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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tective clothing satisfaction rate of riot policemen. The protective clothing

currently in use is the version that underwent enhancement and was distributed in 2009. This version under-

went significant enhancements compared to the protective clothing introduced in 1996 in terms of safety

and body fitness; however, there is room for further enhancement in terms of activity, thermal comfort and

easiness. In this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86 riot policemen working at the Seoul

Riot Police Station to study their use of protective clothing and satisfaction rate. The survey questions inclu-

ded safety, activity and body fitness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comfort as well as easiness and design in

terms of wearing comfort. Activity scored the lowest (2.89) in terms of functionality as well as comfort

(2.40) that scored the lowest in terms of wearing comfort. It is concluded that, in order to correct deficien-

cies, the weight of protective clothing must be reduced and design changes must be made to eliminate unne-

cessary areas in clothing and facilitate faster dressing/undressing.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shock absorption materials be inserted only in vital areas in order to enhance thermal comfort.

Key words: Protective clothing, Riot policemen, Safety, Activity, Body fitness; 보호복, 경찰기동대원, 안

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

I. 서 론

경찰보호복은 경찰기동대원들이 시위진압 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복이다. 기동대원들은 근

무양식에 따라 정해진 정복, 근무복 또는 기동복을 착

용한다. 교육훈련 및 집회시위 관리 시에는 기동모, 기

동복, 기동화 위에 경찰보호복을 착용하고 개인장비(방

석모, 방패, 경찰봉, 개인소화기 등)를 지참하며, 민생치

안 지원 근무 시에는 정모 또는 근무(교통)모, 근무(교

통)복, 단화를 착용하고 수갑, 이격용분사기, 경찰봉 등

을 지참한다(「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Riot control ope-

rating rules]」, 2009). 기동대원들이 착용하는 정복과 근

무복, 기동복은 각자의 사이즈에 맞게 맞춤복으로 제작

지원되며, 남성용 보호복은 네 가지 사이즈(소 ·중 ·대

·특대) 중 하나를 배분받아 착용하고 있다. 경찰보호복

은 시위현장에서 돌이나 가스, 화재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해 착용하는 의복으로, 소재부터 규격, 디자인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착용자의 안전성과 활동성을 갖

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Kim, 2000).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해 볼 때 경찰보호복은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서 착용되는 의복이므로 작은 설계상의 잘못이나 미비

한 점이 있다면 시위진압 임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진

압경찰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 및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설계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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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복이나 장비의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인

측면에서 의복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착용하는 경찰보호복은 2009년도에 개선되어

보급된 보호복으로 지금까지 1967년부터 4차례에 걸쳐

변화되었다. 2009년 이전의 보호복(1~3차)은 모두 ‘방석

복’이란 명칭으로 불리었으며, 2009년 4차 개정부터 경

찰보호복(이하 보호복)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6년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3차 방석복은 충격보호소

재로 대나무와 양모 펠트를 사용했으며 보호조끼(Prot-

ective vest)와 방석각반(Protective leg pad), 방석아대(Pro-

tective arm pad)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충격보호소재인

대나무는 물에 젖으면 뒤틀림이 생겨 내구성이 약해지

고, 양모 펠트는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게가 무거

워져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Kim, 2000).

2009년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는 제4차 경

찰보호복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충격보호소재로

E.V.A(Ethylene-Vinyl Acetate) Foam과 Nylon 66를 사용

하였으며 보호복 구성 아이템은 조끼형태의 상의(Pro-

tective vest), 상박보호대(Upper arm protector), 팔보호대

(Arm protector), 허벅지보호대(Thigh protector), 다리보

호대(Leg protector)로 보호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런 보호복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집회시위

중 경찰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88명에 이

르고 있다(Park, 2013). 우리나라 집회시위 형태를 살펴

보면 과거에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폭력시위

가 주를 이루었고, 그 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시위가 많았다. 최근에는 재개발 등

자기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민원성 시위가 많은 추세

이다(Park, 2012). 최근 들어 평화시위가 정착되었다고

는 하지만 아직도 시위대와 진압경찰 사이에 부상과 마

찰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집회

시위 시 기동대원들이 착용하는 보호복은 안전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경찰행정분야에서

접근한 불법 폭력시위에 관한 연구(Kim & Ha, 2009;

Park, 2012)나, 경찰장비에 관한 연구(Chung, 2014; Kim

& Yu, 1998)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동대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보호

복에 대해서 착용자 중심의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착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복이나 전투

복과 같은 보호기능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Choi,

2002; Han, 2009; Kim & Kim, 2014; Kim & Kweon,

2009; Kwon et al., 2012; Moon, 2003) 보호복에서 요구

되는 요소들을 안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 쾌적성, 편

이성, 디자인성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기동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기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착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해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3년 11월에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와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12월 4~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00부

가 배부되었고, 이중 38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현재 착용 중인 보호복에 대한 만족

도(7문항), 안전성(17문항), 활동성(10문항), 신체적합성

(24문항), 쾌적성(10문항), 편이성(8문항), 디자인성(6문

항),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11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93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안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 쾌적성,

편이성, 디자인성에 대해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

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문항에는 선다형, 다지선다형, 자

유응답형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통

계기법으로는 보호복의 안전성, 활동성, 쾌적성, 신체적

합성, 편이성, 디자인성에 관한 질문에는 각 문항별로

빈도(%)를 구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매우 만족

5점 - 매우 불만족 1점),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응

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집단 간의 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비교적 보수적인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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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연령은 20대가 266명(69.5%), 30대가 75명(19.5%),

40대가 42명(11.0%)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자의 평균키는 178.5cm로 180cm 이상에 속해 있는 그

룹이 47.5%로 가장 많았다. 평균체중은 75.9kg이었으며

70~80kg 이하의 그룹이 57.0%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Size Korea 2010(Korea Agne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자료에 비해 키

는 6.4cm가 크고 체중은 3.8kg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가 기동대에 근무한 평균기간은 15개월이었으

며, 보호복을 착용하고 실제 시위진압을 해본 경험은 평

균 20회, 훈련이나 시위진압 시 하루에 보호복 착용 시

간은 1~3시간(21.1%), 3~5시간(47.9%), 5~7시간(24.5%),

7시간 이상(6.3%)으로 나타났다.

2. 보호복의 기능성과 착용감에 관한 만족도

1) 안전성

경찰보호복에서 충격흡수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Nylon

66로 된 플라스틱보호대와 E.V.A Foam이다. 경찰보호복

규격(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3)에 따라 플라

스틱보호대의 인장강도(Tensile Stress)는 35Mpa 이상이

어야 하며, 충격강도(Notched Izod Impact)는 −30
o
C에서

15KJ/m
2 
이상, 23

o
C에서 75KJ/m

2
 이상 되어야 한다. E.

V.A Foam의 인장강도는 4kg/cm
2 
이상이어야 하며, 신장

율 150%, 인열강도 1.5kg/cm
2
, 압축강도 0.5kg/cm

2
 이상

이어야 한다.

보호복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복의 구성 아이템(상의, 상박보호대, 팔보호대, 허벅

지보호대, 다리보호대가)과 보호복과 함께 착용하는 기

타 장비인 방석모(헬멧)와 장갑에 대한 충격흡수 정도

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외 질문

에는 선다형과 자유응답형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신체

에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낮은 점수에 응답토록 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보호복의 안전성에 있어 ‘시위진압 시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평균값은 2.61점으로 나타났고,

‘매우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에 응답한 사람은 2.6%, ‘약

간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에 응답한 사람은 20.3%로

나타나 응답자의 22.9%가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착용하는 보호복 이전 모

델인 3차 방석복의 안전성에 대해서 54.2%가 ‘신체에

위협을 느낀다’에 응답한 것(Kim, 2000)과 비교하면 현

재 보호복의 안전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템별로 충격흡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장갑

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2.72점), 장갑을

제외한 다른 아이템의 충격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갑에 대한 충격흡수 만

족도가 낮은 것은 시위진압 시 주로 착용하는 장갑은

손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히 덮는 구조가 아니

라 손가락 길이의 중간 정도 까지만 덮고 손끝은 외부

에 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끝이 외부 충격에 그대

로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복의 충격보

호와 관련된 연구로는 태권도 보호구의 안쪽에 주름

방력판을 삽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Choi, 2009)는 연구

와 승마기수들의 안전보호조끼에 체인 구조의 다중섬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

Factor Level Frequency (%) Mean (n=383) Size Korea (n=1869)

Age

20s 266 (69.5) - 843

30s 075 (19.5) - 591

40s 042 (11.0) - 435

Stature

 <170cm 032 (08.4)

178.5cm 172.1cm170cm≤-<180cm 169 (44.1)

 180cm≤ 182 (47.5)

Weight

 <60kg 007 (01.8)

75.9kg 72.1kg

60kg≤-<70kg 077 (20.1)

70kg≤-<80kg 218 (57.0)

80kg≤-<90kg 066 (17.2)

More than 90kg 015 (03.9)

Shading indicates a higher percentage difference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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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된 폴리에스터 spacer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라

는 연구결과가 있다(Dlugosch et al., 2013). 주름 방력

판이나 spacer의 사용은 향후 경찰보호복 개발에도 적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인 방석

모 착용 시 시야 확보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이 2.61점이

며 49.5%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에 응답하여 방석

모 시야 확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Kim

et al.(1996)에 따르면 당시 사용되던 방석모의 시계(視

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간 나쁨’과 ‘매우 나쁨’이

82.7%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 방석모는 많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석모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바이저에

생기는 스크레치와 방석모를 착용하고 뛰거나 걷게 되

면 입과 코에서 나오는 습기로 인해 바이저부분에 김서

림 현상이 발생하여 시야가 흐려지며, 야간에는 더욱 불

편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시위진압 시 외부 충격의 종

류를 묻는 항목에는 몸싸움이 84.6%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죽창(2.6%), 물어뜯기(1.3%)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00년도에 3차 방석복 착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위진압 시 외부 충격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돌 55.1%

>각목 17.3%>쇠 파이프 14.2%였던 것과 비교하면(Kim,

2000) 우리나라 시위형태가 과거 과격시위와는 많이 달

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위진압 시 부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3.6%가 부

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어깨 부상과 손가락 부

상 등이 있었으며, 방패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

가 있어 장갑에 손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부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방석복 착용자의 부상 경

험이 35.6%, 3차 방석복 착용자의 부상 경험이 15.9%

(Kim, 2000)인 것과 비교해 보면 부상률이 점차 낮아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상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보호복 개선과 더불어 점차 평화시위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복에서 없어도 된

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에 관한 질문에 주관식으로 응답

하게 한 결과, 허벅지보호대, 상박보호대 순으로 응답

하였고, 신체보호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다

지선다형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낭심부분 20.6%>손

18.5%>목 14.1% 순으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낭심부분의 신체보호가 더 필요한 이유는 낭심보호대

의 위치가 상의 밑단에 부착되어 있는데 상의 길이가

짧아서 낭심보호대가 제 위치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며,

걷거나 뛸 때는 낭심보호대가 움직여 활동할 때 불편함

이 있다고 하였다(Fig. 1).

2) 활동성

시위진압 시 보호복 무게와 각 보호구의 활동성은 착

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보호복 무게는

3.8kg 정도이며 그 외에 보호복과 함께 착장하는 기타

장비인 방석모(헬멧), 보호봉, 방패 등을 고려하면 착용

자는 6~7kg 이상을 착장해야 한다. 기동대원들의 보호

복 평균 착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 78.7%, 5시간 이상 장

시간 착용자도 30.8%임을 고려해 볼 때 보호복 무게를

Table 2. Functionality satisfaction with protective clothing

Item
 Safety Activity

Mean S.D. Mean S.D.

Perceived physical risk 2.61 1.02 - -

Protective clothing

Vest 3.55 0.82 2.89 1.02

Upper arm protector 3.53 0.84 2.96 0.99

Arm protector 3.51 0.87 3.08 1.00

Thigh protector 3.52 0.87 2.92 1.00

Leg protector 3.58 0.89 2.97 1.06

Riot gear
Gloves 2.72 1.08 3.14 1.01

Helmet 3.41 0.94 2.29 1.04

Weight of protective clothing - - 3.08 0.94

Weight of helmet - - 2.68 1.45

Security of sight of helmet 2.61 1.04 - -

Total 3.23 0.93 2.8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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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무거운 보호복과 장

비를 장시간 착용하면 착용 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물

론이고 각종 의류 장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보호복의 활동성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아이템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선다형과 자유응답형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Ta-

ble 2>에서와 같이 보호복 아이템 중 활동성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은 아이템은 방석모(2.29점)였고, 방석모

의 무게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2.68점). 안전

모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너지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의 충격방지용 안전모와 사람이 외부 물체에 부딪

혔을 경우 머리를 보호하는 충돌방지용 안전모로 나눌

수 있는데, 방석모는 충격방지용 안전모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Kim et al., 1996). 방석모의 외피 소재는 충격에

강한 강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며, 내부는 충격흡

수를 위한 발포 우레탄 라이너가 삽입되어 있고, 머리와

헬멧 사이에 충격완충 역할을 위한 공간이 띄워져 있다.

방석모 무게는 약 1.5kg 정도이며, 목보호대가 목 뒤쪽

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Fig. 2). 방석모의

활동성이 낮은 이유는 활동 시 시야 확보에 대한 문제

와 무게가 무겁고, 방석모와 머리 사이의 밀착감이 떨

어져 무게에 대한 부담을 목에서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복과 보호장구에서 밀착감은

활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Kim et al.(2012)은 방탄

복 설계 시 여유분을 축소하고 몸에 밀착시켜 방탄복

무게를 인체에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주관적 착용감과

동작용이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 외에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는 다리보호대(2.97점)>

상완보호대(2.96점)>허벅지보호대(2.92점)>상의(2.89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상

의는 외피에 플라스틱보호대 부착으로 등이 잘 구부러

지지 않아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다리보

호대는 걷거나 뛰게 되면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이를 원

위치로 돌리기 위한 반복 동작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다리보호대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벨크로를 강

하게 조이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신체에 무리가 된

다고 하였다. 활동성에서 가장 높게 나온 장갑(3.14점)은

안전성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었다. 이는 방

호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성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방호성과 활동성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Fig. 2. Riot police helmet.

Fig. 1. Appearance and structure of police protec-

tive clothing.

Fro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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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합성

보호복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장비이기는 하지

만 맞춤복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소, 중, 대, 특대

사이즈 중에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다. 보호복 배분시

스템은 경찰청에서 각 기동대로 각각의 사이즈를 소:중:

대:특대=10%:30%:30%:30%씩 일괄 배분하고 있다. 보

호복 사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

동대원의 근무연한이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보호복을 한 대원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2~3명의 대

원이 착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의 일부는 자

신의 치수에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찰보호복규격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3)에 명시되어 있는

남자보호복 치수체계는 소(L), 중(XL), 대(XXL), 특대

(XXXL)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즈에 대한 영문

표기와 한글표기가 맞지 않아 착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수에 대한 표시는 소(S), 중(M), 대(L),

특대(XL)와 같이 수정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보호복 각 아이템에 대한 신체적합성을 알아보기 위

해 둘레항목(4문항), 길이항목(6문항), 너비항목(6문항),

기타(3문항) 문항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여 응답하게 하였다(Table 3). 보호복 각 신체부위에 대

한 만족도 평균은 3.30점이었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

목은 낭심보호대 길이(3.04점)였다. 낭심보호대는 사이

즈 간 편차가 없이 동일한 사이즈의 플라스틱패드가 상

의 앞 밑단에 부착되어 있다. 보호복 상의는 앞판과 뒷

판이 분리되는 구조이며 상의 앞판 길이가 사이즈 편차

없이 39cm로 동일하기 때문에 낭심보호대 길이는 결과

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이 된다(Table 4). 그렇기 때문에

착용자들이 느끼는 낭심보호대의 신체적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레항목과 길이, 너비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둘레(3.43점)>너비(3.34점)>길

이(3.24점) 순으로 신체적합성이 낮게 나타났다. 길이

항목에서 점수가 낮은 순서로는 낭심보호대(3.04)>다리

보호대(3.22)>상완보호대(3.32)의 순서로 만족도가 낮

았다. 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기동대원들의 신체적인

특징은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비교해 보면, 키는 6.4cm

가 크고 체중은 3.8kg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체형보

Table 3. Body fitness of protectiv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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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th

Neck line 3.46 0.86

Width

Shoulder width 3.44 0.84

Arm hole 3.44 0.85 Arm protector 3.38 0.88

Chest 3.42 0.88 Leg protector 3.31 0.94

Vest hemline 3.40 0.87 Thigh protector 3.37 0.86

Girth Total Mean (S.D.) 3.43 0.86 Upper arm protector 3.29 0.85

Length

Leg protector 3.22 0.99 Protective pad 3.25 0.98

Protective pad 3.04 1.02 Width Total Mean (S.D.) 3.34 0.89

Upper arm protector 3.32 0.87

Etcetera

Shoulder protector 3.44 0.86

Vest 3.22 0.99 Side velcro size 3.45 0.87

Thigh protector 3.31 0.88 Upper velcro size 3.43 0.88

Arm protector 3.37 0.87 Total Mean (S.D.) 3.30 0.89

Length Total Mean (S.D.) 3.24 0.93

Table 4. Size of protective clothing for riot policemen                                   (Unit: cm)

Size

Vest Leg protector Arm protector Protective pad

(scrotum protector)Length

Length Width

Upper arm Arm

Front
Front

hem
Back

Back

hem
Length Width Length Width Length Width

XXXL 39 62 53 98 62 23 20 19 33 19 24 21

XXL 39 62 53 91 60 23 20 19 33 19 24 21

XL 39 62 53 84 58 23 20 19 33 19 24 21

L 39 62 53 76 57 23 20 19 33 19 2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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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차후

보호복 설계 시에는 기동대원들이 이와 같은 신체적 특

성을 고려하여 길이와 둘레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적합성에 대해서 자유응답형으로

서술하게 한 결과, ‘상의 길이는 짧고 다리보호대 길이

는 길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 사이즈에 관한 불

편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사이즈가 맞지 않

는다’가 27.3%, ‘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지만 나에게

할당되지 않아서 다른 사이즈를 입고 있다’가 26.8%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있

는 사람들이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개수를 보급하는 배분시스템을 개

선한다면 현재 보호복으로도 기동대원들의 신체적합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보호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3D Printing 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3D Prin-

ting은 최근에는 의료, 기계, 항공, 건축, 패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가능한

소재도 플라스틱에서 금속, 고무, 섬유 등으로 점차 다양

화되고 있다. Army Technology Magazine(Milkert, 2014)

은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군복에 활용할 수 있는 강하

고 부드러운 질감의 원단을 스티치 없이 한 번에 제작하

고, 개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견고한 소재를 캐스팅한 사

례를 발표하였다. PLEXUS 컬렉션은 3D Printing을 활

용하여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안전성과 심미성이 겸비

된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선보였다(Fig. 3). 이와 같이 3D

Printing은 향후 패션업계 및 안전장구 산업에서 신체적

합성을 높이고 별도의 금형 제작 없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경찰보

호복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보호대도 3차원 인체스캔과

3D Printing을 이용하여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기동대원

들의 신체특성을 반영한 보호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쾌적성

보호복의 충격보호소재는 E.V.A Foam으로 다리에

는 10T, 몸통과 팔에는 8T가 사용된다. E.V.A Foam은

가볍고 충격흡수력이 좋으며 내열성과 방수성이 뛰어

나 욕실 매트나 스포츠 매트 등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여름에는 온열쾌적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복 설계 시 E.V.A Foam이 피복되어

있는 부분은 통풍이나 흡습성, 온열쾌적성 등 의복기후

를 고려해야 한다.

보호복의 쾌적성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아이템의 통풍 정도와 땀흡수율, 온열쾌적성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고, 보호복 착용 시 땀이 가

장 많이 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 다지선다형으로 응답

하게 하였다. 각각의 아이템에서 통풍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아이템은 상의(2.39점)로 나타났으며 그 외

아이템도 2.67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통풍에 관련된 쾌

적성에 불만족하였다(Table 5). 통풍은 여름에 온열쾌적

성과 관련이 있고 온열쾌적성의 평균은 1.53점으로 본

설문결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

는 충격보호소재로 내열성이 좋은 Foam 소재가 사용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복에서 충격과 통풍

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두 가지 성

질이 상반될 때에는 요구되는 성능을 절충하는 방법으

로 적정선에서 조절하여야 한다. Cheuvront et al.(2008)

은 방탄복의 온열쾌적성 향상을 위해서 환기용 베스트를

장착해서 환기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를 하였고, Gon-

zalez et al.(2006)은 방탄복에 개인용 냉각장치를 부착한

후 인체생리반응 평가를 실시한 연구를 하였다. 경찰보

호복의 온열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풍을 위

한 스페이서를 발한 부위와 연결된 개구부에 장착하거

나 Foam 소재에 구멍을 뚫어 환기구를 마련해주는 방법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에 대한 질문에는

머리와 가슴이 각각 29.1%, 등 14.3%, 겨드랑이 13.3%

로 주로 체간부에 집중해서 땀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PLEXUS collection helmet & knee gear.

From Kim. (201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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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이성

보호복은 5개의 아이템에 29개의 벨크로를 이용하여

개인의 신체사이즈에 맞게 여며서 착용한다. 보호복 착

·탈은 주로 경찰버스 안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많

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각각의 아이템을 좁은 공

간에서 신속하게 착 ·탈의하기가 쉽지 않다.

보호복의 편이성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아이템의 착 ·탈 용이성과 세탁용이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2.91점 이

하의 낮은 착 ·탈 용이성을 보였고, 상박보호대와 허벅

지보호대는 각각 2.78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허

벅지보호대와 상박보호대는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서 없

어도 되는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편이성에

서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1년에 세탁을 몇 번

이나 하는지에 관한 문항에는 ‘세탁하지 않는다’가 57.6%,

‘1번 세탁’이 18.0%로 나타나 75.6%가 거의 세탁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탁용이성은 현재 착용

하고 있는 4차 보호복이나 1996년부터 착용되던 3차 방

석복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

다. 3차 방석복은 충격보호용으로 대나무와 양모 펠트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에 젖은 상태에서 건조

되려면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Kim, 2000). 근무시간

의 상당 부분을 시위진압과 가투 대기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기동대원들에게 여벌의 방석복이 제공되지 않는

한 세탁은 거의 불가능하다. 4차 보호복은 충격보호소재

로 플라스틱보호대가 E.V.A. Foam에 봉제되어 있기 때

문에 이 또한 세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재는 보호복이 땀이나 외부 오염물 등에 젖게 되면 햇볕

에 말려 다시 착용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땀

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땀이나 이물질의 관리가 잘 되

지 않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악취가 나서

불쾌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차후 보호복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위생상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보호복 설계가 필요하다.

6) 디자인성

충격보호소재로 3차 방석복까지 사용되던 대나무를

대신하여 4차 경찰보호복에는 E.V.A Foam을 사용하고

플라스틱보호대가 외피에 부착되면서 보호복의 디자인

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변화하

였다. 보호복 안감과 겉감은 평직의 방향족폴리아마이

드계 난연사섬유 100%로 이루어졌으며, 겉감의 중량은

200g/m
2 
이상이며, 안감의 중량은 165g/m

2 
이상이다. 보

호복의 디자인성에 관한 문항은 색상과 소재(안감, 겉

감),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만

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안감소재(3.25점)로 나타났고,

안감소재는 통풍이나 땀흡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는데 <Table 5>의 쾌적성에서 보호복 통풍(2.39점)

과 땀흡수 만족도(2.42점)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

다. 보호복 외피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보호대는 소

재가 딱딱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긁히기도 하며, 보호대

와 보호대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 등을 구부리거나 앉

을 때 보호복이 구부러지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였다. 허

벅지보호대는 착용불편으로 생략해도 되는 아이템으로

Table 5. Comfort satisfaction with protective clothing

Item
Clothing comfort Convenien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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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 2.39 0.94 2.91 1.07 - -

Upper arm protector 2.65 1.00 2.78 1.10 - -

Arm protector 2.67 1.00 2.81 1.09 - -

Thigh protector 2.67 0.99 2.78 1.07 - -

Leg protector 2.53 1.00 2.89 1.10 - -

Absorbency of protective clothing 2.42 0.99 - - - -

Thermal comfort (summer) 1.53 0.65 - - - -

Design of protective clothing - - - - 3.48 0.97

Color of protective clothing - - - - 3.74 0.90

Outer fabric - - - - 3.52 0.90

Lining fabric - - - - 3.25 1.03

Total 2.40 0.93 2.83 1.08 3.50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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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긴 했지만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허벅지보호대와

다리보호대를 일체형으로 디자인하거나 바지형태로 디

자인하여 보완한다면 안전성과 함께 활동성, 편이성도

향상된 보호복이 될 것이다. Korea Patent No. 30-03937

53(2004)에서는 허벅지보호대와 다리보호대를 힌지(hin-

ge)를 이용하여 결합하여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한 사례

도 있다(Fig. 4).

보호복의 색상만족도 평균은 3.74점으로 본 설문에

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다. 현재 보호복은

검정색이며 검정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71.9%로 색상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성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는 3.48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예비조사를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보

호복의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한 것이다. <Fig. 5(a)>는

현재 착용하는 보호복이며 <Fig. 5(b)>는 상완보호대가

달려있는 상의와 팔보호대, 허벅지보호대와 다리보호

대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바지이다. <Fig. 5(c)>는 상의

와 탈 ·부착형 토시형태의 팔보호대, 허벅지보호대는

생략한 다리보호대만 달려있는 바지일체형의 보호복

이다. <Fig. 5(a)>−<Fig. 5(c)> 중 이상적인 디자인으로 가

장 많이 선호한 디자인은 <Fig. 5(c)>(38.3%)였으나 직

접 착용해보면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

견도 있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호복 만족

도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 키, 체중, 땀 흘리는 양, 보호복

착용시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연령에 따른 보호복 만족도 차이

보호복 만족도 여섯 항목 중 연령에 따라 여섯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Table 6>과 같이

Fig. 5. Suggested protective clothing design.

Fig. 4. Leg wrapper.

From Korea Patent No. 30-039375. (200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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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25~29세, 30세 이상 세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 쾌적성, 편

이성, 디자인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기동대에 근무

하는 인원은 병역기간에 근무하는 의무경찰과 직업이 경

찰이면서 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의무경찰은 비교적 연령이 낮고, 경찰기동대원

은 의무경찰보다는 연령이 높은 편이다. 현장시위 진압

은 의무경찰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결과적

으로 연령이 낮은 의무경찰이 보호복 착용을 더 많이 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복 착용횟수가 더 빈번한

사람들에게 즉, 연령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호복 만족도

가 높은 것은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

2) 키에 따른 보호복 만족도 차이

키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기 위해 응답자들의 키를

5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활동성, 신체적합성,

편이성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세 항목 모

두 키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보호복 길이항

목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합성이 좋으면 활동

성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편이성 또한 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이

성은 착 ·탈 용이성에 관련된 것으로 9개의 보호복 아

이템(상의, 상박보호대 2개, 팔보호대 2개, 허벅지보호

대 2개, 다리보호대 2개)을 신속하게 착용해야 하는데

이 결과로 키가 클수록 빠른 착 ·탈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체중에 따른 보호복 만족도 차이

체중을 69kg 이하, 70~79kg, 80kg 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신체적합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Table 7). 신체적합성을 측정한 둘레, 길이, 너비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ANOVA test를 실시한 결과 체중에 따라

길이와 너비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체중

은 연령이나 키와는 달리 중간 그룹에 해당하는 70~79kg

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Table 8).

4) 땀을 흘리는 양에 따른 만족도 차이

땀을 흘리는 양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쾌적성 항목만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고, 땀을 많이 흘

릴수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땀을 흘리는 양과 쾌

적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주

관적인 쾌적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쾌적성 향상을 위

해서는 발한 부위에 조절 가능한 개구부를 만들어 주어

환기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땀에 젖은 보호복의 세탁관

리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땀에 젖은 보호복

을 그대로 가방에 보관하거나 반복되는 외부 오염을 그

대로 방치한다면 불쾌한 악취나 곰팡이로 인해서 쾌적

성은 낮아지고 위생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Table 9).

5) 보호복 착용시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

보호복 1회 착용시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키와 마찬가지로 여섯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Table 6. Protective clothing satisfaction by age

 Age Items ≤24 (n=202) 25≤-≤29 (n=77)  30≤ (n=104) F

Protective function
Mean 3.42

a
3.10

b
 2.95

c

24.466***
S.D. 0.57 0.57 0.60 

Activity
Mean 3.10

a
2.68

b
2.64

b

17.155***
S.D. 0.77 0.69 0.68

Body fitness
Mean 2.94

a
2.70

b
 2.70

c

20.658***
S.D. 0.77 0.63 0.66

Comfort
Mean 3.53

a
3.31

b
3.02

b

05.574***
S.D. 0.65 0.61 0.65

Easiness
Mean 3.11

a
2.59

b
2.48

b

21.576***
S.D. 0.91 0.87 0.80 

Design
Mean 3.81

a
3.19

b
3.11

b

36.083***
S.D. 0.75 0.78 0.76

**p<.01, ***p<.001

Scheffé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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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보호복 1회 착용시간을 두 시간 간격으로 나

누었을 때 착용시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

졌다(Table 10). 보호복의 장시간 착용은 안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과 같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쾌적성, 편이성,

디자인성과 같은 착용감 측면에서도 낮은 결과를 나타

냈다. Krueger(2012)는 기능성, 쾌적성, 보호성(안전성)

은 군복과 같은 보호복에서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

로 보호복의 장시간 착용은 신체적 부담은 물론이고 심

리적으로도 업무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남자 경찰보호복에 대한 개선점 제안

기타 보호복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남자경찰보호복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에 대한 개선점

- 장갑: 현재 반장갑 구조가 충격보호에 약하므로 full

cover 형태로 보호범위를 넓혀주고, 손등에 보호대를 부

착한다.

- 방석모: 바이저 시야 확보를 위해 앞부분에 환기구

구멍을 늘리고 안쪽에 김서림 방지처리를 강화한다.

2) 활동성에 대한 개선점

- 방석모: 무게가 무겁고 밀착감이 떨어지는 점을 개

선하기 위해 머리와 방석모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밀착감을 높여주고, 머리 커버 범위를 뒤통수 아래까지

감싸주어 안정감을 높여준다.

Table 7. Protective clothing satisfaction by height

Items ≤170 (n=32) 171≤-<175  (n=74) 176≤-<180 (n=144) 180≤ (n=133) F

Activity
Mean 2.70

b
2.75

ab
2.87

ab
3.07

a

4.384***
S.D. 0.72 0.75 0.79 0.73

Body fitness
Mean 3.02

c
3.23

bc
3.35

ab
3.50

a

5.468***
S.D. 0.64 0.64 0.69 0.63

Easiness
Mean 2.59

b
2.56

b
2.88

ab
3.00

a

4.658***
S.D. 0.78 0.90 0.89 0.95

**p<.01, ***p<.001

Scheffé Test: a>b>c

Table 8. Protective clothing satisfaction by weight

Items ≤69kg (n=79) 70kg≤-≤79kg (n=220) 80kg≤ (n=84) F

Body fitness
Mean 3.36

ab
3.41

a
3.18

b

3.410*
S.D. 0.66 0.68 0.65

Girth fitness
Mean 3.44 3.49 3.26

2.688*
S.D. 0.78 0.75 0.67

Length fitness
Mean 3.29

ab
3.32

a
3.09

b

3.107*
S.D. 0.68 0.71 0.70

Width fitness
Mean 3.34

ab
3.42

a
3.16

b

3.821*
S.D. 0.68 0.70 0.71

*p<.05

Scheffé Test: a>b

Table 9. Protective clothing satisfaction by body sweat

Body sweat N
Clothing comfort

Mean S.D.

Very little 66 3.14
ab

1.05

Average 187 2.88
ab

1.06

A lot 130 2.75
bb

1.05

F 2.955*

*p<.05

Scheffé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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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상의 앞면에 2개, 뒷면에 3개의 큰 패널로 이

루어진 플라스틱보호대를 작게 분할하고 보호대와 보호

대 사이에 공간을 두어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게 한다.

- 팔 ·다리보호대: 일자형 벨크로 여밈 구조가 움직일

때 돌아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X자형 여밈 구조

로 하여 마찰력을 높여 보호대가 돌아가는 것을 최소화

한다. 신축성 있는 e-band와 벨크로 조합으로 패스너를

구성하여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패스너도 함께 늘어나

도록 하여 활동 시 신체부담을 줄여준다.

3) 신체적합성에 대한 개선점

- 낭심보호대: 상의 길이가 짧음으로 인해서 상의 밑

단에 부착되어 있는 낭심보호대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

므로 상의 길이 사이즈 편차를 2cm 이상으로 하여 키에

맞게 낭심보호대가 위치하도록 한다.

- 팔 ·다리보호대: 3D 프린팅과 3D 인체스캔 데이터

를 활용하여 남자기동대원의 팔 ·다리 커브와 길이에

적합한 보호대를 개발한다.

4) 쾌적성에 대한 개선점

- 통풍: 내부에 삽입되는 충격보호소재에 구멍을 뚫

어 통풍을 돕고, 안감은 메쉬소재로 대체하여 온열쾌적

성을 향상시킨다.

5) 편이성에 대한 개선점

- 팔 ·다리보호대: 10개의 D링과 벨크로 대신 버클을

달아주어 신속한 착 ·탈을 돕는다.

6) 디자인성에 대한 개선점

- 상의, 상박보호대, 팔보호대, 허벅지보호대, 다리보

호대로 이루어진 보호복 아이템을 상박보호대는 상의

어깨부분에 일체형으로 부착시키고, 허벅지보호대와 다

리보호대는 바지일체형으로 구조를 개선하거나 허벅지

보호대-무릎보호대-다리보호대를 일체형으로 하여 아이

템을 간소화시키며 빠른 착 ·탈이 가능하도록 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기동대원들이 시위진압 시

착용하는 경찰보호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

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향후 보

호복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울지방경찰청기동본부에 근무하는 기동대원들(4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복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낮

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활동성과 온열쾌적성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방석모와 보호복의 밀

착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구조 개발이 필요하며, 상의 외

피에 부착되는 플라스틱보호대는 사이에 공간을 두어

상체를 구부리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Foam 소재 내부에 구멍을 뚫어 통풍에 도움이 되도록

Table 10. Protective clothing satisfaction by wearing time

Items 1hr≤-<3hr (n=81) 3hr≤-<5hr (n=182) 5hr≤ (n=118) F

Protective function
Mean 3.37

a
3.26

ab
3.07

b

6.790***
S.D. 0.65 0.57 0.62

Activity
Mean 3.15

a
2.92

a
2.68

b

9.765***
S.D. 0.79 0.72 0.75

Body fitness
Mean 3.53

a
3.41

a
3.15

b

8.831***
S.D. 0.69 0.61 0.72

Comfort
Mean 3.05

a
2.83

ab
2.68

b

6.595***
S.D. 0.71 0.68 0.75

Easiness
Mean 3.09

a
2.87

ab
2.60

b

7.368***
S.D. 0.9 0.89 0.91

Design
Mean 3.73

a
3.55

a
3.25

b

8.982***
S.D. 0.81 0.76 0.89

**p<.01, ***p<.001

Scheffé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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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호복 만족

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성, 활

동성, 신체적합성, 쾌적성, 편이성, 디자인성에 관한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키가 클수록 활동성, 신체적합

성,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중은 중간 그

룹(70kg≤~<79kg)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보호

복 1회 착용시간이 길수록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났다.

셋째, 향후 착용자의 신체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개발

을 위해서 무게의 경량화와 온열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보호복에 사용되

는 플라스틱보호대 개발을 위해 3D 인체스캔 데이터와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다면 신체적합성이 향상된 보

호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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