내피만 크게 착용한 경우가 16명(19.0%)이였으며 외피만 크게 착용한 

경우는 11명(13.1%)이였다. 42명(50.0%)이 내피를 크게 착용하였고 적절하

게 착용한 경우는 38명(45.2%)이였다. 외피는 42명(50.6%)이 적절하게 착

용하였고, 34명(41.0%)이 큰 호칭을 착용하고 있었다. 착용형태에 대하여 

<표 30>과 <그림 10>,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표 30>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M2 부대) 

순위 착용형태 빈도(명) 비율(%) 

1 내외피 모두 적절 26 31.0 

2 내외피 모두 크게 23 27.4 

3 내피 크게, 외피 적절 16 19.0 

4 내피 적절, 외피 크게 11 13.1 

5 내외피 모두 작게 3 3.6 

6 내피 크게, 외피 작게 2 2.4 

7 내피 적절, 외피 작게 2 2.4 

8 내피 작게, 외피 적절 1 1.2 

합계 84 100.0 

 

 

 

<그림 10>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상의 착용형태 (M2 부대) 

 

<내피>  <외피> 

 

<그림 11> 착용실태조사 대상자의 방한복 착용 사이즈 (M2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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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방한복 상의의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1차 착용실태조사 방문 부대(M1)는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치수

적합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

당’에 해당하는 3점에 응답분포가 약 90% 정도가 되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2차 착용실태조사 방문 부대(M2)

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5점 

척도에서는 ‘적당’에 흡수되었을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또는 ‘조금’

이라도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

을 하고자 하였다. 

 

1.2.1.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치수적합성 

 

5점 척도로 조사한 M1 부대(109명)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각 부위

별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는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소매길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당‟에 해당하는 3점에 응답분포가 약 90% 정도가 

되었으며 평균이 3점에 가깝게 나왔으며, 소매길이는 „적당‟의 응답 분포 

중 가장 낮은 분포인 80.7%를 보이며 „매우 짧다‟에 6.4%, „짧다‟에 

10.1%가 응답하였고 평균이 2.80으로 나타났다. „적당‟을 제외한 그 다음

의 분포 경향으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크다‟로 응답한 것이었다. 허리

둘레와 밑단둘레는 각각 평균이 3.10과 3.11로 „크다‟ 또는 „매우 크다‟로 

응답한 비율 또한 10.1%와 11.9%로 나타났다. „적당‟의 응답 분포가 가장 

높은 항목은 목둘레로 94.5%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M1부대 조사 대

상자의 32.1%가 본인에게 적절한 사이즈의 내피를 착용하고 45%가 큰 

치수를 착용하고 7.3%가 작은 치수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총 16.5%가 소매길이가 짧은 것으로 응답한 점에서 소매길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착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팔꿈치둘레 항목을 추가하고 7점 척도로 

변경하여 실시한 M2 부대(84명)의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각 부위별 

치수적합성 조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그림 13>에 제시하였으며, 착

용형태별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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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M1부대) 

 

 

<그림 13>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M2부대) 

 

소매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이 „적당‟에 응답하였으

며 목둘레 항목은 83.3%로 가장 높았다. 소매길이는 „적당‟의 응답 분포 

중 가장 낮은 분포인 48.8%를 보이며 „매우 짧다‟에 8.3%, „짧다‟에 

13.1%, „약간 짧다‟에 22.6%가 응답하여 전체 44%가 소매길이가 짧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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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였다. 소매길이 다음으로 „적당‟의 응답 분포가 낮은 항목은 

상의길이로 56.0%가 „적당‟으로 응답하였다. 소매길이와 소매부리를 제외

한 상의길이, 뒤품, 진동둘레,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소매

둘레, 팔꿈치둘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당‟ 다음의 응답 분포 경향은 

„약간 크다‟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

은 분포율을 보이며, „약간 크다‟ „크다‟가 그 다음 순의 분포율을 보이는 

것은 M2부대 조사 대상자의 45.2%가 적절한 치수의 내피를 착용하고 절

반인 50.0%가 큰 치수를 착용한 영향인 것으로 보였다.  

착용형태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 상의길이 항목에서 크게 착

용한 그룹이 평균 4.57로 „약간 길다‟로 나타났고, 적절하게 착용한 그룹

은 4.03, 작게 착용한 그룹은 4.00으로 „적당‟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은 

집단간 p<0.05 정도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표 31>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착용형태별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착용형태 작게 착용 적절 크게 착용 전체 

F-비 빈도(비율) 4명(4.8%) 38명(45.2%) 42명(50.0%) 84명(100%) 

항목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상의길이 4.00b 2.16 4.03b 0.82 4.57a 0.86 4.30 0.95 3.684*
 

어깨너비 3.75 1.26 3.89 0.61 4.14 0.68 4.01 0.69 1.639 

뒤품 4.25 1.26 4.16 0.49 4.24 0.73 4.20 0.65 .158 

소매길이 2.50 1.29 3.34 1.07 3.43 1.09 3.35 1.09 1.331 

진동둘레 4.00 0.82 4.18 0.51 4.26 0.54 4.21 0.54 .532 

앞품 3.75 0.50 4.08 0.43 4.33 0.72 4.19 0.61 2.957 

가슴둘레 3.75 0.50 4.08 0.49 4.33 0.69 4.19 0.61 2.957 

허리둘레 4.25 1.26 4.13 0.47 4.43 0.83 4.29 0.72 1.728 

밑단둘레 4.25 1.26 4.24 0.49 4.57 0.94 4.40 0.79 1.894 

소매둘레 4.25 0.50 4.08 0.63 4.14 0.75 4.12 0.68 .161 

팔꿈치둘레 4.00 0.00 4.13 0.62 4.19 0.55 4.15 0.57 .256 

소매부리 3.50 0.58 3.74 0.92 3.83 0.66 3.77 0.78 .404 

칼라높이 4.50 1.00 4.08 0.54 3.93 0.78 4.02 0.69 1.475 

목둘레 3.75 0.50 4.03 0.49 4.02 0.41 4.01 0.45 .699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 매우 작다짧다낮다, 4: 적당, 7: 매우 크다길다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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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항목에서 „적당‟에 해당하는 4점에 가까운 평균을 보였으나 

소매길이는 전체 평균이 3.35로 „약간 짧다‟로 나타났다. 특히 착용형태

별로 보면 작게 착용한 그룹(4명)의 평균은 2.50, 적절하게 착용한 그룹

(38명)은 3.34, 크게 착용한 그룹(42명)은 3.43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매길이가 „약간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4.8%만 본인 치수보다 작은 치수의 내피를 착용하고 절반인 50%가 

크게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의 높은 비율로 소매길이가 짧다

고 응답한 결과와 더불어 소매길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2.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의 치수적합성 

 

5점 척도로 조사한 M1 부대의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의 각 부위별 치

수적합성 조사 결과는 <그림 14>에 제시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적당‟의 

응답분포가 80%를 넘었으며 그 외에는 „크다‟ 또는 „매우 크다‟로 응답

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M1부대 조사 대상자의 26.6%가 본인에게 적절한 

사이즈의 외피를 착용하고 절반 정도의 49.5%가 큰 치수를 착용하고 

8.3%가 작은 치수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큰 호칭을 착용한 영향인 것으로 보였다. 특히 상의길이, 뒤품, 진동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는 „크다‟ 또는 „매우 크다‟로 응답한 비율이 15%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밑단둘레는 „적당‟의 응답 분포율이 가장 낮

은 80.7%를 나타냈으며 „크다‟가 16.5%, „매우 크다‟가 2.8%의 응답 분포

율을 보였다.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부위인 소매부리와 칼라높이 항

목에서 „적당‟의 응답 분포가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차 착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팔꿈치둘레 항목을 추가하고 7점 척도로 

변경하여 실시한 M2 부대의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의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는 <그림 15>에 제시하였으며, 착용형태별 분산분석 결과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상의길이, 소매길이, 허리둘레, 밑단둘레를 제외한 항

목에서 과반수 이상이 „적당‟에 응답하였으며, „약간 크다‟ „크다‟가 그 다

음 순의 분포율을 보이는 것은 M2부대 조사 대상자의 50.6%가 적절한 

치수의 외피를 착용하고 41.0%가 큰 치수를 착용한 영향으로 보였다. 칼

라높이, 목둘레 항목은 „적당‟의 응답 분포가 66.7%였다. 밑단둘레는 „적

당‟의 응답 분포율이 가장 낮은 42.9%였으며 „약간 크다‟가 38.1%, „크다‟



 

 - 63 - 

가 13.1%, „매우 크다‟가 4.8%로 전체 56.0%가 밑단둘레가 큰 것으로 응

답하였다. 소매길이는 „적당‟의 응답 분포가 47.6%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

에 속하였으며 „약간 짧다‟에 8.3%, „짧다‟에 3.6%, „매우 짧다‟에 1.2%가 

응답하여 전체 13.1%가 소매길이가 짧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작은 

외피를 착용한 경우가 8.4%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치였다. 

 

 

<그림 14>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M1부대) 

 

 

<그림 15>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M2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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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의 착용형태별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착용형태 작게 착용 적절 크게 착용 전체 

F-비 
빈도 

(비율) 

4명 

(4.8%) 

38명 

(45.2%) 

42명 

(50.0%) 

84명 

(100%) 

항목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상의길이 3.71 b 0.76 4.48 a 0.94 5.15 a 1.08 4.69 1.07 8.027*** 

어깨너비 3.86 b 0.38 4.38ab 0.66 4.76 a 1.05 4.49 0.86 4.277* 

뒤품 4.14 0.38 4.36 0.62 4.71 1.09 4.48 0.85 2.278 

소매길이 3.29 b 0.95 4.19 a 0.94 4.82 a 1.17 4.37 1.12 7.635*** 

진동둘레 4.29 a 0.49 4.43 a 0.74 4.88 a 1.01 4.60 0.87 3.239* 

앞품 4.00 b 0.00 4.45ab 0.74 4.85 a 0.99 4.58 0.86 4.076* 

가슴둘레 4.00 b 0.00 4.45 b 0.74 5.09 a 1.03 4.67 0.91 7.754*** 

허리둘레 4.29 b 0.49 4.64ab 0.82 5.15 a 1.02 4.82 0.93 4.391* 

밑단둘레 4.29 b 0.49 4.64ab 0.76 5.09 a 0.93 4.80 0.85 4.246* 

소매둘레 4.00 b 0.00 4.40ab 0.86 4.97 a 1.03 4.60 0.95 5.402** 

팔꿈치둘레 4.00 b 0.00 4.38ab 0.62 4.94 a 1.07 4.58 0.87 6.287** 

소매부리 3.57 b 1.13 4.21ab 0.72 4.73 a 1.07 4.37 0.96 5.861** 

칼라높이 3.86 0.38 4.14 0.68 4.50 0.96 4.27 0.81 2.906 

목둘레 3.57 b 0.79 4.19 a 0.45 4.53 a 0.99 4.28 0.79 5.343**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 매우 작다짧다낮다, 4: 적당, 7: 매우 크다길다높다) 

 

착용형태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든 항목의 전체 평균이 

„적당‟에 해당하는 4점과 „약간 크다‟ 해당하는 5점 사이의 수치로 나타

났다. 이는 M2부대 조사 대상자의 50.6%가 적절한 치수의 외피를 착용

하고 41.0%가 본인보다 큰 치수의 외피를 착용한 영향으로 보였다. 전체 

평균이 가장 높게 나온 허리둘레의 경우 4.82로 „약간 크다‟로 나타났으

며 착용형태별로 보면 작게 착용한 그룹(4명)의 평균이 4.29, 적절하게 

착용한 그룹(38명)의 평균이 4.64, 크게 착용한 그룹(42명)의 평균이 5.15

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치수를 착용한 그룹의 모든 항목 평균도 „적

당‟에서 „약간 크다‟ 사이로 4.14 ~ 4.64였으며, 허리둘레와 밑단둘레의 경

우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치수의 외피를 

입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약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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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방한복 상의의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1.3.1.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적합성 

 

5점 척도로 조사한 M1 부대의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는 <그림 16>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치가 3 미만인 항목 중

에서 어깨관절 180도 굴곡시의 동작적합성 만족도는 평균 2.71으로 가장 

낮았으며 „불편‟에 35.8%, „매우 불편‟에 6.4%로 응답이 분포하여 총 

42.2%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 평균이 

2.86으로 „불편‟에 30.3%, „매우 불편‟에 3.7%로 응답 분포하여 총 34.0%

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자세에서는 평균이 2.83으

로 „불편‟이 24.1%, „매우 불편‟이 7.4%로 총 31.5%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다리 앞뒤 굽히고 벌리는 동작의 평균은 2.94로 „불편‟이 21.1%, „매우 불

편‟이 3.7%로 총 24.8%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목관절 동작시 칼라를 세

웠을 때와 눕혔을 때의 평균 차이는 굴곡시 0.37, 회전시 0.34, 외전시 

0.38로 칼라를 세웠을 때가 보다 불편하였다. 

7점 척도로 변경하여 실시한 M2부대의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

적합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그림 17>에 제시하였으며, 착용형태별 

분산분석 결과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치가 4 미만인 항목 

중에서 어깨관절 180도 굴곡은 동작적합성 평균이 3.60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약간 불편‟이 28.6%, „불편‟이 16.7%, „매우 불편‟ 3.6%로 

총 48.9%가 불편감을 나타내어 가장 불편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으로 평균이 3.71로 „약간 불편‟이 26.2%, „불편‟이 

9.5%, „매우 불편‟ 4.8%로 총 40.5%가 불편함을 나타냈고,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평균은 3.79로 „약간 불편‟이 25.0%, „불편‟이 14.3%, „매우 불편‟ 

2.4%로 총 41.7%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어깨관절 90도 굴곡도 평균이 

3.87로 „약간 불편‟이 25.0%, „불편‟이 10.7%, „매우 불편‟ 1.2%로 총 36.9%

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목관절의 굴곡, 회전, 외전시 칼라를 세웠을 때와 

눕혔을 때의 동작적합성 평균 차이는 굴곡시 0.23, 회전시 0.23, 외전시 

0.29로 모두 칼라를 세웠을 때가 보다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 앞

뒤 굽히고 벌림에서 총 28.6%가 불편하다고 하였으므로, 30.9%가 밑단둘

레를 크다고 평가하였지만 둘레를 줄이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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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M1부대) 

 

 

<그림 17>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M2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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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착용형태별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내피착용형태 
작게 

착용 
적절 

크게 

착용 
전체 

F-비 빈도(분포율) 
4명 

(4.8%) 

38명 

(45.2%) 

42명 

(50.0%) 

84명 

(100%) 

항목 
평

균 
SD 

평

균 
SD 

평

균 
SD 

평

균 
SD 

바로 선 자세 4.25 0.50 4.92 1.32 4.76 1.34 4.81 1.30 .522 

목굴곡 (칼라 세움) 3.50 1.00 4.63 1.30 4.40 1.25 4.46 1.27 1.537 

목굴곡 (칼라 눕힘) 3.75 0.50 4.84 1.22 4.64 1.23 4.69 1.21 1.554 

목회전 (칼라 세움) 
2.75

b 
1.50 

4.84

a 
1.31 

4.43

a 
1.27 4.54 1.36 

5.001 

**
 

목회전 (칼라 눕힘) 4.25 0.50 4.92 1.22 4.69 1.20 4.77 1.19 .783 

목외전 (칼라 세움) 3.25 0.96 4.74 1.33 4.43 1.27 4.51 1.31 2.587 

목외전 (칼라 눕힘) 4.25 0.50 4.89 1.23 4.76 1.23 4.80 1.20 .553 

어깨관절 90도 굴곡 3.50 0.58 3.66 1.30 4.10 1.21 3.87 1.24 1.443 

어깨관절 180도 

굴곡 
3.50 0.58 3.53 1.31 3.67 1.39 3.60 1.32 .121 

어깨관절 90도 외전 3.50 0.58 4.16 1.42 4.14 1.26 4.12 1.31 .463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3.00 1.41 3.66 1.15 3.83 1.34 3.71 1.26 .870 

다리 양옆 최대 

벌림 
4.00 0.00 4.39 1.35 4.48 1.19 4.42 1.23 .278 

다리 앞뒤 최대 

벌림 
4.00 0.00 4.66 1.02 4.57 1.17 4.58 1.08 .674 

몸통관절 최대 굴곡 3.50 1.00 4.00 1.29 4.24 1.25 4.10 1.26 .825 

몸통관절 양옆 외전 3.50 1.00 4.39 1.28 4.57 1.19 4.44 1.24 1.436 

다리 앞뒤 굽히고 

벌림 
3.50 1.00 3.92 1.50 4.24 1.39 4.06 1.43 .813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3.00 1.41 3.55 1.45 4.07 1.28 3.79 1.38 2.147 

무릎 90도 의자에 

앉기 
4.00 0.00 4.63 1.30 4.71 1.13 4.64 1.19 .657 

바닥에 무릎을 꿇기 3.50 0.58 4.45 1.27 4.40 1.29 4.38 1.26 1.039 

쪼그려 앉기 3.00 1.41 4.29 1.31 4.36 1.25 4.26 1.30 2.057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 음영표시: 전체 평균치가 4 미만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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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의 동작적합성 

 

5점 척도로 조사한 M1 부대의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의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는 <그림 18>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치가 3 미만인 항목 중

에서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자세는 평균이 2.82로 가장 낮았으며 „불편‟

이 31.8%, „매우 불편‟이 2.8%로 총 34.6%가 불편함을 나타내어 가장 불

편감을 느끼는 항목이었다. 다음으로 어깨관절 180도 굴곡시의 평균이 

2.83으로 „불편‟에 30.6%, „매우 불편‟에 3.7%로 응답이 분포하여 총 

34.3%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 평균은 2.90으로 

„불편‟에 26.9%, „매우 불편‟에 2.8%로 응답 분포하여 총 34.0%가 불편함

을 나타냈다. 목관절 외전시 칼라를 세웠을 때의 평균이 2.94로 „불편‟에 

28.4%, „매우 불편‟에 1.8%로 총 30.2%가 불편함을 나타냈다. 목관절의 

굴곡, 회전, 외전시 칼라를 세웠을 때와 눕혔을 때의 동작적합성의 평균 

차이는 굴곡시 0.45, 회전시 0.34, 외전시 0.44로 칼라를 세웠을 때가 보

다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로 변경하여 실시한 2차 착용실태조사 방문 부대(M2)의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적합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그림 19>에 

제시하였으며, 착용형태별 분산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매우 

불편‟, „불편‟, „약간 불편‟에 응답하여 불편감을 느끼는 비율이 30%가 넘

는 항목은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였으며 „약간 불편‟에 22.6%, „불편‟에 

8.3%, „매우 불편‟에 2.4%로 총 33.3%의 응답자가 불편감을 나타냈다. 

작은 치수의 외피를 착용한 그룹의 쪼그려 앉아 총 겨누기 동작에서의 

평균이 3.00으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어깨관절 180도 굴곡에서 3.57, 쪼그려 앉기에서 3.71로 나타나 작은 외

피를 착용한 것의 영향으로 보였다. 전체 평균과 적절한 사이즈를 착용

한 그룹의 모든 항목에 대한 평균이 4 이상으로 나타났다. 목관절의 굴

곡, 회전, 외전시 칼라를 세웠을 때와 눕혔을 때의 동작적합성 평균 차이

는 굴곡시 0.65, 회전시 0.38, 외전시 0.34로 모두 칼라를 세웠을 때가 보

다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적합성 평가에서 56.0%가 밑단둘레를 

크다고 평가하였으나, 다리 앞뒤 굽히고 벌림에서 총 26.2%가 불편하다

고 응답하였으므로 밑단둘레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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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M1부대) 

 

 

<그림 19>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M2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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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M2부대, 84명) 

외피착용형태 작게 입음 적절 크게 입음 전체 

F-비 빈도(분포율) 
4명 

(4.8%) 

38명 

(45.2%) 

42명 

(50.0%) 

84명 

(100%) 

항목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바로 선 자세 4.29 0.76 5.14 1.20 4.76 1.23 4.92 1.20 2.031 

목굴곡 (칼라 세움) 3.71 1.25 4.36 1.38 4.09 1.54 4.19 1.44 .750 

목굴곡 (칼라 눕힘) 4.43 0.79 5.00 1.21 4.74 1.33 4.84 1.23 .861 

목회전 (칼라 세움) 4.14 1.07 4.52 1.33 4.35 1.45 4.42 1.35 .307 

목회전 (칼라 눕힘) 4.43 0.79 4.93 1.19 4.74 1.31 4.80 1.21 .596 

목외전 (칼라 세움) 3.86 1.57 4.57 1.38 4.26 1.36 4.39 1.39 1.015 

목외전 (칼라 눕힘) 4.43 0.79 4.81 1.27 4.71 1.24 4.73 1.22 .303 

어깨관절 90도 굴곡 4.00 1.53 4.64 1.12 4.21 1.27 4.41 1.23 1.634 

어깨관절 180도굴곡 3.57 1.62 4.38 1.21 3.97 1.40 4.14 1.34 1.615 

어깨관절 90도 외전 4.00 1.53 4.62 1.21 4.26 1.24 4.42 1.25 1.195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3.86 1.46 4.31 1.32 4.18 1.19 4.22 1.27 .404 

다리 양옆 최대벌림 3.83 1.60 4.62 1.21 4.74 1.08 4.61 1.19 1.474 

다리 앞뒤 최대벌림 4.14 0.90 4.69 1.18 4.71 1.12 4.65 1.13 .768 

몸통관절 최대 굴곡 4.14 1.68 4.40 1.08 4.26 1.50 4.33 1.31 .179 

몸통관절 양옆 외전 4.14 1.68 4.76 1.14 4.53 1.28 4.61 1.25 .869 

다리앞뒤 굽히고 벌림 4.14 1.68 4.12 1.29 4.35 1.41 4.22 1.36 .283 

쪼그려 앉아 총겨누기 3.00 1.15 4.05 1.19 4.15 1.50 4.00 1.34 2.235 

무릎 90도 의자 앉기 4.14 1.68 4.55 1.09 4.62 1.10 4.54 1.14 .498 

바닥에 무릎을 꿇기 4.14 1.68 4.38 1.23 4.53 1.16 4.42 1.23 .327 

쪼그려 앉기 3.71 1.50 4.31 1.39 4.47 1.28 4.33 1.35 .910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적당,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1.4.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의 디테일 선호도 조사 결과 

 

1차 착용실태조사에서 몇 가지의 개선 요구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드러

났으며 특히 내피의 일부 디테일에 대한 항목은 좋고 싫음이 나누어졌다. 

따라서 2차 착용실태조사에서 이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7점 리커트 척

도로 수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그림 20>에 제시하였다.   

내피는 원칙적으로 겉에서 보여선 안되므로 외피 칼라를 컨버터블 형

태로 눕혀서 착장할 때는 안에 겹쳐 입은 내피 칼라가 보이지 않게 안으

로 꺾어 넣어 입어야 하고 외피 칼라를 스탠드 칼라 형태로 착장할 때는 

전투복, 방상내피, 방상외피 모두 칼라를 세워 여미다 보면 목이 너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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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일반 전투병

으로 구성된 조사 대상자의 39.3%는 칼라가 없는 구형 형태를 더 선호

하였다. 반면 방한을 위해서는 목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칼라

가 있는 신형 내피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32.1%로 나타났다. 앞목 

지퍼가리개(chin guard)의 필요성에 대하여 총 25%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

였고, 이보다 2배 정도의 51.2%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작 효율성을 위

한 팔꿈치 부분의 입체화 필요성에 대하여 총 14.4%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반면 이보다 3배 정도의 44.1%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매단은 „편하지 않다‟와 „편하다‟의 응답 분포율은 27.4%로 동일하였

으나, 매우 불편이 매우 편함에 비해 2배 가까운 비율이었다. 소매단 형

태에 따른 불편감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신형 방한복 내피 보급 초기의 

밴드형 소매단에 대한 불만임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는 <표 35>에 제시

하였다. 립조직형 소매단의 착용자(23명)는 평균 4.48로 „보통‟인 4점 보

다 높은 수치인 반면, 밴드형 소매단의 착용자(63명)는 평균 3.68로 „보

통‟인 4점 보다 낮은 수치였으며, p<0.05 정도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그림 20>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세부 사양 만족도 (M2 부대) 

 

<표 35> 소매단 형태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소매단 형태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F-비 

밴드형 60 71 3.68 b 1.479 

4.762*
 립조직형 23 29 4.48 a 1.504 

합계 83 100 3.90 1.519 

* *p<0.05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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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군부대 방문 면접 조사 결과  

 

군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현용 방한복 상의에 대한 치수 및 동작적합성

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착용자로써 현실적으로 느끼는 방한복 

상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1. 소매길이 개선 요구 

 

특히 내피의 경우 소매 기장이 짧아 팔동작시 불편함을 호소하며 시급

한 개선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 내피의 소매길이가 짧아 전투복 위에 

겹쳐 입으면 내피 소매단이 말려서 올라가고 올라간 소매단 부분이 손목 

위쪽을 조여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 사이즈의 내피를 

착용하면 소매가 너무 짧고, 소매길이에 맞춰 입으면 전체적으로 큰 사

이즈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몸통의 여유량이 지나치게 많게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몸통 부위의 여유량이 필요이상으

로 많게 되어, 밑단을 통해 내부로 바람이 더 들어오게 되므로 더욱 춥

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1.5.2. 방한 기능을 위한 디자인 개선 요구 

 

구형 전투복<그림 21>은 상의를 바지 허리 속으로 넣어 입는 형태였

으나 신형 전투복<그림 22>은 상의가 바지 허리 위를 덮는 형태로 바뀌

었다. 구형 방한복 상의 내피의 경우 허리 부분에 밴드가 있어 조여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에 비해 신형 방한복 상의 내피의 경우 허리를 조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신형 방한복 상의 외피의 경우 안쪽 허리둘

레에 상황에 따라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으나 끈 길이의 여유가 짧아 외

피를 착용한 상태로는 끈을 조절하여 묶기에는 무리가 있고, 특히 손가

락 움직임의 기민성이 둔해지는 추운 기후에서 허리끈을 조절한다는 것

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우 허리끈을 조이지 않고 계속 

착용하거나, 허리가 조여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리 끈을 미리 조

절한 후에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대별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부대에서 장병들의 자살방지 목적으로 외피의 허리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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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서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일반 전투병이 허리끈을 사용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군복을 신형으로만 지급받

은 경우 전투복, 방상내피, 방상외피 모두 밖으로 내어 입어 한랭환경시 

찬바람이 불 때 상의 밑단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장

치가 없어 매우 춥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온성이 좋지 않다고 여기며 방한 기능에 대한 요

구도가 높았다. 외피에 다목적용 후드 부착을 요구한 경우도 많았으며 

부착 형태에 대해서는 탈부착형, 부착형, 내장형 등 요구가 다양하였으며 

후드에 대하여 거추장스러워 훈련시 매우 불편할 것으로 여기며 적극 반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구형에 비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한랭환경에서 활동이 많은 경우는 내부의 습기가 빨리 배출되

지 않고 내부 피복이 땀으로 젖게 되어 더욱 춥게 느껴지는 „After chill‟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내부 습기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겨드랑이에 

통풍구 사양 적용을 요구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보온성 향상을 위해 탈

부착이 가능한 추가적인 내피(라이너)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림 21> 구형전투복              <그림 22> 신형전투복 

자료출처: bntnews.hankyung.com (한경닷컴 bnt뉴스, 20110504) 

자료검색: 2013.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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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띠와 군장(약 25kg)을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 23>과 같은 경

우는 바로 선 자세에서도 밑단이 딸려 올라가며, 이 상태로 지속적인 구

보 훈련시 상의 뒤쪽 전체가 허리 위까지 딸려 올라가서 군장이 허리 부

분의 맨살에 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방한복 상의 뒷길이가 보

다 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용 방한복 상의 외피의 허리주머니는 벨크로 여밈의 뚜껑이 있고 수

직 방향으로 손을 넣게 되어 있으나 실제 주머니 사용을 위해서는 사선 

방향의 입구가 있는 것이 필요하며 수납한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지퍼 

사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외피의 경우 소매주머니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으며, 이것

은 부대 마크 밑에 소매주머니가 있어 물건 수납시 팔꿈치관절의 동작에 

장애가 되므로 활동성을 보장할 수 없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사용빈도가 

거의 없는 불필요한 사양이므로 완전 제거를 요구한 전투병이 많았다. 

이외에도 사용 편리성을 위하여 외피 가슴주머니를 현재 단추 여밈에서 

벨크로 여밈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림 23> 탄띠와 군장을 착용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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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체계조사 결과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은 정확한 치수에서부터 비롯

되며 의복으로 인한 동작제한이 착용자의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패턴 개발 이전에 해당 의복에 대한 

치수체계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한설아, 2009). 

방한복 상의는 전투복 위에 겹쳐 입는 것이므로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치수체계조사를 통하여 패턴 개발시 기준 사이즈가 될 

최다빈도분포의 방한복 상의 내외피 호칭에 대한 치수를 확인하고, 해

당 방한복 상의 호칭이 피복해야 할 전투복 호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1.  전투복 상의의 치수 체계 

 

신형 전투복은 국방규격(규격번호: KDS 0000-3002)에 따르면 군 피복류

의 품목별 피트성 등급에서 고피트성으로 분류되며 남자 군인용 상의 호

칭의 경우 가슴둘레-화장-키(예, 95-M(80)-173) 순서로 표기한다. 산업통상

자원부(2013) 자료에 따르면 20대 장병의 체형을 분석하여 다양한 체형

을 커버하도록 개발된 현행 44개의 호칭은 지속적인 신형전투복 개선을 

위한 상의 사이즈 체계 개발 결과로 향후 37개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

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현행 가슴둘레-화장-키 인체치수에 기반한 

사이즈 체계를 유지하면서 화장이 짧은 사이즈를 제외하여 사이즈 수를 

줄이되 소매길이의 맞음새 효과는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투복 상의의 인체치수 구간별 세분화에 대하여 <표 36>에 제시하였

다.  키 구간은 168cm, 173cm, 178cm, 185cm 로 4개의 구간이며, 가슴둘레 

구간은 90cm부터 120cm까지 5cm 편차로 있으며 그 이상의 구간에는 

125cm, 135cm, 145cm, 160cm가 있다. 현재는 S, M, L로 구분되는 3개의 화

장 구간으로 나뉘어지나 이는 향후 효율성을 위하여 M과 L로 구분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표 37>는 전투복 상의의 치수체계를 적용한 패턴 그

레이딩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각 동일한 키 구간에서 가슴둘레 편차에 따

라, 동일한 키와 가슴둘레 구간에서 화장 편차에 따라, 동일한 가슴둘레 

구간에서 키 편차에 따라 그레이딩된 경우를 보여준다. <표 38>는 본 연

구에서 참고해야 할 전투복 호칭별 제품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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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전투복 상의의 인체치수 구간별 세분화 

키 구간 세분화 화장 구간 세분화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3)에서 인용 수정 

 

<표 37> 전투복 상의의 치수체계를 적용한 패턴 그레이딩 

가슴둘레 편차 화창 편차 키 편차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3)에서 인용 수정 

 

<표 38> 전투복 호칭별 제품치수(cm) 

상의호칭 

(가슴둘레-화장-키) 

상의 

길이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밑단 

둘레 

소매

둘레 

칼라 

높이 

어깨 

너비 

소매 

길이 

90-M(80)-173 71.8 106 96 106 46.3 7.5 45 60.8 

95-M(80)-173 72.3 111 101 110 47.5 7.5 47 59.7 

95-L(82)-173 72.3 111 101 110 47.5 7.5 47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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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한복 상의 외피의 치수 체계 

 

방한복 상의 외피에 대한 기존의 호칭 표기 방법은 „성별-가슴둘레-키‟ 

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키 구간은 „소, 중, 대, 특‟ 4개로 분류된다. 산업통

상자원부(2013) 자료에 근거하면 호칭 개수가 현재 18개로 보급되고 있

으나, 새로운 신형 전투복의 사이즈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방한복 상의 

내피와 함께 세트 개념의 14개 호칭으로 변경되고, 군 피복류의 품목별 

피트성 등급을 나눈 국방규격서(KDS 0000- 3002)에 따라 고피트성인 전투

복이 „가슴둘레-화장-키‟로 표기되는 것에 비해 중피트성인 방한복 상의 

외피는 화장을 표기하지 않고 „가슴둘레-키‟로 표기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용 방한복 상의 외피 18개 호칭 중 최다빈도구간인 

„M 95 중‟을 „외피A‟로 정하고 해당 호칭에 대한 치수 개선 및 패턴 개

발을 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39>는 18개로 전개되는 현용 방한복 상

의 외피의 호칭별 치수표이다.  

 

<표 39> 현용 방한복 상의 외피 치수표(cm) 

호칭 

(가슴둘레-키) 

상의 

길이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밑단 

둘레 

어깨 

둘레 

어깨 

너비 

소매 

길이 

M 90 소 73 115 105 115 58 48 57 

M 90 중 76 115 105 115 58 48 59 

M 90 대 79 115 105 115 58 48 62 

M 95 중 76 120 110 120 60 50 59 

M 95 대 79 120 110 120 60 50 61 

M 95 특 82 120 110 120 60 50 64 

M 100 중 76 125 115 125 62 52 59 

M 100 대 79 125 115 125 62 52 61 

M 100 특 82 125 115 125 62 52 64 

M 105 중 76 130 120 130 64 54 59 

M 105 대 79 130 120 130 64 54 62 

M 105 특 83 130 120 130 64 54 65 

S 110 중 78 135 125 135 66 56 60 

S 110 특 84 135 125 135 66 56 66 

S 115 중 80 140 130 140 68 58 60 

S 115 특 84 140 130 140 68 58 66 

S 120 특 86 145 135 145 70 60 66 

S 125 특 88 150 140 150 72 62 68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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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한복 상의 내피의 치수 체계 

 

방한복 상의 내피는 현재 8개 호칭이 보급되고 있으나, 향후 체계적 

치수확립을 위해 방한복 상의 외피와 세트 개념으로 14개 호칭으로 변경

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용 방한복 상의 내피 8개 호칭 중 최다빈도구간인 

„M 95‟를 „내피A‟로 정하고 해당 호칭에 대한 치수 개선 및 패턴 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40>는 8개로 전개되는 현용 방한복 상의 내

피의 호칭별 치수표이다. 

 

<표 40> 현용 방한복 상의 내피 치수표(cm) 

호칭 

(가슴둘레)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밑단 

둘레 

상의 

길이 

어깨 

너비 

소매 

길이 

소매 

부리 

M 90 110 100 110 70 47 57 28 

M 95 115 105 115 71 49 58 28 

M 100 120 110 120 72 51 59 28 

M 105 125 115 125 74 53 60 28 

S 110 130 120 130 75 55 61 30 

S 115 135 125 135 76 57 62 30 

S 120 140 130 140 80 59 63 30 

S 125 145 135 145 82 61 64 30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3) 

 

이상 치수체계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방한복 상의 95-173이 피복해야 

할 전투복 90-M(80)-173, 95-M(80)-173, 95-L(82)-173에 해당하는 참고할 신

체치수는 <표 41>와 같으며 연구해야 할 호칭의 전투복, 방상내피, 방상

외피에 대한 부위별 세부적인 제품치수는 <표 42>와 같다.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전투복 위에 겹쳐 착용하므로 전투복을 적

절히 피복하여야 하지만 현재 신형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가 제각

각 개발된 상태라 둘레항목의 경우는 전투복과의 적절한 여유량을 유지

하여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길이항목의 경우 방상내피는 상의길

이와 화장 모두 전투복보다 짧아 적절히 피복할 수 없고, 방상외피는 상

의길이 여유가 조금 적고 화장은 전투복보다 짧아 둘 다 전투복을 제대

로 피복할 수 없어 맞음새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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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전투복 호칭별 신체치수 

상의호칭 

(가슴둘레 

-화장-키) 

참고신체치수(cm) 

목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어깨가쪽 

사이길이 
등길이 팔길이 

위팔

둘레 
화장 

90-M(80)-173 36.0 75.8 93.2 43.5 43.0 56.7 28.6 78.5 

95-M(80)-173 37.0 80.1 95.0 43.7 42.9 56.5 31.1 78.4 

95-L(82)-173 36.5 78.8 96.7 45.2 42.1 59.6 32.7 82.2 

 

<표 42> 전투복, 방상내피, 방상외피에 대한 제품치수 비교(cm) 

구분 상의호칭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밑단 

둘레 

상의 

길이 

어깨 

너비 

소매 

길이 
화장 

전투복 

90-M(80)-173 106 96 106 71.8 45 60.8 83.3 

95-M(80)-173 111 101 110 72.3 47 59.7 83.2 

95-L(82)-173 111 101 110 72.3 47 61.7 85.2 

방상내피 M 95 115 105 115 71 49 58 82.5 

방상외피 M 95 중 120 110 120 76 50 59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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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조사 결과 

 

최다빈도구간에 해당하는 신형 전투복 호칭인 „95-M(80)-173‟과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호칭인 „M 95‟과 외피 호칭 „M 95 중‟에 해당하는 패

턴과 제품을 수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패턴 개선 및 개발 방향을 구

체화하고자 하였다. 

신형 전투복 패턴은 군사훈련의 동작 범위와 체형을 고려하여 인간공

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어깨관절의 동작 용이성을 위하여 어

깨 뒤에 주름(action pleats) 사양이 적용되었고, 소매 패턴의 겨드랑이 부

분에 무(gusset) 분량이 포함되어 있었다. 팔꿈치관절의 동작을 위하여 2

장 소매 패턴을 적용하여 입체적 패턴으로 제작되었다. 신형 전투복 패

턴의 개발 과정과 기본 사이즈 표준 패턴은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그림 24> 신형전투복 패턴 개발 과정과 기본 사이즈 표준 패턴  

(산업통상자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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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 패턴의 경우 어깨너비는 넓으나 화장과 소매길

이가 짧아 전투복을 충분히 피복할 수 없으며, 소매와 몸판의 연결각이 

매우 좁아 소매산이 높고 소매통이 좁아서 팔을 올리는 등의 동작을 할 

때 저항이 많아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기존 방한복 상

의 내피의 맞음새 확인을 위한 착의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의길이가 전투복 보다 짧아 내피 밑단 아래로 전투복의 밑단이 노출되

고, 소매가 몸통쪽에 가까이 붙어있어 어깨관절 동작시 불편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25>에 기존 방한복 상의 패턴을 제시하였다. 

기존 방한복 상의 외피 패턴의 경우도 어깨너비가 넓고, 화장과 소매

길이가 짧았으나, 소매산이 낮아 어깨관절 동작성은 내피보다 좋을 것으

로 보였다. 상중하 3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작은 소매 패턴 부분은 1장

으로 연결해도 무방한 것을 모양만 절개해놓은 상태로 시각적으로는 입

체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동작성 향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허리주머니의 경우 입구가 위에 있어 손을 넣었다 빼는 동작시 불편

하고, 주머니 공간이 작아 활용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졌다. 겨드랑이 부

위에 아일렛이 4개가 있어 통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착의테스트에서 외피의 맞음새를 확인한 결과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부분의 스트링을 조일 때 밑단이 올라가 상의길이

가 내부 의복을 충분히 피복할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5> 기존 방한복 상의 패턴 (좌:내피, 우: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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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한복 상의의 맞음새 확인을 위하여 착의테스트하는 모습을 <

그림 26>에 제시하였다. 기존 방한복 상의의 허리스트링 조절에 따라 상

의가 위로 당겨 올라가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투복에 방상외피를 

착장한 경우와 전투복에 방상내피와 방상외피를 착장한 경우로 나누어 

밑단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상의길이 결정시 참고하고자 하였다. 해당 수

치는 <그림 27>에 제시하였다.  

 

 

전투복 전투복&외피 전투복&내피 전투복&내외피 
 

<그림 26> 기존 방한복 상의의 맞음새 확인을 위한 착의테스트 

 

 

전투복&외피                        전투복&내외피 

 

<그림 27> 기존 방한복 상의의 허리스트링 조절에 따른 밑단 높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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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한복 상의 패턴 개발 결과 

 

한랭시에 착용하는 전투복인 군용 방한복 상의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기존의 방한복 상의 „내피A‟

와 „외피A‟의 디자인은 변경하지 않고 패턴의 세부적인 사이즈 변화만을 

통하여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개선할 수 있는 패턴인 „내피B‟와 „외피B‟

의 패턴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개선된 패턴을 기본으로 전투훈련동작에 

보다 최적화하고 방한 기능 등의 보호성을 더할 수 있는 디테일 사양을 

적용한 디자인 개발 패턴인 „내피C‟와 „외피C‟를 개발하였다.  

패턴 제도를 위한 참고 사이즈로 국방규격서(KDS 0000-3002)의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중에서 최고인원분포율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호칭 95, 

키 호칭 173인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한복 상의 외피 „M95중‟, 방한복 상

의 내피 „M9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방한복 상의 내외피가 피복해

야 하는 3개의 전투복인 „90-M(80)-173‟, „95-M(80)-173‟, „95-L(82)-173‟에 

해당하는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참고로 하였다.  

3개 호칭이라고는 하나 신체 사이즈 조건인 키169cm 초과에서 174cm 

이하이나, 가슴둘레가 97.5cm 미만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의복이 작은 

경우는 동작 자체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턴 개발시 화

장이 긴 전투복 호칭 „95-L(82)-173‟을 피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전투복 위에 겹쳐 착용하므로 전투복을 기

준으로 피복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되, 최외층인 방한복 상의 외피의 경

우 한랭 환경시에는 보온을 위하여 밑으로 여러 피복을 겹쳐서 입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하고, 또한 전투복 위에 바로 방한복 상의 외피만 입는 

시기도 길기 때문에 이 경우도 고려하여야 한다. 방한성과 동작성을 효

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량을 배분하고 세부 사이즈를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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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복 상의 내피 연구 패턴 

 

Watkins(2003)는 동작성이 우수한 의복 제작을 위해 단순히 여유분을 

추가하는 것보다 의복의 형이나 패턴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별도의 

조각이나 무(gusset)를 삽입하여 여유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축 소재나 

주름, 트임, 턱 등으로 외관과 기능성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Luo et al.(2012)은 „Underarm bellow design‟은 겨드랑이 삽입분을 사용하

거나 또는 원단 조각을 크게 하는 것으로 팔 윗부분의 전체적인 움직임

을 가능하게 하고 동작에 대한 저항이 덜하고, 코트가 덜 올라가고, 소매 

제한이 덜하여 최대한으로 신전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실험복 내피B와 내피C에 대한 제도식은 <표 43>에 제시하였다. 

 

<표 43> 방한복 상의 내피의 제도식 

 
제도 항목 내피B 내피C 

몸판 

가슴둘레/2 0.5B+10 cm 

앞품/2 (0.105B+8.9)+2.5 cm 

뒤품/2 (0.105B+10.1)+2 cm 

목앞너비/2 0.12N+5.42 cm 

목뒤너비/2 0.12N+5.62 cm 

목앞깊이 0.12N+4.1cm 

목뒤깊이 4.0 cm 

어깨선 위치 앞몸판쪽을 2cm 이동 

진동깊이 {(0.26 X 등길이)+(0.07B)+0.9}+8.5cm 

옆선위치 가슴둘레의 1/2지점 

상의길이 (0.43 X 키) - 0.4 cm 

소매 

소매산 높이 AH/4 - 1.5 cm AH/4-2.1 cm 

소매길이 (화장-목뒤어깨가쪽사이길이) + 2.4 cm 

커프스 폭 6 cm (rib 조직) 

소매부리둘레 최대: 31 cm (rib 조직상단) 

칼라 
칼라 뒤중심길이 5.0 cm 

칼라포인트 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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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피B (치수 개선 패턴) 

 

팔을 올리는 어깨관절 동작시 겨드랑이 아래가 당기지 않도록 소매산 

을 낮추는 것은 팔의 외전은 자유롭지만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겨드랑이

에 주름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Watkins, 2003), 특히 방한복 상의 내피의 

경우 부피감이 있는 퀼팅 소재로 제작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몸판의 겨드

랑이 아래부분 둘레에는 전체 1cm의 정도만 여유를 더 주고, 전투복을 

적절히 피복할 수 없었던 상의길이를 3cm 길게 하였다.  

문제가 심각했던 소매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보다 소매산을 3cm 낮추

고, 소매통을 2cm 늘려 팔의 동작성을 높였다. 소매길이와 화장이 전투

복보다도 짧아 기존에서 화장은 기존보다 1.5cm 길게, 소매길이는 2cm 

길게 하고 어깨너비는 1cm 줄였다. <그림 28>에 내피A와 내피B의 몸판 

패턴을 비교하였고, <그림 29>에 내피A와 내피B의 몸판과 소매 패턴의 

중합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30>은 내피B의 전체 패턴이다. 

 

내피A 내피B 

    
 

<그림 28> 내피A와 내피B의 몸판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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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판 패턴 중합도 소매 패턴 중합도 

  

 
내피A  내피B 

 

<그림 29> 내피A와 내피B의 패턴 중합도 

 

 

  
 

<그림 30> 내피B 전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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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피C (디자인 변경 패턴) 

 

내피C는 앞서 치수를 개선한 내피B를 바탕으로, 손상 방지를 위하여 

앞목에 지퍼가리개 역할의 chin guard를 넣어 보호성을 추가하였다. 또한 

팔꿈치둘레의 동작성을 확보하고 보다 인체공학적으로 편한 입체적인 소

매로 만들기 위해 2장으로 절개된 소매 패턴을 활용하여 팔꿈치점 아래

위로 각각 2cm씩 tuck을 삽입하여 길이에 여유를 주고 곡선처리를 하여 

기존 내피A보다는 4.6cm, 내피B보다는 2.6cm의 여유량이 더 생겨 착용

시 동작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제품 측정 기준선으로 둘레나 길이를 비

교한다면 내피B와 내피C에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동작적합성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1>에 내피 실험복별 소매 패턴을 비교하였다. <그

림 32>에 내피C의 전체 패턴을 제시하였다. 

 

내피A 내피B 내피C 중합도 

 
 

 A   B   C 
 

<그림 31> 내피 실험복별 소매 패턴 비교 

 

 
 

<그림 32> 내피C 전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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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복 상의 외피 연구 패턴 

 

방한복 상의 외피B와 외피C에 대한 제도식은 <표 44>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33>은 외피 실험복 3종에 대한 소매 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표 44> 방한복 상의 외피 제도식 

 
제도 항목 외피B 외피C 

몸판 

가슴둘레/2 0.5B+12.5 cm 

앞품/2 (0.105B+8.9)+3.1 cm 

뒤품/2 (0.105B+10.1)+3.0 cm 

목앞너비/2 0.12N+4.6 cm 0.12N+5.6 cm 

목뒤너비/2 0.12N+5.6 cm 0.12N+6.6 cm 

목앞깊이 0.12N+3.5cm 0.12N+3.1cm 

목뒤깊이 3.3 cm 5.5 cm 

어깨선 위치 앞몸판쪽을 2cm 이동 

진동깊이 {(0.26 X 등길이)+(0.07B)+0.9}+9.5cm 

옆선위치 가슴둘레의 1/2지점 

상의길이 (0.43 X 키)+3.6 cm 
앞: (0.43 X 키)+3.6 cm 

뒤: (0.43 X 키)+6.6 cm 

소매 

소매산 높이 AH/4-5.5 cm 

소매길이 (화장-목뒤어깨가쪽사이길이) + 2.4 cm 

커프스 폭 6 cm 고정치수 

소매부리둘레 31 cm 

소매삼각무 11cm 고정치수 

칼라 
칼라 뒤중심길이 8 cm 11 cm 

칼라포인트 8 cm 8 cm 

 

외피A 외피B 외피C 

   

 

<그림 33> 외피 실험복별 소매 패턴 비교 

 



 

 - 89 - 

2.1.  외피B (치수 개선 패턴) 

 

외피의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부분의 스트링을 조일 때 밑단이 올

라가 상의길이가 내부 의복을 충분히 피복 할 수 없으며 어깨너비는 넓

고, 화장과 소매길이는 짧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상의길이는 기존보다 

2cm 늘리고, 어깨너비는 지나치게 많은 여유를 1cm 줄이고, 소매길이는 

1.5cm 길게 하여, 총 화장은 1cm가 더 길어져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

피를 겹쳐서 착용했을 시에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4>에 외피B의 전체 패턴을 제시하였다. 

 

 
 

 

<그림 34> 외피B 전체 패턴 

 

 

2.2.  외피C (디자인 연구 패턴) 

 

Koike(1997)는 기능성과 미적 효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우며,  

목적에 따라 동적인 기능성과 정적인 실루엣의 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 90 - 

2.2.1.  팔꿈치 부분의 턱(tuck) 사양 

 

기존에 무의미하게 모양만 상중하 3조각으로 절개해놓은 상태로 시각

적으로는 입체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 동작성 향상과는 무관한 

작은 소매 패턴 부분을 1장으로 연결하고 큰 소매 부분의 팔꿈치 위아래

에 각각 2cm씩 턱(tuck) 사양을 적용하였고 팔꿈치를 곡선화 처리할 때 

여유량을 더하여 팔꿈치 관절의 동작성을 향상시켰다. 

 

2.2.2.  허리 & 밑단스트링 

 

결과적으로 군복을 신형으로만 지급받은 경우 한랭환경시 찬바람이 불 

때 상의의 밑단으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전혀 없어 

매우 춥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람이 많은 추운 기후 속에서 대류현상 등

을 막아 정상적인 체온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리스트링과 밑단스트링을 

처리하여 움직임이 거의 없을 때는 조였다가 움직일 때는 풀어서 하체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스트링은 기존의 신축성이 없는 끈이 

아니라 신축성이 있는 스트링을 사용하여 장병들의 자살행위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 쉽고 편하도록 코드 스토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  탈부착 라이너  

 

Kim et al.(2002)는 서로 다른 소재 물성의 3세트의 의복앙상블을 선정

하고 탈착식 라이너의 보온효과를 실험한 결과, 소재에 따라 다르나 약 

0.5clo의 보온성이 증가되었고, 서 있을 때보다 걷기 동작시 라이너의 보

온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는 라이너를 붙이면 외피와 내피 사이에 공기 

공간이 적어지므로 풀무효과(pumping effect)가 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적절한 탈착식 라이너를 이용해 추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Hu et al.(2009)은 의복은 차이가 나는 환경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별

적인 요건에 부응해야 하는데 동일한 온도 범위에서 견디기 위해서 개인

이 동일한 의복의 겹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착용할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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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방한복 상의 내피용 원단을 이용하여 조끼 형태의 탈부착 라이

너를 제작하여 외피에 라이너를 부착하고 입거나, 외피에 내피를 겹쳐 

입거나,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에 내피를 겹쳐 입는 등 환경과 상황에 따

라 선택하여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4.  내장형 후드(Hood) 

 

전체 방한복 무게를 증가시키지만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적응하고 찬바

람과 눈비를 막기 위하여 열손실량이 큰 머리 부분의 체표면 노출로 인

한 열손실 방지를 위해 후드가 필요하다. 기존의 경우 우천시 그냥 비를 

맞으며 훈련하거나, 후드가 달려있으나 실제로 쓰기에는 너무 작고 썼을 

때 군인으로서 절도 있는 외관을 살릴 수 없을 정도의 전투우의를 입거

나, 보기에는 전투모를 쓰고도 머리부터 충분히 피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복하고도 활동하게 되면 트여있는 개구부를 통해 빗물이 다 

새어 들어오게 되는 판초우의를 착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하여 방한복 상의 외피에 후드 사양을 적용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보호성을 위해 피복을 많이 하게 되면 시야확보에 제한이 있고 의사소

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입을 가리는 마스크 일체형은 마스크 겉

과 안에 습기로 인하여 응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온력이 떨

어질 수도 있으므로 방풍, 방수, 방설, 방한을 위한 간단한 기본형으로 

하되, 후드의 사이즈는 베레모뿐만 아니라 전투모를 쓴 상태에서도 피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둘레에 부착된 후드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착용자가 불편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없고, 탈부착 후드는 사용중 

분실사고를 우려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개인 보급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후드가 필요 없을 때에는 수납이 되어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

되 후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형 

후드 사양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스탠드 칼라(stand collar)의 뒤쪽에 히든 지퍼(hidden zipper)를 처리하여 

안으로 후드(hood)를 삽입하여 찬바람이 많이 부는 한랭 환경에서 뒷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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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좀더 커버하면서 후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수납하기에 

알맞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스탠드 칼라와 동일한 높이에

서 후드를 수납하면 접어 넣은 후드의 부피 때문에 당겨져서 후드가 삽

입된 뒷목쪽의 칼라높이가 더 낮아지고 목이 눌리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

여 앞쪽은 원래의 치수를 유지하면서 뒷목둘레쪽으로 3cm 높아지되 곡

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평면의 스탠드 칼라에 단순히 뒷

목 칼라를 높여서 후드를 삽입하게 되면 후드의 부피감이 오히려 착용자

의 목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뒷목 칼라높이를 더 높이면서 후드가 접혀

서 수납되더라도 착용자의 목에 가해지는 압박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

탠드 칼라의 안칼라는 평면으로 하고 겉칼라는 뒷목 상단부위에 턱(tuck)

을 처리하여 입체화된 형태로 하였다.  

전투모를 썼을 때도 피복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후드 앞쪽 양 옆에 

조절이 가능한 코드 스토퍼(cord stopper)를 처리하여 착용자의 상황에 따

라 조절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35>에 외피C의 후드내장형 스탠

드칼라와 후드 패턴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장형 후드 사양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찬바람과 눈비로부

터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활용성이 높은 보호기능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균형감 있는 군용 방한복 상의 외피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후드내장형 스탠드칼라 패턴 후드 패턴 

 

 
 

<그림 35> 외피C의 스탠드칼라와 후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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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겨드랑이 개구부 (Underarm ventilation) 

 

구형에 비해 통풍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한랭환경에서 활동이 많은 경우

는 내부의 습기가 빨리 배출되지 않아 내부 피복이 땀으로 젖게 되어 더

욱 춥게 느껴지므로 내부 습기를 빨리 제거해줄 수 있도록 겨드랑이 통

풍구 사양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미선(2000)은 개구부를 통한 의복의 환기 양상에 대한 실험을 통해 

개구부를 통한 의복내의 부위별 환기 양상을 검토한 결과 의복의 환기 

속도는 개구부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구면적과 의복내 

공기층의 형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의복의 환기량은 의복내 미

환경의 체적과 개구면적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박진희(2000)는 등산용 외의의 투습성에 관한 연구에서 개구부의 종류

에 따른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슴의 양옆 개구, 손목에서 겨드랑

이를 지나 외의 밑단까지 전체 개구, 겨드랑이 30cm 개구, 개구하지 않

은 경우를 비교하였고 결과적으로 겨드랑이 30cm 개구는 의복내온습도, 

피부온, 발한량에 대하여 손목에서 밑단까지 전체 개구와 동일한 효과로 

나와 가장 바람직한 개구부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으며, 가슴 개구의 경

우는 개구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따라서 30cm 길이의 겨드랑이 개구부 사양을 적용하여 투습성을 높이

고 결로를 방지하여 보온성과 쾌적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O” 

type의 2-way 방수 slider zipper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상황에 따라 벤틸레

이션 홀의 사이즈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퍼 파손시

를 대비하여 2.5cm의 플라켓을 달았다. 

 

2.2.6.  뒷길이 연장 

 

군장 착장 상태로 지속적인 구보 훈련시 상의 뒤쪽 전체가 허리 위까

지 딸려 올라가서 군장이 허리 맨살에 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방한복 상의의 경우 뒷길이를 보다 길게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체 길이를 길게 하면 앞면에서 다리 동작에 불편을 줄 수 있으

므로 앞길이는 활동성을 위하여 외피B와 동일하되, 뒷길이는 3cm 더 길

게 적용하였다. Huck(1988)는 상의길이가 89cm, 74cm, 뒷길이가 15cm 더 

긴 테일코트로 구성된 디자인이 다른 3종류의 소방복 상의의 동작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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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테일코트가 앞뒤 다 긴 것보다 어깨관절 내외전시 더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앞뒤길이가 15cm 차이남에 따라 뒤판의 

중량감이 커져 어깨가 뒤로 쏠리면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2.7.  2층 구조의 허리주머니  

 

기존 외피A의 허리주머니는 벨크로 여밈의 뚜껑이 있고 수직 방향으

로 손을 넣게 되어 있으며 주머니 공간이 작고 외피를 거꾸로 하면 주머

니의 내용물이 나올 수도 있어 활용도가 떨어졌다. 원래의 허리주머니는 

옆면 플리츠로 공간을 확대하고 그 위에 관절의 각도상 사용성이 좋은 

사선 방향의 입구에 지퍼 사양을 넣은 주머니를 겹쳐 2층 구조의 주머니 

형태로 사용성 개선과 공간활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피C의 전체 패턴과 디테일 사양에 대하여 <그림 36>,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그림 36> 외피C 전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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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내장형 후드(Hood) 

   
 

 
 

underarm ventilation 가슴주머니 허리주머니 팔꿈치 턱(tuck) 

 

 

 
 

 
 

 

탈부착 라이너 밑단스트링 허리스트링 

 

<그림 37> 외피C 디테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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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한복 상의 평가 결과 

 

김선영 외(2012)는 의복 맞음새를 „의복 치수와 의복 형태가 인체에 맞

는 모양, 상태, 정도‟라 정의하고, 의복 맞음새가 „좋다‟라고 판단되기 위

해서는 외관과 관련된 의복의 형태적합성과 동작과 관련된 의복의 동작

적합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 형태, 동작에 대한 방한복 상의의 맞음새 평가를 

위하여 3그룹으로 나누어진 총 23명의 착의평가자에 의한 치수 및 동작

적합성 평가와 의류학 전공의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된 7명

의 전문가 집단의 외관평가에 의한 형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 

 

치수적합성 평가는 방한복 상의 실험복을 입은 착의평가자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총 14개의 평가 항목인 상의길이, 어깨너비, 

뒤품, 소매길이, 진동둘레,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소매둘레, 

팔꿈치둘레, 소매부리, 칼라높이, 목둘레에 대하여 „매우 작다‟를 1점, „작

다‟를 2점, „약간 작다‟를 3점, „적당‟을 4점, „약간 크다‟를 5점, „크다‟를 6

점, „매우 크다‟를 7점으로 하여 실험복의 치수적인 측면을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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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내피 3종류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가 정리된 <표 45>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면 상의길이, 뒤품, 앞품, 가슴둘레, 소매둘레 항목의 

경우 기존 내피A가 적당하고, 내피B와 내피C는 약간 크다는 결과가 나

왔다. 밑단둘레의 경우 내피A가 4.52로 나와 적당보다는 약간 큰 정도로 

평가하였고 내피B와 C는 5.30으로 나와 약간 크며 내피A보다는 더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기존 내피A의 소매길이는 평균 3.26으로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내피C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약간 크

다고 평가되었다. 내피B의 경우 소매길이, 진동둘레, 팔꿈치둘레에 대해 

각각 4.22, 4.35, 4.26으로 나와 적당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소매연결선 

부위와 소매길이를 개선한 부분이 유의미하게 평가된 것이라 하겠다. 

 

<표 45> 방한복 상의 내피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 

항목 
내피A 내피B 내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상의길이 4.22 b 5.00 a 5.30 a 4.84 7.368** 

어깨너비 4.17 4.57 4.74 4.49 3.074 

뒤품 4.09 b 4.70 a 4.83 a 4.54 3.938* 

소매길이 3.26 b 4.22 a 4.57 a 4.01 11.542*** 

진동둘레 3.78 b 4.35 ab 4.65 a 4.26 4.593* 

앞품 4.04 b 4.74 a 4.48 ab 4.42 4.558* 

가슴둘레 3.91 b 4.83 a 4.83 a 4.52 8.709*** 

허리둘레 4.65 5.04 4.96 4.88 1.420 

밑단둘레 4.52 b 5.30 a 5.30 a 5.04 8.269*** 

소매둘레 4.13 b 4.57 b 5.09 a 4.59 9.142*** 

팔꿈치둘레 3.61 c 4.26 b 4.83 a 4.23 9.514*** 

소매부리 3.57 4.00 4.00 3.86 2.191 

칼라높이 3.74 3.96 3.61 3.77 1.518 

목둘레 4.39 4.78 4.61 4.59 2.796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1~7 scale (1:매우 작다, 2:작다, 3:약간 작다, 4:적당, 5:약간 크다, 6:크다, 7: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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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 3종류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표 46>

에서 유의한 항목을 보면 상의길이, 소매길이, 팔꿈치둘레에서 기존 외피

A가 4.30, 4.17, 4.22로 나와 적당하다고 평가하였고, 외피B는 이에 비해 

5.09, 5.48, 4.96으로 나와 약간 크다고 평가하였고, 외피C도 5.48, 5.48, 4.65

로 나와 약간 크다고 평가하였다. 허리둘레 항목은 외피A는 4.78, 외피B

는 5.43, 외피C는 4.91로 모두 약간 크다고 평가하였다. 밑단둘레 항목은 

외피A가 5.04, 외피B가 5.65, 외피C가 5.57로 외피A는 약간 크고 외피B

와 C는 외피A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칼라높이 항목에서 외피A가 

4.87, 외피B가 4.52, 외피C가 5.52로 나와 외피C의 칼라높이가 높다고 평

가하였다. 목둘레 항목은 외피A가 4.04, 외피B가 4.43, 외피C가 3.57로 

나와 외피A와 B는 적당하나 외피B를 좀더 크게 평가하였고, 뒷목둘레에 

내장형 후드가 들어있는 외피C의 경우 적당의 범주에서 약간 작다의 중

간 정도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 

 

<표 46> 방한복 상의 외피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 

항목 
외피A 외피B 외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상의길이 4.30 b 5.09 a 5.48 a 4.96 17.820*** 

어깨너비 4.17 4.61 4.35 4.38 2.596 

뒤품 4.57 4.83 5.09 4.83 2.809 

소매길이 4.17 b 5.48 a 5.48 a 5.04 27.966*** 

진동둘레 4.74 5.04 4.91 4.90 .719 

앞품 4.30 4.70 4.43 4.48 1.920 

가슴둘레 4.57 5.04 4.74 4.78 2.278 

허리둘레 4.78 b 5.43 a 4.91 b 5.04 6.600** 

밑단둘레 5.04 b 5.65 a 5.57 a 5.42 4.864* 

소매둘레 5.13 5.43 5.04 5.20 1.820 

팔꿈치둘레 4.22 b 4.96 a 4.65 ab 4.61 4.977** 

소매부리 4.04 b 4.52 a 4.35 ab 4.30 4.060* 

칼라높이 4.87 b 4.52 b 5.52 a 4.97 8.136*** 

목둘레 4.04 a 4.43 a 3.57 b 4.01 7.940***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작다, 2:작다, 3:약간 작다, 4:적당, 5:약간 크다, 6:크다, 7: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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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겹쳐서 착용한 3종류의 실험복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표 47>에서 유의한 항목을 보면 상의길이는 4.13

로 나온 A가 적당하고 4.83으로 나온 B와 5.09로 나온 C는 약간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뒤품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내피C와 내장형 후

드가 들어있는 외피C를 겹쳐 입은 내외피C의 목둘레는 3.04로 약간 작

다고 평가되었고, 이는 외피C만 착용했을 때의 3.57보다 낮은 수치이다. 

내외피B와 C는 어깨너비, 팔꿈치둘레, 소매부리는 적당 수준, 소매길

이는 약간 길다로 평가하였다. 반면 내외피A의 경우 어깨너비가 3.65, 

소매길이가 3.65, 팔꿈치둘레가 3.61, 소매부리가 3.70으로 4점에는 못 미

치는 수치가 나왔다. 앞서 분석한 외피만 착용시 결과가 어깨너비는 4.17, 

소매길이는 4.17와 팔꿈치둘레는 4.22, 소매부리는 4.04로 4점에 가까워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겹쳐 입는 경우에 여유량이 줄면

서 외피만 입었을 때보다는 작게 느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7>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 

항목 
내외피A 내외피B 내외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상의길이 4.13 b 4.83 a 5.09 a 4.68 15.634*** 

어깨너비 3.65 b 4.26 a 4.43 a 4.12 12.033*** 

뒤품 3.96 b 4.61 a 4.83 a 4.46 7.823*** 

소매길이 3.65 b 4.83 a 5.13 a 4.54 20.495*** 

진동둘레 4.09 4.35 4.39 4.28 1.348 

앞품 4.00 4.35 4.39 4.25 2.827 

가슴둘레 4.26 b 4.74 a 4.43 ab 4.48 3.628* 

허리둘레 4.39 4.83 4.43 4.55 2.684 

밑단둘레 4.52 c 4.91 b 5.30 a 4.91 9.512*** 

소매둘레 4.30 4.57 4.65 4.51 1.474 

팔꿈치둘레 3.61 b 4.17 a 4.22 a 4.00 3.916* 

소매부리 3.70 b 4.04 a 4.22 a 3.99 6.039** 

칼라높이 4.91 5.30 5.39 5.20 2.230 

목둘레 3.96 a 4.09 a 3.04 b 3.70 14.544***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1~7 scale (1:매우 작다, 2:작다, 3:약간 작다, 4:적당, 5:약간 크다, 6:크다, 7: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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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C의 겹쳐 입은 착장형태에 따른 치수적합성 평가 결

과를 나타내는 <표 48>에서 유의하게 나온 항목을 보면 실험복 중 가장 

많이 겹쳐 입은 상태인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와 내피C를 겹쳐 입은 경

우의 밑단둘레의 평균이 4.83으로 다른 착장이 5.30 또는 5.35이었던 것

에 비해 보다 적당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였다.  

내장된 후드를 밖으로 빼낸 경우의 칼라높이 평균은 4.70으로 동일한 

착장에서 후드를 접어 내장한 상태에서의 5.04보다 낮게 나왔으며, 목둘

레는 4.04로 „적당‟인 4점에 가까운 수치였다. 

 

<표 48> 외피C의 착장형태에 따른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 

항목 

외피C+

내피C+

라이너 

외피C+

내피C 

외피C+

라이너 

외피C+

라이너+

후드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상의길이 5.04 5.09 5.39 5.26 5.20 1.031 

어깨너비 4.13 4.43 4.57 4.39 4.38 1.550 

뒤품 4.43 4.83 4.96 4.91 4.78 2.059 

소매길이 4.87 5.13 5.09 5.17 5.07 .557 

진동둘레 4.22 4.39 4.52 4.43 4.39 .901 

앞품 4.13 4.39 4.43 4.35 4.33 1.122 

가슴둘레 4.30 4.43 4.57 4.48 4.45 .749 

허리둘레 4.35 4.43 4.78 4.65 4.55 1.334 

밑단둘레 4.83 b 5.30 a 5.35 a 5.35 a 5.21 3.076* 

소매둘레 4.35 4.65 4.91 4.74 4.66 2.324 

팔꿈치둘레 3.96 4.22 4.39 4.30 4.22 1.579 

소매부리 4.22 4.22 4.30 4.30 4.26 .261 

칼라높이 5.22 a 5.39 a 5.04 ab 4.70 b 5.09 3.015* 

목둘레 3.17 b 3.04 b 3.52 b 4.04 a 3.45 7.351***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작다, 2:작다, 3:약간 작다, 4:적당, 5:약간 크다, 6:크다, 7: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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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실험복의 동작적합성에 대한 착의평가시 일반동작과 전투훈련동작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착의평가자가 모든 실험복에 대하여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한 후 편함 정도에 따른 주관적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일반동

작에 대한 36문항과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23문항으로 총 59문항이었다. 

동작적합성은 착의평가자가 수행할 동작을 3번 반복한 후 편한 정도에 

대해 „매우 불편‟을 1점, „불편‟을 2점, „약간 불편‟을 3점, „보통‟을 4점, „약

간 편함‟을 5점, „편함‟을 6점, „매우 편함‟을 7점으로 하여 실험복의 동작

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2.1.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일반동작) 

 

방한복 상의 내피 3종류의 일반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표 49>에서 유의한 항목을 보면 어깨관절 90도 굴곡에서 소

매와 진동둘레 아래 부위, 어깨관절 180도 굴곡에서 소매 부위, 팔꿈치관

절 최대 굴곡에서의 소매 부위로 팔동작과 관련한 부위에서 내피 종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8>에 참고 사진을 제시하였다. 

어깨관절 180도 굴곡에서 진동둘레 아래 부위의 경우 기존 내피A가 

3.13으로 내피 중 가장 낮게 평가 되었으며, 내피B는 3.87, 내피C는 4.04

로 나타나 기존 내피A 보다 좋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소매산 

부위와 진동둘레의 패턴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매 부위의 불편함 정도는 팔꿈치관절 최대굴곡에서 가장 불편한 정

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고, 어깨관절 180도 굴곡, 어깨관절 90도 굴곡 

순이었다. 평가 결과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 

소매 부위 평가에서의 기존 내피A로 평균이 2.30으로 나와 „불편‟을 나

타내는 결과였으며, 내피B는 2.83으로 내피A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약간 

불편으로 평가되었고, 내피C는 3.52로 „보통‟인 4점 보다는 낮으나 내피 

3종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치가 나와 2장 소매에 턱(tuck)을 넣어 팔

꿈치 부분을 입체화시키고 체표신축을 고려하여 여유를 삽입한 패턴이 

동작적합성에서도 더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을 보여주므로 의미 있는 결과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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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일반동작 

동작 항목 
내피A 내피B 내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바로 

선자세 

몸판앞 5.22 5.52 5.48 5.41 .398 

몸판뒤 5.35 5.57 5.65 5.52 .444 

칼라앞 4.52 4.57 4.57 4.55 .006 

칼라뒤 4.87 4.74 4.87 4.83 .065 

소매 4.57 4.83 5.04 4.81 .660 

목관절 

굴곡 

칼라앞 3.00 2.96 3.39 3.12 .748 

칼라뒤 4.39 4.39 4.39 4.39 .000 

목관절 

회전 

칼라앞 3.61 3.65 3.91 3.72 .417 

칼라뒤 4.57 4.61 4.52 4.57 .022 

목관절 

외전 

칼라앞 3.96 3.78 4.09 3.94 .279 

칼라뒤 4.61 4.83 4.78 4.74 .175 

어깨관절 

90도굴곡 

몸판앞 4.87 5.00 5.17 5.01 .316 

몸판뒤 3.57 4.04 4.43 4.01 1.753 

소매 2.61 b 3.78 a 4.00 a 3.46 11.279*** 

진동위 4.13 4.57 4.57 4.42 .725 

진동아래 3.13 b 3.87ab 4.04 a 3.68 3.298* 

어깨관절 

180도굴곡 

몸판앞 4.35 4.57 4.61 4.51 .166 

몸판뒤 3.48 3.87 4.17 3.84 .906 

소매 2.43 b 3.35 a 3.65 a 3.14 8.008*** 

진동위 3.83 4.13 4.52 4.16 1.381 

진동아래 2.78 3.17 3.61 3.19 2.113 

어깨관절 

90도외전 

몸판앞 4.57 4.52 4.91 4.67 .509 

몸판뒤 4.96 5.17 5.48 5.20 1.185 

소매 4.22 4.78 4.96 4.65 1.566 

진동위 4.61 4.70 4.96 4.75 .455 

진동아래 4.43 4.70 4.83 4.65 .520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4.70 4.91 4.96 4.86 .292 

몸판뒤 3.26 3.57 4.17 3.67 1.984 

소매 2.30 b 2.83 b 3.52 a 2.88 8.100*** 

진동위 3.87 4.35 4.65 4.29 2.019 

진동아래 2.78 3.17 3.70 3.22 2.411 

몸통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4.74 5.09 4.91 4.91 .417 

몸판뒤 4.70 4.78 4.96 4.81 .235 

소매 4.91 5.00 5.43 5.12 1.242 

진동위 5.04 5.13 5.30 5.16 .317 

진동아래 4.91 4.96 5.22 5.03 .453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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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피A 내피B 내피C 

 
어깨관절 90도 굴곡 

 
어깨관절 180도 굴곡 

 
팔꿈치 관절 최대 굴곡 

 

<그림 38> 내피 실험복별 일반동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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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 3종류의 일반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

타내는 <표 50>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은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의 소매 부위를 제외하면 모두 칼라에 대한 것으로 바로 선 자세

를 포함하여 목관절 굴곡회전외전시 칼라 부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림 39>에 참고사진을 제시하였다. 

칼라 부위는 외피A 보다 외피B가 더 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피C

는 외피 3종류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항목은 외피C

의 목관절 굴곡시의 칼라 뒤였으며 2.35로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 이

는 외피C의 경우 뒷목둘레에 방수와 방풍을 위한 내장형 후드가 들어있

어 목관절 움직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 소매 부위는 외피A가 3.39로 가장 낮았고, 외

피B는 4.13으로 „보통‟에 해당하였고, 외피C는 4.70으로 나와 „약간 편함‟

으로 가장 높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길이를 조정한 외피B도 

동작적합성이 개선되었으나, 외피C 패턴의 팔꿈치 부분에 턱(tuck)사양을 

적용하여 입체화하고 체표신축을 감안하여 여유를 준 것이 더 효과적으

로 동작적합성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외피A 외피B 외피C 

 
목관절 굴곡 

 
목관절 회전 

 
목관절 외전 

 

<그림 39> 외피 실험복별 일반동작-목관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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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방한복 상의 외피의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일반동작 

동작 항목 
외피A 외피B 외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바로 

선자세 

몸판앞 5.57 5.74 5.65 5.65 .138 

몸판뒤 5.70 5.74 5.74 5.72 .013 

칼라앞 4.09 a 4.52 a 3.04 b 3.88 5.079** 

칼라뒤 4.57 a 4.96 a 3.04 b 4.19 13.189*** 

소매 5.26 5.09 5.00 5.12 .212 

목관절 

굴곡 

칼라앞 3.26 ab 3.70 a 2.57 b 3.17 3.453* 

칼라뒤 4.13 a 4.48 a 2.35 b 3.65 14.414*** 

목관절 

회전 

칼라앞 3.70 a 4.04 a 2.74 b 3.49 5.399** 

칼라뒤 4.43 a 4.65 a 2.57 b 3.88 17.758*** 

목관절 

외전 

칼라앞 4.09 a 4.43 a 2.91 b 3.81 8.370*** 

칼라뒤 4.48 a 4.70 a 2.87 b 4.01 15.223*** 

어깨관절 

90도 굴곡 

몸판앞 5.43 5.30 5.17 5.30 .249 

몸판뒤 4.70 5.00 5.04 4.91 .479 

소매 4.48 5.22 4.91 4.87 2.024 

진동위 5.17 5.09 5.22 5.16 .059 

진동아래 4.48 4.70 4.91 4.70 .700 

어깨관절 

180도 굴곡 

몸판앞 5.00 4.78 4.83 4.87 .115 

몸판뒤 4.43 4.61 4.61 4.55 .096 

소매 3.96 4.57 4.65 4.39 2.142 

진동위 4.78 4.91 5.09 4.93 .291 

진동아래 3.87 4.30 4.65 4.28 1.902 

어깨관절 

90도 외전 

몸판앞 5.22 5.30 5.13 5.22 .103 

몸판뒤 5.48 5.39 5.35 5.41 .065 

소매 5.48 5.26 5.04 5.26 .623 

진동위 5.22 5.30 5.13 5.22 .111 

진동아래 5.04 5.26 5.30 5.20 .308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5.30 5.22 5.22 5.25 .037 

몸판뒤 4.26 4.65 4.61 4.51 .532 

소매 3.39 b 4.13 a 4.70 a 4.07 6.563** 

진동위 4.78 5.09 4.91 4.93 .342 

진동아래 3.91 4.30 4.43 4.22 .846 

몸통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5.35 5.35 5.26 5.32 .038 

몸판뒤 5.17 5.30 5.30 5.26 .074 

소매 5.52 5.52 5.39 5.48 .099 

진동위 5.57 5.70 5.48 5.58 .232 

진동아래 5.48 5.65 5.43 5.52 .256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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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겹쳐 입은 3종류의 실험복의 일반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표 51>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은 내피와 외피 평가에서의 유의한 결과 항목이 거의 합쳐진 결과를 

보여주며, 겹쳐 입은 각 의복의 단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0>에 참고사진을 제시하였다. 

칼라 부위는 바로 선 자세와 목관절 굴곡, 목관절 회전시에는 내외피

A 보다 내외피B가 더 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관절 외전시에는 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모든 칼라 항목에서 내외피C는 내외피 3종류 중

에서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고 목관절 굴곡시 칼라 뒤가 2.17로 가

장 낮은 평균이 나왔고, 이는 외피C의 뒷목에 방수와 방풍을 위한 내장

형 후드가 있어 목관절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소매 부위는 어깨관절 90도 굴곡, 어깨관절 180도 굴곡,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에서 내외피 3종류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팔꿈치관절 최대굴곡에서 

가장 불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고, 어깨관절 180도 굴곡, 어깨

관절 90도 굴곡 순으로 내피만 착용했을 때의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

였으며 내피만 착용했을 때보다는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평가 결과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 소매 부위 평가에서의 

기존 내피A와 기존 외피A를 겹쳐 입은 실험복으로 평균이 2.35으로 나

와 „불편‟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치수를 개선한 내외피B는 3.22로 내외피

A보다는 평균 평가 점수에서 37%의 동작적합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치수를 개선한 후 동작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디테

일 사양을 적용한 내외피C의 경우 4.00으로 나와 내외피A 보다는 평균 

평가 점수에서 70%가 넘는 높은 개선율을 보여주어 해당 디테일의 효과

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진동둘레 아래의 경우 내피 평가에서는 어깨관절 180도 굴곡시에 유의

성 있게 결과가 나왔으나 내외피 평가에서는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에 

기존 내외피A가 2.83, 내외피B가 3.52, 내외피C가 3.91로 나와 외피만 

평가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으나 경향은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내피B의 

소매산 부위와 진동둘레의 패턴 개선이 영향을 미쳤으며 내피C의 경우 

여기에 더해 팔꿈치 부분의 여유가 삽입된 입체 패턴의 적용으로 진동부

위가 덜 당겨 진동둘레 항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 107 - 

<표 51>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일반동작 

동작 항목 
내외피A 내외피B 내외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바로 

선자세 

몸판앞 5.04 5.30 5.17 5.17 .296 

몸판뒤 5.13 5.52 5.35 5.33 .752 

칼라앞 4.30 a 4.43 a 2.87 b 3.87 8.731*** 

칼라뒤 4.70 a 4.78 a 2.78 b 4.09 16.913*** 

소매 4.30 4.65 5.04 4.67 1.939 

목관절 

굴곡 

칼라앞 3.52 a 3.96 a 2.35 b 3.28 7.622** 

칼라뒤 4.39 a 4.65 a 2.17 b 3.74 23.074*** 

목관절 

회전 

칼라앞 4.00 a 4.13 a 2.57 b 3.57 9.214*** 

칼라뒤 4.57 a 4.70 a 2.70 b 3.99 18.034*** 

목관절 

외전 

칼라앞 4.13 a 4.04 a 3.04 b 3.74 4.836* 

칼라뒤 4.65 a 4.61 a 2.91 b 4.06 12.814*** 

어깨관절 

90도 굴곡 

몸판앞 4.70 5.13 5.04 4.96 .888 

몸판뒤 3.78 4.52 4.52 4.28 2.136 

소매 3.04 b 4.52 a 4.65 a 4.07 15.165*** 

진동위 4.17 4.91 4.83 4.64 2.680 

진동아래 3.61 4.52 4.13 4.09 2.750 

어깨관절 

180도 굴곡 

몸판앞 4.52 5.00 4.78 4.77 .794 

몸판뒤 3.35 4.17 4.22 3.91 2.138 

소매 2.52 b 4.22 a 4.26 a 3.67 15.223*** 

진동위 3.87 4.57 4.48 4.30 1.947 

진동아래 3.17 3.87 4.17 3.74 3.135 

어깨관절 

90도 외전 

몸판앞 4.83 5.04 5.13 5.00 .393 

몸판뒤 4.87 5.48 5.35 5.23 1.912 

소매 4.52 5.13 5.04 4.90 1.624 

진동위 4.70 4.74 4.83 4.75 .064 

진동아래 4.87 5.13 5.09 5.03 .312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4.61 4.91 4.91 4.81 .493 

몸판뒤 3.57 3.87 4.39 3.94 2.011 

소매 2.35 c 3.22 b 4.00 a 3.19 11.633*** 

진동위 4.04 4.48 4.57 4.36 1.182 

진동아래 2.83 b 3.52 ab 3.91 a 3.42 3.871* 

몸통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4.78 4.96 5.00 4.91 .192 

몸판뒤 4.52 4.70 4.78 4.67 .202 

소매 4.70 5.17 5.22 5.03 1.352 

진동위 5.13 5.30 5.22 5.22 .128 

진동아래 4.96 5.09 5.13 5.06 .114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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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피A 내외피B 내외피C 

 
어깨관절 90도 굴곡 

 
어깨관절 180도 굴곡 

 
팔꿈치 관절 최대 굴곡 

 

<그림 40> 내외피 실험복별 일반동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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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C의 겹쳐 입은 착장형태에 따른 실험복의 일반동작

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표 52>에서 유의하게 나온 

항목은 칼라와 관련된 항목 모두와 바로 선 자세에서의 몸판앞 부위, 어

깨관절 90도 굴곡에서의 몸판뒤, 소매, 진동둘레 아래 부위, 그리고 팔꿈

치관절 최대 굴곡에서의 소매로 나타났다.  

바로 선 자세의 몸판앞 부위에서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내장된 후

드를 밖으로 빼낸 경우의 평균이 5.78로 실험복 전체의 일반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외피C에 내피C를 입

은 경우와 외피C에 라이너를 부착한 경우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이 겹쳐 입은 상태인 라이너를 부착하고 내피C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낮은 평균 4.57로 나타나 모든 실험복이 „보통‟인 4점 이상의 평가

를 보였다.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내장된 후드를 밖으로 빼낸 경우는 모든 항

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가 나왔으며 목관절 굴곡 칼라 앞 부위의 평균

인 4.00이 가장 낮은 평가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으로 동작적합성이 

우수함을 나타냈다.  

팔꿈치 관절 최대 굴곡시 소매 부위는 실험복 중 가장 많이 겹쳐 입은 

상태인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와 내피C를 겹쳐 입은 경우에서 3.26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착용피복이 많을수록 동작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피C와 내피C를 겹쳐 입은 경우는 4.00으로 보통으로 평가

하였고, 외피C에 라이너를 부착한 경우는 후드가 내장된 상태에서 4.57, 

후드를 밖으로 뺀 상태에서 4.61로 평가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조끼형 라이너이므로 소매가 없어 외피C 소매의 동작성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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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외피C의 착장형태에 따른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일반동작 

동작 항목 

외피C+

내피C+

라이너 

외피C+

내피C 

외피C+

라이너 

외피C+

라이너

+후드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바로 

선자세 

몸판앞 4.57 b 5.17 ab 5.26 a 5.78 a 5.20 4.526** 

몸판뒤 4.87 5.35 5.48 5.70 5.35 2.514 

칼라앞 2.83 b 2.87 b 3.22 b 4.52 a 3.36 8.786*** 

칼라뒤 3.17 b 2.78 b 3.43 b 5.22 a 3.65 15.178*** 

소매 4.83 5.04 5.35 5.48 5.17 1.476 

목관절 

굴곡 

칼라앞 2.48 b 2.35 b 2.65 b 4.00 a 2.87 8.802*** 

칼라뒤 2.70 b 2.17 b 2.61 b 4.87 a 3.09 24.243*** 

목관절 

회전 

칼라앞 2.61 b 2.57 b 2.83 b 4.35 a 3.09 12.815*** 

칼라뒤 2.87 b 2.70 b 2.96 b 4.78 a 3.33 18.879*** 

목관절 

외전 

칼라앞 2.91 b 3.04 b 3.22 b 4.43 a 3.40 10.282*** 

칼라뒤 3.04 b 2.91 b 3.04 b 4.87 a 3.47 15.267*** 

어깨관절 

90도 굴곡 

몸판앞 4.61 5.04 5.09 5.43 5.04 2.038 

몸판뒤 4.09 b 4.52 ab 4.87 a 5.13 a 4.65 3.021* 

소매 4.30 b 4.65 ab 5.09 a 5.09 a 4.78 2.803* 

진동위 4.48 4.83 4.96 5.26 4.88 1.858 

진동아래 3.78 b 4.13 ab 4.65 a 4.78 a 4.34 3.320* 

어깨관절 

180도 굴곡 

몸판앞 4.39 4.78 5.00 5.26 4.86 1.904 

몸판뒤 3.91 4.22 4.78 4.74 4.41 2.083 

소매 4.00 4.26 4.78 4.78 4.46 2.416 

진동위 4.26 4.48 4.74 5.00 4.62 1.476 

진동아래 3.74 4.17 4.43 4.57 4.23 1.734 

어깨관절 

90도 외전 

몸판앞 4.61 5.13 5.09 5.13 4.99 1.070 

몸판뒤 4.87 5.35 5.35 5.35 5.23 1.154 

소매 4.65 5.04 5.13 5.17 5.00 .956 

진동위 4.83 4.83 5.13 5.17 4.99 .572 

진동아래 4.57 5.09 5.26 5.13 5.01 1.657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4.52 4.91 5.09 5.26 4.95 1.662 

몸판뒤 3.96 4.39 4.52 4.65 4.38 1.253 

소매 3.26 b 4.00 a 4.57 a 4.61 a 4.11 6.191*** 

진동위 4.17 4.57 4.91 5.04 4.67 2.333 

진동아래 3.57 3.91 4.35 4.43 4.07 2.197 

몸통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4.52 5.00 5.00 5.30 4.96 1.506 

몸판뒤 4.39 4.78 5.17 5.13 4.87 1.869 

소매 5.00 5.22 5.43 5.52 5.29 1.031 

진동위 4.91 5.22 5.48 5.61 5.30 1.636 

진동아래 4.74 5.13 5.35 5.57 5.20 1.876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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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전투훈련동작) 

 

예비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매길이가 짧은 내피와 관련하여 

항목에는 없지만 진동둘레 아래, 손목 위, 팔꿈치둘레 부위의 의복이 당

겨져서 조여지거나 받치면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최대

동작시점에서 부위별 세부항목 5가지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추

가한 항목은 동작1(서서던지기)의 진동둘레 아래와 손목 위, 동작2(높이

뛰기)의 진동둘레 아래와 손목 위, 동작3(팔동작 몸통받쳐)의 팔꿈치둘레 

부위이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방한복 상의 내피 3종류의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를 <표 53>에 제시하였다. 연속동작에서는 서서던지기에서 기존 내피A

가 4.04, 내피B가 4.48, 내피C가 5.26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p<0.01 수준의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동작시점의 동작1(서서던지기)과 동작2(높이뛰기)의 진동둘레 아래

와 손목 위, 동작3(팔동작 몸통받쳐)의 팔꿈치둘레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으며 평균이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동작2(높이뛰기)의 진동둘레 

아래 부위였으며 이때 기존 내피A의 경우 2.6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

으며, 내피B는 3.48로 내피A 보다 평균치가 33% 개선되었고, 내피C는 

4.00으로 내피B보다는 평균이 15% 개선되었고, 내피A보다는 평균이 

53%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대동작시점 동작3(팔동작 몸통받쳐)의 팔꿈치둘레 항목은 p<0.001 수

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기존 내피A가 3.33, 내피B가 4.57로 내피A 

보다 평균이 37% 높게 평가되었고, 내피C의 경우 5.29로 나타나 내피B 

보다는 16%, 내피A 보다는 59%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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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전투훈련동작 

항목 
내피A 내피B 내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연

속

동

작 

서서던지기 4.04 b 4.48 b 5.26 a 4.59 5.713** 

높이뛰기 3.13 3.78 4.09 3.67 2.963 

팔동작 몸통받쳐 4.39 4.83 5.04 4.75 1.472 

응용포복 3.91 4.35 4.48 4.25 1.101 

굽혀던지기 4.13 4.74 4.96 4.61 2.485 

최

대

동

작

시

점 

동작
1 

앞품 4.96 5.00 5.43 5.13 .996 

위팔둘레선 4.70 4.91 5.09 4.90 .434 

진동둘레 아래 3.62 b 4.48 a 4.62 a 4.24 3.201* 

손목 위 3.33 b 4.52 a 4.57 a 4.14 6.810** 

동작
2 

뒤품 3.48 3.48 4.26 3.74 2.124 

위팔둘레선 3.57 4.13 4.43 4.04 2.026 

진동둘레 아래 2.62 b 3.48 a 4.05 a 3.38 6.847** 

손목 위 2.76 b 3.67 a 4.00 a 3.48 5.980** 

동작
3 

허리둘레 앞 5.35 5.13 5.30 5.26 .226 

허리둘레 뒤 4.87 4.91 4.78 4.86 .048 

팔꿈치둘레 3.33 b 4.57 a 5.29 a 4.40 10.411*** 

동작
4 

진동둘레 위 4.30 5.09 5.00 4.80 2.205 

진동둘레 아래 4.00 4.52 4.70 4.41 1.321 

옆선 길이 4.13 4.70 4.61 4.48 1.027 

동작
5 

팔꿈치둘레 4.17 4.52 5.00 4.57 1.934 

소매 길이 3.74 b 4.48 ab 4.74 a 4.32 3.176* 

동작
6 

칼라 앞 부위 3.70 3.39 3.91 3.67 .704 

칼라 뒤 부위 4.78 4.78 5.00 4.86 .179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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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 3종류의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를 <표 54>에 제시하였다. 유의하게 나온 결과로는 최대동작시점의 동작

6(굽혀던지기)에서 칼라 앞, 칼라 뒤에 대한 평가로 뒷목둘레에 내장형 

후드가 들어있는 외피C가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외피C의 칼라 앞은 

2.65, 칼라 뒤는 3.48로 칼라 앞이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작6이 굽혀던지기 후반의 앞으로 웅크리는 동작이기 때문으로 보였다. 

 

<표 54> 방한복 상의 외피의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전투훈련동작 

항목 
외피A 외피B 외피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연

속

동

작 

서서던지기 4.91 5.35 4.87 5.04 .986 

높이뛰기 4.17 4.70 4.39 4.42 .886 

팔동작 몸통받쳐 4.87 5.26 4.65 4.93 1.756 

응용포복 4.52 4.83 4.39 4.58 .579 

굽혀던지기 5.04 5.13 4.48 4.88 1.774 

최

대

동

작

시

점 

동작
1 

앞품 5.39 5.39 5.22 5.33 .146 

위팔둘레선 5.09 5.39 5.17 5.22 .357 

진동둘레 아래 4.43 4.86 4.81 4.70 .638 

손목 위 4.86 5.00 4.81 4.89 .159 

동작
2 

뒤품 4.22 4.43 4.61 4.42 .420 

위팔둘레선 4.65 4.87 4.83 4.78 .126 

진동둘레 아래 3.67 4.43 4.38 4.16 2.110 

손목 위 4.24 4.81 4.71 4.59 1.165 

동작
3 

허리둘레 앞 5.39 5.52 5.17 5.36 .597 

허리둘레 뒤 4.96 5.00 4.96 4.97 .007 

팔꿈치둘레 4.52 5.05 5.24 4.94 1.874 

동작
4 

진동둘레 위 4.78 5.13 4.91 4.94 .403 

진동둘레 아래 4.61 4.78 4.96 4.78 .301 

옆선 길이 4.61 4.78 4.83 4.74 .139 

동작
5 

팔꿈치둘레 4.61 4.87 4.87 4.78 .245 

소매 길이 4.57 5.09 4.78 4.81 .989 

동작
6 

칼라 앞 3.74 a 4.09 a 2.65 b 3.49 5.541** 

칼라 뒤 4.91 a 5.04 a 3.48 b 4.48 8.148***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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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겹쳐 입은 3종류의 실험복의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를 <표 55>에 제시하였다. 유의하게 나온 항

목의 경우 내피와 외피 평가에서의 유의하게 나온 항목이 거의 합쳐진 

결과를 보여주며, 겹쳐 입은 각 의복의 단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일반동작 평가시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속동작에서 서서던지기와 높이뛰기 항목에서 내외피A 보다 내외피

B와 C의 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높이뛰기의 경우 내외피A가 2.96, 내

외피B와 C가 4.22로 p<0.001 정도의 유의수준을 보인 결과를 보였다. 최

대동작시점의 동작1(서서던지기)의 진동둘레 아래와 손목 위, 동작2(높이

뛰기)의 위팔둘레선, 진동둘레 아래와 손목 위, 동작3(팔동작 몸통받쳐)의 

팔꿈치둘레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평균이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동작2의 진동둘레 아래 부위였으며 

이때 기존 내외피A의 경우 2.6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으며, 내외피

B는 3.76으로 내외피A 보다 평균치가 41% 개선되었고, 내외피C는 4.29

로 내외피B보다는 평균이 14% 개선되었고, 내외피A보다는 평균이 61%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대동작시점 동작2(높이뛰기)의 손목 위는 p<0.001로 유의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내외피A가 2.95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으며, 내외피B

는 4.24로 내외피A 보다 평균이 44% 개선되었다. 내외피C는 4.48로 내

외피B 보다는 6% 정도의 평균이 개선되었지만, 내외피A 보다는 52% 

정도로 평균치가 개선되었다.  

최대동작시점 동작3(팔동작 몸통받쳐)의 팔꿈치둘레 항목도 p<0.001 수

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기존 내외피A가 3.43, 내외피B가 4.62로 

기존 내외피A 보다 평균이 35% 높게 평가되었고, 내외피C의 경우 5.33

으로 나타나 내외피B 보다는 15%, 내외피A 보다는 55%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내외피A에 대한 내외피B의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동작2

의 손목 위였으며, 내외피B에 대한 내외피C의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

온 항목은 동작3의 팔꿈치둘레 부위로 나타났다. 이는 동작2의 경우 소

매길이의 영향이 크고, 동작3의 경우는 소매길이뿐만 아니라 팔꿈치둘레

부위의 여유량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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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동작시점의 동작6(굽혀던지기)에서 칼라 앞, 칼라 뒤에 대한 평가

는 뒷목둘레에 내장형 후드가 들어있는 외피C를 최외층으로 착용한 내

외피C가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으며, 이는 외피 평가시의 양상과 유사하

게 나온 결과로 외피의 영향인 것으로 보였다.  

 

<표 55>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 – 전투훈련동작 

항목 

내외피
A 

내외피
B 

내외피
C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연

속

동

작 

서서던지기 3.87 b 4.91 a 4.61 a 4.46 4.862* 

높이뛰기 2.96 b 4.22 a 4.22 a 3.80 8.143*** 

팔동작 몸통받쳐 3.91 4.78 4.74 4.48 3.084 

응용포복 4.09 4.70 4.52 4.43 1.457 

굽혀던지기 4.22 4.87 4.26 4.45 2.125 

최

대

동

작

시

점 

동작
1 

앞품 4.61 5.22 4.91 4.91 1.287 

위팔둘레선 4.17 4.96 4.96 4.70 3.062 

진동둘레 아래 3.48 b 4.52 a 4.86 a 4.29 7.693** 

손목 위 3.52 b 4.71 a 4.81 a 4.35 9.139*** 

동작
2 

뒤품 3.30 4.26 4.09 3.88 2.574 

위팔둘레선 3.61 b 4.65 a 4.43 ab 4.23 3.278* 

진동둘레 아래 2.67 b 3.76 a 4.29 a 3.57 7.627** 

손목 위 2.95 b 4.24 a 4.48 a 3.89 10.325*** 

동작
3 

허리둘레 앞 4.70 5.26 5.09 5.01 1.145 

허리둘레 뒤 4.39 4.78 4.87 4.68 .675 

팔꿈치둘레 3.43 b 4.62 a 5.33 a 4.46 10.166*** 

동작
4 

진동둘레 위 4.48 4.78 4.78 4.68 .413 

진동둘레 아래 4.43 4.57 4.70 4.57 .222 

옆선 길이 4.26 4.52 4.74 4.51 .699 

동작
5 

팔꿈치둘레 4.26 4.74 4.74 4.58 1.079 

소매 길이 4.57 5.04 4.83 4.81 1.013 

동작
6 

칼라 앞 3.43 ab 3.91 a 2.83 b 3.39 3.669* 

칼라 뒤 4.43 a 4.61 a 3.48 b 4.17 4.577*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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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C의 겹쳐 입은 착용형태에 따른 실험복의 전투훈련

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56>와 같으며 연속동작시의 

서서던지기와 굽혀던지기, 최대동작시점의 동작2의 손목 위 부위와 동작

6의 칼라 앞과 뒤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내장된 후드를 밖으로 빼낸 경우는 모든 항

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가 나왔으며 목관절 굴곡 칼라 앞 부위의 평균

인 4.30이 가장 낮은 평가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으로 동작적합성이 

우수함을 보였다. 

연속동작의 서서던지기 항목에서 가장 많이 겹쳐 입은 상태인 라이너

를 부착한 외피C에 내피C를 착용한 경우는 4.17로 평균이 가장 낮았고, 

외피C에 내피C를 입은 경우는 4.61, 외피C에 라이너를 부착한 경우는 

5.09,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내장된 후드를 밖으로 빼낸 경우는 5.39

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순으로 편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연

속동작의 굽혀던지기와 최대동작시점의 동작2의 손목 위 항목도 동일한 

순서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팔동작의 가동성이 비슷하게 착장을 하더라도 몸통 부위의 부

피감이 더 작을수록 동작성이 더 좋아지고, 동일한 외피 안에 겹쳐 입은 

내피의 몸통 부피 상태는 비슷하더라도 소매가 없는 것이 소매가 있는 

경우보다 동작성이 더 좋아지며, 동일한 외피라도 내장형 후드를 접어 

넣어 스탠드 칼라를 여미는 것 보다는 후드를 밖으로 뺀 경우가 동작성

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orman & Havenith(2009)이 추가적인 부피와 의복층은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마찰저항 때문에 신체적 작업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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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외피C의 착장형태에 따른 동작적합성 평가 결과–전투훈련동작 

항목 

외피C+

내피C+

라이너 

외피C+

내피C 

외피C+

라이너 

외피C+

라이너

+후드 

전체 (N=23)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연

속

동

작 

서서던지기 4.17 c 4.61 bc 5.09 ab 5.39 a 4.82 4.391** 

높이뛰기 3.87 4.22 4.57 4.70 4.34 2.036 

팔동작 몸통받쳐 4.17 4.74 4.96 5.13 4.75 2.316 

응용포복 4.00 4.52 4.65 4.70 4.47 1.506 

굽혀던지기 3.91 b 4.26 b 4.65 ab 5.09 a 4.48 3.664* 

최

대

동

작

시

점 

동작
1 

앞품 4.61 4.91 5.17 5.35 5.01 1.525 

위팔둘레선 4.65 4.96 5.13 5.35 5.02 1.150 

진동둘레 아래 4.33 4.86 5.05 5.19 4.86 2.424 

손목 위 4.76 4.81 5.10 5.24 4.98 .988 

동작
2 

뒤품 부위 3.83 4.09 4.35 4.48 4.18 1.019 

위팔둘레선 4.30 4.43 4.74 4.87 4.59 .718 

진동둘레 아래 3.71 4.29 4.48 4.71 4.30 2.037 

손목 위 4.29 c 4.48 bc 5.05 ab 5.24 a 4.76 3.190* 

동작
3 

허리둘레 앞 4.83 5.09 5.26 5.35 5.13 .750 

허리둘레 뒤 4.35 4.87 4.91 5.13 4.82 1.159 

팔꿈치둘레 4.76 5.33 5.29 5.62 5.25 2.688 

동작
4 

진동둘레 위 4.30 4.78 5.04 5.17 4.83 2.178 

진동둘레 아래 4.35 4.70 4.74 4.83 4.65 .580 

옆선 길이 4.48 4.74 4.70 4.74 4.66 .200 

동작
5 

팔꿈치둘레 4.30 4.74 4.78 4.78 4.65 .745 

소매 길이 4.57 4.83 5.04 4.91 4.84 .690 

동작
6 

칼라 앞 2.83 b 2.83 b 3.30 b 4.30 a 3.32 6.287*** 

칼라 뒤 3.43 b 3.48 b 3.83 b 4.96 a 3.92 6.165***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1~7 scale (1:매우 불편, 2:불편, 3:약간 불편, 4:보통, 5:약간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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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 

 

실험복 내피3종류(내피A, 내피B, 내피C), 외피3종류(외피A, 외피B, 외

피C), 내외피를 겹쳐 입은 3종류(내외피A, 내외피B, 내외피C)에 대한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작적합성 평가를 하는 동안 착의피험자는 동작과 평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길이가 짧아서 몸판이 당겨 올라가는 등 문제 부위에서

의 부족한 여유량으로 인해 다른 주변 부위에 영향을 끼쳐 형태가 적절

치 않은 상태에서도 동작수행에 불편함이 없으면 편하다고 평가하여 해

당 실험복의 문제가 들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착의피험자의 동작 

수행시 실험복의 여유량과 외관 상태에 관한 형태적합성에 대하여 전문

가 외관평가를 받아보고자 하였다. 매 실험마다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피험자의 착의된 실험복에 대하여 직접 관찰하고 외관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적 제약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앞서 동작적합성 

평가시 촬영한 사진 자극물을 제시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투복 호칭별로 나누어진 3그룹(그룹1, 그룹2, 그룹3)의 착의피험자가 

각 실험복을 착용한 사진을 자극물로 외관평가자에게 제시하여 각 실험

복의 여유량과 외관에 대한 맞음새를 총 78개 문항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8개의 여유량 문항은 „여유량이 적당한가?‟

에 대한 문항으로 1점인 „매우 작다‟에서 7점인 „매우 크다‟까지 7점 척

도로 구성하여 4점인 „적당‟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여 4점 보다 낮은 

점수는 작거나 짧은 것을 의미하고 4점 보다 높은 점수는 크거나 긴 것

을 의미한다. 40개의 외관 문항은 „외관이 좋은가?‟에 대한 문항으로 1점

인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인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외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과로 제시하는 표에서의 항

목은 전체 평가 문항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문항만 편집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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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내피 3종류에 대한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57>와 

같으며 가장 유의도가 높게 나온 항목은 상의길이에 대한 것으로 기존 

내피A의 앞길이, 뒷길이가 모두 약간 짧고, 내피B는 적당하며, 내피C는 

적당 또는 약간 긴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소매길이의 경우 기존 내피A가 2.52로 나와 전체 항목 중 가장 부정적

인 평가를 보였으며 내피B는 3.29로 약간 작은 수준의 평가를 보였으며, 

내피C는 3.62로 적당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소매 위팔둘레 부분의 외관

은 내피A가 4.52로 가장 좋게 나왔으나 소매부리 부분의 외관은 3.52로 

가장 낮게 나왔다.  

내피A의 경우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소매길이를 포함하여 상의길이 

등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인 4점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내피

A의 외관은 옆면에서의 몸판 앞, 허리둘레 앞, 밑단 앞, 소매 위팔둘레 

항목에서 다른 내피보다 좋게 평가 되었고, 그 외의 외관 항목에서는 가

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내피B의 경우 소매길이와 아래팔둘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

유량이 적당하다고 평가되었다. 외관은 옆면에서의 밑단 앞판 항목에서 

약간 좋지 않게 평가된 것 외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보통‟인 4점 이

상의 평가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은 가장 좋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내피C의 경우 모든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 또는 약간 크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외관은 밑단의 앞판이 3.00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고 이

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였으며 앞면에서의 

가슴둘레 외관이 5.05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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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방한복 상의 내피의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 

항목 

내피
A 

내피
B 

내피
C 

전체 (N=7)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앞 

앞길이가 적당한가? 3.00 c 3.90 b 4.52 a 3.81 25.475*** 

앞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7 b 4.24 a 4.33 a 4.08 4.943**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52 b 4.14 a 4.19 a 3.95 11.582*** 

허리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76 b 4.38 a 4.10 a 4.08 7.299***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76 b 4.19 a 4.24 a 4.06 3.792*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43 b 4.52 b 5.05 a 4.67 3.559* 

옆 

앞길이가 적당한가? 3.05 b 4.05 a 4.43 a 3.84 14.228*** 

뒷길이가 적당한가? 2.95 b 3.86 a 4.00 a 3.60 10.838*** 

허리둘레 앞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14 b 4.38ab 4.67 a 4.40 4.292* 

허리둘레 뒤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10 b 4.62 a 4.81 a 4.51 5.070** 

밑단 앞판 여유량이 적당한가? 3.86 c 4.76 b 5.38 a 4.67 13.875*** 

밑단 뒤판 여유량이 적당한가? 3.05 c 3.62 b 4.14 a 3.60 10.366*** 

소매길이가 적당한가? 2.52 b 3.29 a 3.62 a 3.14 10.888*** 

소매 위팔둘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76 b 4.14 b 4.67 a 4.19 9.613*** 

소매 팔꿈치둘레 여유량이 적당한가? 3.52 c 4.10 b 4.48 a 4.03 14.272*** 

소매 아래팔둘레 여유량이 적당한가? 3.33 b 3.48 b 4.14 a 3.65 8.261*** 

몸판 앞쪽의 외관이 좋은가? 4.67 a 4.10 b 3.86 b 4.21 6.599** 

허리둘레 앞판의 외관이 좋은가? 4.48 a 3.95 b 3.57 b 4.00 7.358*** 

밑단의 앞판 외관이 좋은가? 4.10 a 3.29 b 3.00 b 3.46 5.972** 

소매 위팔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52 a 3.81 b 3.86 b 4.06 3.651* 

소매부리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3.52 b 4.24 a 4.24 a 4.00 5.000** 

뒤 

뒷길이가 적당한가? 3.05 c 3.95 b 4.62 a 3.87 34.292***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90 b 4.57 a 4.71 a 4.40 10.123***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3.33 b 4.57 a 4.05 a 3.98 8.574*** 

허리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3.43 b 4.24 a 4.29 a 3.98 6.190** 

뒷면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3.33 b 4.24 a 4.05 a 3.87 6.601** 

전

체 

상의길이가 적당한가? 3.14 c 4.14 b 4.62 a 3.97 25.458***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95 b 4.10ab 4.57 a 4.21 3.492*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71 b 4.38 a 4.57 a 4.22 10.469*** 

진동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81 b 4.05 b 4.57 a 4.14 5.128** 

소매의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3.48 c 4.10 b 4.81 a 4.13 18.522***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3.62 b 4.19 a 4.43 a 4.08 12.582***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05 b 4.76 a 4.57 a 4.46 3.321**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여유량: 1~7 scale (1:매우작다, 2:작다, 3:약간작다, 4:적당, 5:약간크다, 6:크다, 7:매우크다) 

* 외관: 1~7 scale (1:매우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약간그렇지않다, 4:보통, 5:약간그렇다,  

                6:그렇다, 7: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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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 외피 3종류에 대한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58>와 

같으며 가장 유의도가 높게 나온 항목은 상의길이와 관련한 것으로 외피

B가 „적당‟에 해당하는 4점에 가장 가까운 평균을 보였으며 기존 외피A

는 „약간 짧다‟에 해당하는 3점에 가깝고, 외피C는 „적당‟과 „약간 길다‟

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평균을 보였다. 소매길이의 경우 외피B와 C는 

각각 평균이 4.00, 4.14로 „적당‟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외피A의 경우 3.05

로 „약간 짧다‟는 평가를 보였다. 이는 착의평가자의 치수적합성 평가에

서 외피A가 적당하고 외피B와 외피C는 약간 크다고 평가한 것과는 분

명한 차이를 보여준 것이었다. 

기존 외피A는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이 „약간 작다‟에서 „적당‟에 가까

웠으며 전체적인 외관은 평균 4.71로 외피B 다음으로 좋게 평가되었다. 

외피B의 경우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에 해당하는 4점에 가

깝게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외관 평균이 4.90으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외피C의 여유량 평가에서 앞면에서의 앞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여유량과 옆면에서의 소매길이와 소매 아래팔둘레 여유량이 적당한 것으

로 나왔고, 그 외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약간 크다‟에 가까운 평가

를 보였다. 옆면에서의 칼라높이 앞뒤 모두 약간 높다고 평가하였고, 앞

목둘레의 여유량은 3.19으로 약간 작다고 평가하였으나 뒷목둘레는 4.43

으로 나타나 부피감을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유의

도 측면에서 보면 앞목둘레에서 p<0.001의 유의수준으로 뒷목둘레에서의 

p<0.5 유의수준보다 높으므로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외피C의 외관은 앞면에서의 칼라와 앞목둘레 외관이 가장 좋게 평가

되었다. 옆면에서의 소매 외관을 제외한 모든 외관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며 약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외피C의 경우 

방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뒷목둘레에 후드가 내

장되어 있고, 상의 뒷길이는 보호성을 위해 길게 하였으며 앞길이는 활

동성 확보를 위해 뒷길이 보다는 좀더 짧기 때문에 옆에서 평가할 때는 

균형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외관은 평균 4.05

로 „보통‟에 해당하지만 다른 외피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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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방한복 상의 외피의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 (계속) 

항목 

외피
A 

외피
B 

외피
C 

전체 (N=7)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앞 

앞길이가 적당한가? 3.52 c 4.19 b 5.00 a 4.24 47.566*** 

앞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48 b 3.38 b 4.29 a 3.71 16.856***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57 c 4.29 a 3.90 b 3.92 10.563*** 

허리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7 b 4.33 a 3.90 b 3.97 10.942***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81 c 4.19 b 4.62 a 4.21 15.390*** 

칼라의 외관이 좋은가? 4.05 b 4.19 b 4.86 a 4.37 5.771** 

앞목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19 b 4.24 b 4.76 a 4.40 3.634* 

옆 

앞길이가 적당한가? 3.33 c 4.05 b 4.71 a 4.03 18.836*** 

뒷길이가 적당한가? 3.29 c 4.05 b 5.00 a 4.11 40.000*** 

앞칼라 높이가 적당한가? 4.57 b 4.05 c 5.10 a 4.57 10.836*** 

뒷칼라 높이가 적당한가? 4.48ab 4.24 b 5.00 a 4.57 4.069* 

앞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90 a 4.10 a 3.19 b 3.73 9.290*** 

뒷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00 b 3.95 b 4.43 a 4.13 4.789* 

가슴둘레 뒤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05 b 4.10 b 4.90 a 4.35 14.213*** 

허리둘레 앞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00 b 4.52 a 4.90 a 4.48 8.951*** 

허리둘레 뒤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48 b 4.24 b 5.52 a 4.75 22.428*** 

밑단 앞판 여유량이 적당한가? 4.29 c 4.90 b 5.76 a 4.98 19.284*** 

소매길이가 적당한가? 3.05 b 4.00 a 4.14 a 3.73 10.263*** 

소매 위팔둘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7 c 4.05 b 4.48 a 4.06 9.909*** 

소매 팔꿈치둘레 여유량이 적당한가? 3.67 c 4.05 b 4.43 a 4.05 8.807*** 

소매 아래팔둘레 여유량이 적당한가? 3.67 b 4.00 a 4.29 a 3.98 8.089*** 

몸판 앞쪽의 외관이 좋은가? 4.52 a 4.05 a 3.48 b 4.02 7.631*** 

몸판 뒤쪽의 외관이 좋은가? 4.19 a 4.62 a 3.00 b 3.94 24.500*** 

가슴둘레 뒤판의 외관이 좋은가? 4.24 b 4.81 a 3.19 c 4.08 22.189*** 

허리둘레 앞판의 외관이 좋은가? 4.48 a 4.00 a 3.38 c 3.95 10.500*** 

허리둘레 뒤판의 외관이 좋은가? 4.19 a 4.62 a 3.00 c 3.94 27.544*** 

밑단의 앞판 외관이 좋은가? 4.10 a 3.38 b 2.52 c 3.33 16.250*** 

밑단의 뒤판 외관이 좋은가? 4.38 b 4.57 a 3.52 b 4.16 9.493*** 

소매의 외관이 좋은가? 3.90 b 4.67 a 4.38ab 4.32 3.250* 

옆면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4.43 a 4.57 a 3.29 c 4.10 9.690*** 

뒤 

뒷길이가 적당한가? 3.19 c 4.10 b 4.81 a 4.03 37.222*** 

뒤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7 b 3.67 b 4.67 a 4.00 23.333*** 

어깨너비 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00 b 4.29 b 4.90 a 4.40 13.412*** 

뒤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00 b 4.86 a 5.19 a 4.68 21.790***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14 b 4.48 b 4.90 a 4.51 7.175** 

뒤진동둘레 소매 부분의 외관 4.19 a 3.62ab 3.33 c 3.71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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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방한복 상의 외피의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 (계속) 

전

체 

상의길이가 적당한가? 3.29 c 4.05 b 4.62 a 3.98 39.732*** 

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48 b 3.67 b 4.48 a 3.87 18.557***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10 b 4.38ab 4.71 a 4.40 3.660* 

소매의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3.76 b 4.14 b 4.62 a 4.17 6.577**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3.76 c 4.24 b 4.90 a 4.30 21.373***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95 a 4.86 a 4.33 b 4.71 4.637*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4.71 a 4.90 a 4.05 b 4.56 8.787*** 

* *p<0.05 , **p<0.01, ***p<0.001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여유량: 1~7 scale (1:매우작다, 2:작다, 3:약간작다, 4:적당, 5:약간크다, 6:크다, 7:매우크다) 

* 외관: 1~7 scale (1:매우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약간그렇지않다, 4:보통, 5:약간그렇다,  

                6:그렇다, 7:매우그렇다)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겹쳐 입은 3종류의 실험복에 대한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59>와 같으며 가장 유의도가 높게 나온 항목은 앞면에

서의 앞길이 여유량 평가로 내외피A의 경우 3.19로 „약간 짧다‟로 나타

났고, 내외피B는 4.00으로 „적당‟하다고 나왔으며, 내외피C의 경우 4.67

로 „적당‟보다는 „약간 길다‟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의길이 항

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유량 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인 외관은 내외피B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이 

기존 내외피A와 내외피C 순으로 둘 다 „보통‟ 정도를 나타냈다. 

내외피A의 경우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에 해당하는 4점에 

못 미치는 평균치를 보였다. 특히 소매길이는 여유량 평가에서 2.95로 가

장 낮게 평가 되었으며 소매 외관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내외피C의 경우 옆면에서의 밑단 앞판 외관이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앞면에서의 

칼라, 앞목둘레 외관은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옆면에서의 소매 관련 평

가 항목에서 평균 4.50을 넘어 5.00에 가까운 내외피B 다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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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형태적합성 평가 결과 

항목 

내외

피A 

내외

피B 

내외

피C 
전체 (N=7)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비 

앞 

앞길이가 적당한가? 3.19 c 4.00 b 4.67 a 3.95 43.293*** 

앞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2 b 3.95ab 4.24 a 3.94 5.100** 

앞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43 b 3.52 b 4.33 a 3.76 10.721***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2 b 3.90 a 4.14 a 3.89 7.647***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90 b 4.05 b 4.71 a 4.22 11.176*** 

칼라의 외관이 좋은가? 4.10 b 4.57 a 4.67 a 4.44 3.987* 

앞목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24 b 4.38ab 4.76 a 4.46 3.233* 

밑단의 외관이 좋은가? 4.62ab 5.00 a 4.05 b 4.56 5.578** 

옆 

앞길이가 적당한가? 3.24 c 3.95 b 4.24 a 3.81 26.591*** 

뒷길이가 적당한가? 3.29 c 4.05 b 4.62 a 3.98 34.824*** 

앞칼라 높이가 적당한가? 4.90 a 4.29 b 5.29 a 4.83 12.166*** 

뒷칼라 높이가 적당한가? 4.62 a 4.14 b 5.00 a 4.59 7.871*** 

뒷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81 b 3.95 b 4.29 a 4.02 5.197** 

소매길이가 적당한가? 2.95 c 3.90 b 4.29 a 3.71 34.860*** 

소매 팔꿈치둘레 여유량이 적당한가? 3.43 b 4.00 a 4.19 a 3.87 16.000*** 

소매 아래팔둘레 여유량이 적당한가? 3.43 b 3.95 a 4.19 a 3.86 20.510*** 

밑단의 앞판 외관이 좋은가? 3.10 b 3.48 a 2.86 b 3.14 3.266* 

소매의 외관이 좋은가? 3.62 b 4.81 a 4.52 a 4.32 12.343*** 

소매 위팔둘레의 외관이 좋은가? 4.29 b 4.95 a 4.57ab 4.60 4.639* 

소매 팔꿈치둘레 외관이 좋은가? 4.00 b 4.86 a 4.57 a 4.48 6.720** 

소매 아래팔둘레 외관이 좋은가? 4.14 b 4.71 a 4.57ab 4.48 3.277* 

뒤 

뒷길이가 적당한가? 3.19 c 3.95 b 4.67 a 3.94 27.625*** 

뒤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62 b 3.67 b 4.62 a 3.97 19.491*** 

어깨너비 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10 b 4.19 b 4.76 a 4.35 5.677** 

뒤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00 c 4.48 b 5.05 a 4.51 11.483***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95 b 4.33ab 4.71 a 4.33 7.059**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10 b 4.33ab 4.52 a 4.32 3.280* 

뒤진동둘레 몸판 외관이 좋은가? 4.48 a 4.38 a 3.81 b 4.22 3.772* 

뒷면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4.52 a 4.90 a 4.00 b 4.48 7.418*** 

전

체 

상의길이가 적당한가? 3.29 c 4.00 b 4.52 a 3.94 35.986*** 

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57 b 3.52 b 4.48 a 3.86 15.363***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90 b 4.14ab 4.48 a 4.17 5.892** 

진동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86 b 4.29ab 4.62 a 4.25 5.437** 

소매의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3.86 b 4.24ab 4.48 a 4.19 3.886*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3.76 b 4.00 b 4.48 a 4.08 11.076***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71ab 5.05 a 4.43 c 4.73 3.151*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4.48 b 5.05 a 4.19 b 4.57 7.179** 

* *p<0.05 , **p<0.01, ***p<0.001  /  * Duncan의 비교결과 (a>b>c) 

* 여유량: 1~7 scale (1:매우작다, 2:작다, 3:약간작다, 4:적당, 5:약간크다, 6:크다, 7:매우크다) 

* 외관: 1~7 scale (1:매우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약간그렇지않다, 4:보통, 5:약간그렇다,  

                6:그렇다, 7: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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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와 조절 가능

한 기능적인 디테일 사양으로 장병의 전투력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군용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

복 맞음새 평가를 통해서 실험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착용실태조사에서 기존 방한복 상의의 경우 장병의 신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큰 사이즈 호칭을 입은 경우가 많았다. 큰 사이즈

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길이가 짧다고 하였으며, 소매길이

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깨관절 항목에서 불편함을 나타냈다.  

치수체계조사에서 신형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내외피가 제각각 개발된 

상태라 둘레항목의 경우는 전투복과의 적절한 여유량을 유지하여 수치상

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길이항목의 경우 내피는 상의길이와 화장 모두 

전투복보다 짧아 적절히 피복할 수 없고, 외피는 상의길이 여유가 조금 

적고 화장은 전투복보다 짧아 내외피 둘 다 전투복을 제대로 피복할 수 

없어 맞음새가 적절하지 않았다. 

패턴조사에서 기존 내피 패턴의 경우 어깨너비는 넓으나 화장과 소매

길이가 짧아 전투복을 충분히 피복할 수 없으며, 소매와 몸판의 연결각

이 매우 좁게 몸통쪽에 가까이 붙어있어 소매산이 높고 소매통이 좁아서 

팔을 올리는 등의 동작을 할 때 저항이 많아 어깨관절 동작시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보였다. 기존 외피 패턴의 경우도 어깨너비가 넓고, 화장과 

소매길이가 짧았으나, 소매산이 낮아 어깨관절 동작성은 내피보다 좋을 

것으로 보였다. 상중하 3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작은 소매 패턴 부분은 

1장으로 연결해도 무방할 패턴을 모양만 절개해놓은 상태로 시각적으로

는 입체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 동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

어 동작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방한복 상의 패턴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방한복 상의 

„내피A‟와 „외피A‟의 디자인은 변경하지 않고 패턴의 세부적인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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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만을 통하여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개선할 수 있는 패턴인 „내피B‟

와 „외피B‟의 패턴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개선된 패턴을 기본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전투훈련동작에 보다 최적화하고 방한 기능 

등의 보호성을 더할 수 있는 디테일 사양을 적용한 „내피C‟와 „외피C‟를 

개발하였다. 패턴 제도를 위한 참고 사이즈로 국방규격서(KDS 0000-3002)

의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중에서 최고인원분포율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호칭 95, 키 호칭 173인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한복 상의 외피 „M95중‟, 

방한복 상의 내피 „M9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방한복 상의가 피복해

야 하는 3개의 전투복은 „90-M(80)-173‟, „95-M(80)-173‟, „95-L(82)-173‟이며 

이에 해당하는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참고로 하였다. 3개 호칭이라고는 

하나 신체 사이즈 조건인 키169 cm 초과에서 174 cm 이하이나, 가슴둘레

가 97.5 cm 미만인 경우 다 해당되며, 90-80-173과 95-80-173의 인원분포

가 더 많기는 하나, 의복이 큰 경우는 외관과 관련되거나 남는 여유량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문제인 것에 반해 의복이 작은 경우는 동작 자체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턴 개발시 화장이 긴 전투복 호칭 

95-82-173을 피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셋째, 방한복 상의 평가를 위하여 착의평가자에 의한 치수 및 동작적

합성 평가와 전문가의 외관평가에 의한 형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치수적합성 평가에서 기존 내피A의 경우 상의길이, 뒤품, 앞품, 가슴둘

레, 소매둘레 항목에서 적당하다고 평가되어, 일부 항목이 약간 크다는 

내피B와 많은 항목에서 약간 크다고 평가된 내피C와 비교되었다. 상의

길이, 소매길이, 팔꿈치둘레에서 기존 외피A가 적당하고, 외피B와 C는 

이에 비해 약간 크다고 평가되었으며, 외피C의 칼라높이가 높고, 뒷목둘

레에 내장형 후드가 들어있는 외피C의 경우 목둘레 항목에서 적당의 범

주에서 약간 작다의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외피C의 착장 형태에 따른 

결과는 옷의 겹침에 따라 동일한 의복이라도 치수를 다르게 느끼므로, 

방한복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겹쳐 입는 것을 고려한 여유량 적

용이 필요하였다. 

일반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에서 내피C와 외피C는 2장 소매에 

턱(tuck)을 넣어 팔꿈치 부분을 입체화시키고 체표신축을 고려하여 여유

를 삽입한 패턴이 동작적합성에서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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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어깨관절 관련 동작에서 낮게 평가되었고,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내외피를 겹쳐 입은 경우 내피와 외피 평가

에서의 유의한 결과 항목이 거의 합쳐진 결과를 보여, 겹쳐 입은 각 의

복의 단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투훈련동작 평가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팔꿈치 관절 최대 굴곡시 소매 부위는 라이

너를 부착한 외피C와 내피C를 겹쳐 입은 경우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어 

착용피복이 많아 부피가 커질수록 동작성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내장된 후드를 밖으로 빼낸 경우는 모든 항목

에서 가장 좋게 평가되었으며 전투훈련동작 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소매가 없는 조끼형 라이너를 적용한 것으로 외피C 소매

의 동작적합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에서 동작3의 팔꿈치둘레 항목의 

경우 내피C는 5.29로 나타나 내피B 보다는 16%, 내피A 보다는 59% 정

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팔꿈치둘레와 소매길이의 여유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다. 내외피A에 대한 내외피B의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동작2의 손목 위였으며, 내외피B에 대한 내외피C의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동작3의 팔꿈치둘레 부위로 나타났다. 

이는 동작2의 경우 소매길이의 영향이 크고, 동작3의 경우는 소매길이뿐

만 아니라 팔꿈치둘레부위의 여유량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

장형 후드가 들어있는 상태의 외피C가 외피 3종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으나, 외피C의 착장 형태에 따른 결과를 보면 팔동작의 가동성이 비

슷한 착장을 하더라도 몸통 부위의 부피감이 더 작을수록 동작성이 더 

좋아지고, 동일한 외피와 겹쳐 입은 내피의 몸통 부피 상태는 비슷하더

라도 소매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것이 동작성이 더 좋아지며, 동일한 외

피라도 내장된 후드가 있는 스탠드 칼라를 여미는 것 보다는 후드를 밖

으로 뺀 경우가 동작성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외관평가로 진행된 형태적합성 평가에서는 내피B가 소매길이

와 아래팔둘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유량이 적당하다고 평가되

었다. 내피A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소매길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내피C는 적당 또는 약간 

크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외피B의 경우도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 전체적인 외관은 평균이 4.90으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기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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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A는 대부분의 여유량 항목에서 „약간 작다‟에서 „적당‟에 가까운 평가

를 보였으며, 외피C는 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관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며 약간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외피C의 경우 방

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뒷목둘레에 후드가 내장

되어 있고, 상의 뒷길이는 보호성을 위해 3cm 길게 하였으며 앞길이는 

활동성 확보를 위해 뒷길이 보다는 좀더 짧기 때문에 옆에서 평가할 때

는 균형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내외피 겹쳐 입은 경우

도 내외피B가 여유량이 „적당‟하고, 전체적인 외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방한복 상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치수적합성에서는 내

피A, 외피A가 좋게 평가되었고, 동작적합성에서는 내피C, 외피C가 좋게 

평가되었고, 형태적합성에서는 내피B, 외피B가 좋게 평가되었다. 내피B

와 외피B의 경우 디자인의 변화는 없이 치수개선만으로 동작적합성이 

개선됨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단순 치수개선보다는 내피C와 외피C와 같

이 동작성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을 적용한 디자인 연구 패턴이 더 큰 

동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동작에 따라 길이의 여유가 효과적인 

경우와 길이뿐만 아니라 둘레의 여유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는 인체체표 신장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며 특히 동작성이 중요시되는 

인체공학적 의복 개발을 위한 패턴 설계시 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투훈련동작(이주현, 2012)을 바탕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동작시점에서 동작1(서서던지기)의 진동둘레 아래와 손목 위, 동작

2(높이뛰기)의 진동둘레 아래와 손목 위, 동작3(팔동작 몸통받쳐)의 팔꿈

치둘레 항목을 추가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평가항목으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동력과 관련한 동작별 관절각이나 체표길이

의 신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위에 대응하는 의복 구성뿐만 아니라,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관절과 근육에 힘의 부하가 많

이 걸리는 부위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동작에 적합한 의복 구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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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평가 방법은 치수와 동작적합성 그리고 형태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온성, 동작성, 쾌적성 등 기능적인 요소를 추

가하고 조절 가능한 디테일을 적용한 외피C의 경우 실제 보온성과 쾌적

성 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기존 외피

A와 패턴상의 치수 변화만을 적용한 연구패턴인 외피B보다는 보온성과 

쾌적성 등 기능적인 측면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치수동작형태에 대한 의복 맞음새 평가 결과상 일부 항목에서 저조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디테일의 기능적인 장점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는 것을 경계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군부대 면접조사를 통해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젊은 장병들의 

경우 입대 전부터 몸에 딱 맞는 의복에 익숙하여 군복도 타이트하게 입

어 슬림하고 키가 커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도 동일한 실험복에 대한 평균 연령 25세의 착의평가자와 평균 연령 

35세의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착의평가자가 작은 치수

에 대해 적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복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작거나 적당하다고 

평가한 것은 동작시에는 불편하고, 반대로 크다고 평가한 것은 동작시 

편하다고 나타났으므로, 적당한 치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군용 방한복은 한랭시 착용하는 전투복으로 보호기능성과 인체쾌적성 

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훈련동작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의복이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요구 기능

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복원형이나 셔츠, 자켓 등과 

같은 외관 중심의 의복 맞음새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체 가

동범위가 최대로 이루어지고 특히 기동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전투훈련

동작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적당한 치수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분명 동작

적합성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병들의 군용 방한복 상의의 올바른 치수 착용에 있어, 외관상

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투복임을 필히 상기하여 동작에 적합한 치

수를 보급하고 착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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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착용실태조사 설문지 

 

 

 

 

방한복 상의 내·외피 착용실태 조사 

 

본 설문지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방한복 상의 내·외피에 대한 착용실태

를 조사하여 인간공학적인 신형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패턴을 개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대상자은 최근 개정안을 적용하여 보급한 전투복, 방한복 상의 내피, 

방한복 상의 외피를 착용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하신 자료는 공개되는 일이 없이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 통계처리에 

사용될 것이며, 인간공학적인 신형 방한복 상의 내·외피의 패턴 개발을 

위한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체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을 본 연구에 협

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의복인간공학 연구실 

석사과정 정미애 

지도교수: 남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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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자료의 분류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출생연월 
 

계급 
 

신장 cm 가슴둘레 cm 

 

2. 다음은 착용 군복 호칭에 대한 것입니다. 

전투복 
 

방상내피 
 

방상외피 
 

 

3. 다음은 방한복 상의 내피 디자인 관련 사항입니다.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보통, 5:조금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6 7 

1. 칼라가 필요하다.        

2. 앞목 지퍼여밈에 피부보호용 

지퍼가리개가 필요하다. 
       

3. 입체적인 팔꿈치가 필요하다.        

4. 소매단이 편하다.        

5. 주머니입구 위치가 적당하다.        

6. 주머니입구 크기가 적당하다.        

7. 주머니내부 공간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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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용중인 방한복 상의 내피의 소매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② 

  
 

 

5. 다음은 착용중인 방한복 상의 내피의 치수적합성 평가입니다. 

 

 

항 목 
매우 

작다 
작다 

약간 

작다 
적당 

약간 

크다 
크다 

매우 

크다 

1 상의길이        

2 어깨너비        

3 뒤품        

4 소매길이        

5 진동둘레        

6 앞품        

7 가슴둘레        

8 허리둘레        

9 밑단둘레        

10 소매둘레        

11 팔꿈치둘레        

12 소매부리        

13 칼라높이        

14 목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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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착용중인 방한복 상의 외피의 치수적합성 평가입니다. 

 

 

 

항 목 
매우 

작다 
작다 

약간 

작다 
적당 

약간 

크다 
크다 

매우 

크다 

1 상의길이        

2 어깨너비        

3 뒤품        

4 소매길이        

5 진동둘레        

6 앞품        

7 가슴둘레        

8 허리둘레        

9 밑단둘레        

10 소매둘레        

11 팔꿈치둘레        

12 소매부리        

13 칼라높이        

14 목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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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착용중인 방한복 상의 내피의 동작적합성 평가입니다. 

8. 다음은 착용중인 방한복 상의 외피의 동작적합성 평가입니다. 

(1:매우 불편, 2:불편, 3:조금 불편, 4:보통, 5:조금 편함, 6:편함, 7:매우 편함) 

만족도 

자세 
1 2 3 4 5 6 7 

 

바로 선자세  
  

 
 

 
  

 

목을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동작 

칼라를 세운 상태 
  

 
 

 
  

칼라를 눕힌 상태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 

칼라를 세운 상태 
  

 
 

 
  

칼라를 눕힌 상태 
  

 
 

 
  

 

목을 양 옆으

로 움직이는  

동작 

칼라를 세운 상태 
  

 
 

 
  

칼라를 눕힌 상태 
  

 
 

 
  

 

선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   
 

 
 

  

 

선자세에서 팔을 180도 올린 

자세   
 

 
 

  

 

선자세에서 팔을 양 옆으로  

90도 올린 자세   
 

 
 

  

 

최대로 팔꿈치를 굽힌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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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세에서 다리를 최대 양 옆 

으로 벌린 자세   
 

 
 

  

 

선자세에서 다리를 최대 앞뒤로 

벌린 자세   
 

 
 

  

 

선자세에서 허리를 최대로 굽힌 

자세   
 

 
 

  

 

허리를 좌우로 굽히는 자세        

 

다리를 앞뒤로 굽히고 벌리는  

자세 
       

 

쪼그려 앉아 총을 겨누는 자세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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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방한복 상의 평가지 

 

1.  치수적합성 평가 (착의평가자) 

 

 

 

 

 실험복을 착용한 후 거울을 보며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작다 
작다 

약간 

작다 
적당 

약간 

크다 
크다 

매우 

크다 

1 상의길이        

2 어깨너비        

3 뒤품        

4 소매길이        

5 진동둘레        

6 앞품        

7 가슴둘레        

8 허리둘레        

9 밑단둘레        

10 소매둘레        

11 팔꿈치둘레        

12 소매부리        

13 칼라높이        

14 목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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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적합성 평가 – 일반동작 (착의평가자) 

 

 다음의 동작에 대하여 각 부위별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불편 
불편 

약간

불편 
보통 

약간

편함 
편함 

매우

편함 

바로  

선자세 

몸판앞        

몸판뒤        

칼라앞        

칼라뒤        

소매        

목관절  

굴곡 

칼라앞        

칼라뒤        

목관절  

회전 

칼라앞        

칼라뒤        

목관절  

외전 

칼라앞        

칼라뒤        

어깨관절 

90도굴곡 

몸판앞        

몸판뒤        

소매        

진동위        

진동아래        

어깨관절 

180도굴곡 

몸판앞        

몸판뒤        

소매        

진동위        

진동아래        

어깨관절 

90도외전 

몸판앞        

몸판뒤        

소매        

진동위        

진동아래        

팔꿈치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몸판뒤        

소매        

진동위        

진동아래        

몸통관절 

최대 굴곡 

몸판앞        

몸판뒤        

소매        

진동위        

진동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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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작적합성 평가 – 전투훈련동작 (착의평가자) 

 

 다음의 동작에 대하여 각 부위별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불편 
불편 

약간

불편 
보통 

약간

편함 
편함 

매우

편함 

연

속

동

작 

서서던지기        

높이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굽혀던지기        

최

대

동

작

시

점 

동작1 

앞품        

위팔 둘레선        

진동둘레 아래        

손목 위        

동작2 

뒤품        

위팔 둘레선        

진동둘레 아래        

손목 위 부위        

동작3 

허리둘레 앞        

허리둘레 뒤        

팔꿈치둘레        

동작4 

진동둘레 위        

진동둘레 아래        

옆선 길이        

동작5 
팔꿈치둘레        

소매 길이        

동작6 
칼라 앞        

칼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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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적합성 평가 (전문가 외관평가) 

 

 다음의 문항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표기해 주십시오. 

 여유량 문항 - 1:매우 작다, 2:작다, 3:약간 작다, 4:적당, 5:약간 크다,  

6:크다, 7:매우 크다 

 외관 문항 -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보통,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 

 

항목 문항 평가 

앞

면 

여

유

량 

1 앞길이가 적당한가?  

2 앞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 앞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4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5 허리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6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외

관 

7 칼라의 외관이 좋은가?  

8 앞목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9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10 허리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11 밑단의 외관이 좋은가?  

12 앞진동둘레 몸판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13 앞진동둘레 소매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14 소매의 외관이 좋은가?  

15 앞면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옆

면 

여

유

량 

16 앞길이가 적당한가?  

17 뒷길이가 적당한가?  

18 앞칼라 높이가 적당한가?  

19 뒷칼라 높이가 적당한가?  

20 앞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21 뒷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22 가슴둘레 앞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23 가슴둘레 뒤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24 허리둘레 앞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25 허리둘레 뒤판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26 밑단 앞판 여유량이 적당한가?  

27 밑단 뒤판 여유량이 적당한가?  

28 소매길이가 적당한가?  

29 소매 위팔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0 소매 팔꿈치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1 소매 아래팔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32 소매부리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외 33 칼라 외관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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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34 몸판 앞쪽의 외관이 좋은가?  

35 몸판 뒤쪽의 외관이 좋은가?  

36 가슴둘레 앞판의 외관이 좋은가?  

37 가슴둘레 뒤판의 외관이 좋은가?  

38 허리둘레 앞판의 외관이 좋은가?  

39 허리둘레 뒤판의 외관이 좋은가?  

40 밑단의 앞판 외관이 좋은가?  

41 밑단의 뒤판 외관이 좋은가?  

42 소매의 외관이 좋은가?  

43 소매 위팔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4 소매 팔꿈치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5 소매 아래팔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6 소매부리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47 옆면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뒷

면 

여

유

량 

48 뒷길이가 적당한가?  

49 뒤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50 어깨너비 부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51 뒤품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52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53 허리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54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외

관 

55 칼라의 외관이 좋은가?  

56 뒷목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57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58 허리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59 밑단의 외관이 좋은가?  

60 뒤진동둘레 몸판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61 뒤진동둘레 소매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62 소매의 외관이 좋은가?  

63 뒷면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전

체 

여

유

량 

64 상의길이가 적당한가?  

65 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66 가슴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67 허리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68 밑단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69 진동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적당한가?  

70 소매의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71 전체적인 여유량이 적당한가?  

외

관 

72 칼라의 외관이 좋은가?  

73 가슴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74 허리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75 밑단의 외관이 좋은가?  

76 진동둘레 부분의 외관이 좋은가?  

77 소매의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78 전체적인 외관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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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방한복 상의 내피 평가용 착의 사진 

구분 내피A 내피B 내피C 

그룹1 

(90-80-173) 

   

그룹2 

(95-80-173) 

   

그룹3 

(95-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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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방한복 상의 외피 평가용 착의 사진 

구분 외피A 외피B 외피C 

그룹1 

(90-80-173) 

   

그룹2 

(95-80-173) 

   

그룹3 

(95-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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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방한복 상의 내외피 평가용 착의 사진 

구분 내외피A 내외피B 내외피C 

그룹1 

(90-80-173) 

   

그룹2 

(95-80-173) 

   

그룹3 

(95-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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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실험복 외피C 착장 상태 참고 사진 

 

 
 

< 스탠드 칼라에 후드가 내장된 외피C의 상태>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후드를 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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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후드를 쓴 상태>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밑단스트링을 조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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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허리스트링을 조인 상태>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의 허리와 밑단스트링을 조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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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Pattern for  

Military Winter Uniform Tops Considering  

Size and Motion Appropriateness 

 

Jeong, Mi A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examine whether size, motion and shape 

appropriateness of military winter uniform tops used for combat in cold weather 

can be improved just by changing the pattern measurements and not altering the 

material or design. Secondly, a pattern with additional functional details such as 

heat retainment, easy movement and comfort was designed to develop a pattern for 

a winter uniform top that would make movement easier while improving warmth 

and comfort. Finally, size, motion and shape appropriateness of various methods of 

wearing the uniform, including wearing just the inner layer over the combat 

uniform, wearing just the outer layer over the combat uniform, and wearing both 

the inner and outer layers over the combat uniform were evalua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irst,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inner and outer layers 

of winter uniform tops in the military, the size system, and the patterns.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how the uniforms were worn showed tha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wearers were not wearing an inner layer (8 sizes) or outer 

layer (18 sizes) size that fit them compared to the new combat uniforms (44 sizes). 

In many cases, soldiers were especially wearing a large size regardless of their 

body size.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pplying soldiers, who are wearing 

winter uniform tops based on ergonom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new size 

system, with sizes that fit their body type. Despite the fact that soldiers were 

wearing sizes big for them, they said the sleeves were short, and arm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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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uncomfortable. It can be analyzed that the lack of ease in the clothes due to a 

size problem directly decreased ease of movement, and furthermore, it can also be 

said that this indirectly led to decreased warmth. Since the sleeves of the winter 

tops were short, the soldiers wore a size bigger than their body size so they could 

wear longer sleeves. This led to excess ease in the torso area, and the lower 

opening would open up too much when the new combat uniform was worn 

together with the new inner and outer winter top layers, making the wearer feel 

cold. 

Results of size system research showed that since the new combat uniform and the 

inner and outer layers of the winter uniform were developed separately, there were 

no problems with girth as appropriate ease was maintained with the combat 

uniforms, but the length and sleeve length of the winter inner layer were shorter 

than the combat uniform, making it difficult to dress appropriately. Also, the length 

of the winter outer layer was not sufficiently long, and the length of the sleeve was 

shorter than the combat uniform, making it difficult to cover combat uniform 

properly with either the inner or outer layers, and creating an inappropriate fit. 

Pattern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existing winter inner layer pattern had wide 

shoulders but short sleeves, making it difficult to sufficiently cover the combat 

uniform, and the angle connecting the sleeves with the bodice was very acute and 

close to the bodice. Therefore, the sleeve cap line was high and the sleeve girth was 

small, indicat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aise the arms or make other arm 

movements. The existing winter outer layer pattern also had wide shoulders and 

short sleeves, but the sleeve cap line was low, allowing better movement of the 

shoulder joints than the inner layer. 

Therefore, a need was discover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ner and 

outer layers of the winter uniform, to develop a pattern that improves combat 

related activities, and considers size and motion appropriateness for the battlefield 

environment. 

 

Secon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ner and outer layers of the winter 

uniform were examined, and the designs of the existing "inner layer A" and "outer 

layer A" were not changed but only specific measurements used in the patterns 

were changed based on theoretical evidence from preceding studies to develop 

patterns "inner layer B" and "outer layer B" that improved size and motion 

appropriateness. In addition, patterns "inner layer C" and "outer layer C" were 

designed and developed based on the improved second patterns to creat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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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re optimized for combat training motions and offered better protection such 

as better weather resistance. By improving appropriate ease and length of different 

areas of the winter uniform, size and motion appropriateness were improved, and 

application of a design that considers functions the wearer can adjust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ies in a changing environment hoped to contribute to improved 

combat power and duty execution of soldiers. 

 

Third, an appropriateness evaluation was conducted on the existing and newly 

developed winter uniform tops. 23 wearers evaluated the size and motion 

appropriateness, and a group of 7 experts conducted an evaluation of shape 

appropriateness to judge appearance, and the resul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ose who said the uniforms were small or appropriate in size said they were 

uncomfortable in terms of motion appropriateness, and those who said the uniforms 

were big said movement was comfortable. Inner layer B and outer layer B simply 

improved size measurements and had no design changes, but motion 

appropriateness was still improved. Inner layer C and outer layer C applied details 

that could improve movement further through design changes, and motion comfort 

was found to be stronger for big movements. Extra length can be effective for some 

movements, but extra length and extra girth can be necessary for other movements. 

This seems to depend on the increased surface of the body, and is an area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ergonomical clothes where movement is important. 

 

Military winter uniforms are combat wear worn in cold conditions, so fit of 

the uniforms should not be evaluated based on appearance like a general block, or 

shirt or jacket. Combat training motions that almost cover the maximum motions of 

the human body are special movements that require mobility and efficiency. 

Therefore, motion appropriateness must fully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military winter uniforms, to make sure there is no discomfort when worn. It can 

also be added that when soldiers select military winter uniform tops, they should 

not wear a size they think fits them well aesthetically, but remind themselves of the 

fact that it is combat wear and select and wear a size fully considers motion 

efficiency. 

 

Keywords :  military winter uniform tops, inner layer, outer layer, size  

appropriateness, motion appropriateness, shape appropriateness  

Student Number :  2011-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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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와 영윤이, 그리고 함께 밤새우며 곁에서 진심 어린 독려를 해준 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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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사랑을 전합니다.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신 

아버지, 언제나 유쾌하고 맑은 기운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

라신 존경하는 어머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께 저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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