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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manual performance of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on global markets in

order to suggest an evaluation method for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wearing comfort. We collected 13

types of firefighting glove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7 types from Korea, 3 types form

Europe, 2 types from the U.S and 1 type from Japan). We set the Don-Doff test as a basal requirement for

moving toward to further manual performance tests that consist of: AS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

rity test, Bennett hand tool test and ASTM torque test. All gloves were evaluated in dry and wet conditions,

we included eight current male firefighters (43.4±7.0yr in age, 173.1±4.4cm in height, 79.9±9.2kg in body

mass) for the tests. Four gloves (1 Korea, 1 U.S, 1 Germany, and 1 Japan) out of thirteen firefighting gloves

passed the Don-Doff test and had great subject preferenc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ry

and wet conditions on the AS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rity test, Bennett hand tool test and ASTM

torque test. However, Japanese gloves had the greatest score and showed 3-4 times faster completion time

on the ASTM dexterity test (p<.05), 1.2-1.5 times faster on the Minnesota dexterity test (p<.05), as fast as

the bare hand on Bennett hand tool test (p<.05), and greater performance on the ASTM torque test compared

to bare hand. In conclusion, Don-Doff test in wet conditions should be the first step for a mobility evaluation

of domestic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subsequently, a comprehensive test assorting ASTM, Minnesota,

and Bennett test should be developed as a second step. The current ASTM torque test can be adopted as a

third step. This three-step-method for evaluating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 mobility can be exp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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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 into surveys of other safety gloves in Korea.

Key words: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Minnesota dexterity test, Bennett hand tool test, Don-Doff test,

Torque test; 소방용 보호장갑, 미네소타 기민성 시험, 베넷 수공구 시험, 착탈 시험, 회전력

시험

I. 서 론

최근 재난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향상되었다. 실제로 전국적으

로 소방장갑의 보유율이 63.8%밖에 되지 않는 데다 보

급되는 장갑에 대한 인증기준조차 없어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소방관들의 인터뷰(Shin, 2014)뿐만 아니라

보급받은 소방장갑이 6~7개월이면 거의 다 해진다(Kim,

2014)는 현실적 문제 제기로 인해 국내 보급형 소방장갑

의 성능평가연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기존 소방용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무엇보다 소방용 보호복 상하의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소방방화복 착용 시 운동강도에 따른 인체

생리반응을 평가한 연구(Choi et al., 2013)나 방화복의

반복적 사용에 따른 기계적 특성과 내화학성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Kim & Shim, 2008), 소방보호복의 구성요

소별 온열 생리학적 영향을 다룬 연구(J. Y. Lee et al.,

2014), 소방복 내 착용한 액체냉각복이 작업 시간과 회복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Kim et al., 2011) 등

이 발표되었다. 소방용 개인보호복에 사용된 소재의 특

성을 평가한 연구들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s [ISO] 6942(ISO, 2002)에 따른 열 및 불에 대한

보호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J. K. Lee

et al.(2014)는 저열 유속 상태에서 소방보호복의 열보호

성능을 평가하였고, Bang et al.(2002)은 복사열 노출 시

소방보호복으로 사용되는 소재의 전면과 후면의 열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여러 겹의 소방보호복용 소재가 복

사열 노출조건에 따른 변화 특성을 살펴 본 연구(Fu et

al., 2014), 소방복과 방화두건, 보호장갑에 사용되는 소

재의 내화학성을 살펴본 연구(Alexander & Baxter, 2014)

등 소방용 개인보호장비에 사용되는 소재의 방염성 혹

은 내화학성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처럼 소방용 보호복에 사용되는 소재의 성능평가는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고열(온)에 노출시켜 그 열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표였으나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노출되는 온도 환경은 시험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사열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이러한 현장에서는 고열이나 화염에 대한 과도한

보호성능의 개인보호장비로 인해 순발력을 요하는 상

황에서 동작성이 저하된다는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특

히 소방용 보호장갑은 다양한 상황(소방용 호스 조작, 장

비 조작, 인명구조 등)에서 동작 편의성과 기민성이 요구

되는 요소이다. 소방용 보호장갑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요구성능으로 불과 화염으로부터의 보호성을 평가

하기 위해 소재의 열전달지수(Heat Transfer Index; HTI)

또는 열저항성(Heat Resistance) 등(ISO, 2001)이 평가된

반면 손의 동작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

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기본적인 보호수준은 유지

하면서 착용 쾌적성을 높이고 그립감(grip)과 유연성, 동

작 편의성 등 작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

갑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Syn & Lee, 2015). 실제 소방

용 보호장갑의 과도한 보호성능으로 인해 손 동작에 대

한 효율과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보

고되고 있다(Huh & Bang, 2010). ISO 15383(ISO, 2001)

에도 언급되듯이 소재의 성능은 디자인이나 원단의 특

성에 근거하여 표기되지만 이러한 특성은 실제 장갑을

착용했을 때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방장갑의 동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착용 평가법을

살펴 보면 국내에서는 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

tute [KFI], 2014)에서 2014년 개정한 소방용 안전장갑의

KFI 인정기준이 있다. 이 인정기준의 내용은 대부분 내

열, 방염, 방수 등 소재에 요구되는 성능기준이고, 동작

성 평가기준으로는 ‘유연성 평가’(지름 38mm 크기의 원

반형 물체를 60개의 구멍에 넣는 작업을 통해 맨손 대비

장갑 착용 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탈락) 항목만 있

어 동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장

갑의 동작성 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장갑을 끼고 벗

는데 걸리는 시간과 안감 불량으로 인한 재착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착탈 평가(Don-Doff test)(ISO,

2001; NFPA, 2013), 혹은 기민성 평가(ASTM Internatio-

nal, 2010)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간 크기의 원반형 물

체를 집어 구멍에 넣는 시험 평가방법이 미네소타 대학

교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데, 이 Minnesota dex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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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y test는 0.79~0.80의 높은 신뢰도로 비장애인의 손 기

민성 시험을 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며 다른 기민성 시험

들과의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높다고 밝혀졌다(Desros-

iers et al., 1997).

또한 소방관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문을 부수거나 개

방하는 등 도구를 사용한 작업 또한 빈번히 수행한다.

이러한 동작을 평가하기 위해 수공구 사용 기민성 시험

평가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볼트와 너

트, 랜치와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 작업을 평가

하는 Bennett(1981)의 hand tool test가 있다. 이 시험법 또

한 초기 시험과 재시험 간 상관계수가 0.91로 상당한 신

뢰성을 보이는 시험방법으로 인정되었다(Bennett, 1981).

동시에, 소방관의 악력(grip strength)은 소방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는 작업이나 쥐는 힘이 요구되는 다양한 소방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ISO 15383(ISO, 2001)과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1971(NFPA,

2013)에서는 장갑을 끼고 줄다리기 자세로 마룻줄이나

막대를 잡아 당겨 손의 쥔 힘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줄을 당기는 방식의 악력 테스트는 실제

완제품 장갑을 평가할 때 그 성능등급이 세분화하기 힘

들며 자세조건이 엄격하여 시험자 간 혹은 피험자 간 오

차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Ross et al., 2012).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기둥을 잡고 돌릴 때 회전

력(Grip Performance, Torque)을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되

었다(ASTM International, 2015). 기둥 악력 시험의 경우

기존의 로프 당김으로써 측정되어 왔던 악력 시험과 달

리 물체와 장갑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 크기의 변화로

생기는 습동 현상(stick-slip phenomenon)을 관찰할 수 있

다는 유용성이 있다(Ross et al., 2012). 습동 현상은 젖은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소방수를 사용하여 대부분 젖은

장갑을 착용하는 소방관의 보호장갑 평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시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시판 중인 소방용 보호장갑들

의 동작성(착탈 용이성, 기민성, 회전력)을 평가하여 보

호성능을 기본으로 갖춘 보호장갑에 동작 편의성을 갖

춘 장갑의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최적 평가법 제안

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험 장갑 및 피험자

착용 시험을 위해 국내와 해외 소방선진국에서 시판되

고 있는 보급형 소방장갑 총 13종(한국 7종, 유럽 3종, 미

국 2종, 일본 1종)을 수집하였다(Table 1). 시험 전 장갑은

전처리 과정을 위해 NFPA 1971(NFPA, 2013)을 바탕으

로 세탁기에 중성세제를 넣고 1회 세탁한 후 세제 없이

헹굼과 배수를 4회 실시한 후 건조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장갑의 ‘건조 조건’과 ‘젖은 조건’을 비교하였는데, 젖은

조건일 경우 양 손에 장갑을 착용한 채 22±1°C의 물 속

에 2분간 완전히 침지한 후 꺼내어 장갑의 손가락 부분

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2분간 수직으로 걸어 두어 물을

뺀 후 착용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NFPA, 2013).

착용 시험에는 화재진압 경험이 있는 현직 남자 소방관

8명(나이 43.4±7.0세, 키 173.1±4.4cm, 체중 79.9±9.2kg,

체표면적 1.94±0.13m
2
, 손 길이 18.6±1.0cm, 손 너비 9.1

±0.4cm)이 참여하였다. 체표면적은 Lee(2005)의 식으로

계산하였으며, 손 길이와 손 너비는 제6차 Size Korea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 자료에 따른 측정법으로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였

Table 1.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Type Figure Material-Shell Material-Lining
Mass in

dry (g)
a

Mass in

wet (g)
b

Mass ratio

(a/b)

Country of

origin

Type A PBI & Kevlar Kevlar 364 685 1.88 Austria

Type B
Aramid & Silicon &

Rubber
Aramid 316 720 2.28 Korea

*: Type C, E, F and G were renamed as Type 1 to 4 for dexterity and torque tests

a: Mass of one pair of each glove in dry conditions

b: Mass of one pair of each glove in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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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Type Figure Material-Shell Material-Lining
Mass in

dry (g)
a

Mass in

wet (g)
b

Mass ratio

(a/b)

Country of

origin

Type C

(Type 1)*
Aramid & Silicon PU film & Aramid 205 384 1.87 Korea

Type D Aramid & Silicon PTFE & Polyamide 275 645 2.35 Korea

Type E

(Type 2)*
Kevlar & Silicon Gore-Tex & Kevlar 347 642 1.85 Germany

Type F

(Type 4)*

Kevlar &

Ceramic leather
Kevlar 96 245 2.55 Japan

Type G

(Type 3)*
Kevlar & Leather  Kevlar & Cotton 345 716 2.08 USA

Type H
Kevlar & Nomex &

Leather

Modacrylic & PU &

Teflon
247 533 2.16 USA

Type I
Leather & Nomex &

Kevlar

Gore-Tex & Kevlar &

Cotton
349 840 2.41 UK

Type J
Aramid & PTFE &

Polyester & Kevlar
Nomex 311 778 2.50 Korea

Type K
Aramid & PTFE &

Polyester & Kevlar
Nomex 244 560 2.30 Korea

Type L Aramid & Silicon
Aramid & Polyester &

PTFE
365 1,021 2.80 Korea

Type M Aramid & Silicon
Aramid & PTFE &

Polyester
276 645 2.34 Korea

*: Type C, E, F and G were renamed as Type 1 to 4 for dexterity and torque tests

a: Mass of one pair of each glove in dry conditions

b: Mass of one pair of each glove in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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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갑은 종류별로 여러 사이즈를 준비하여 피험자에

게 착용하게 후 피험자 본인이 잘 맞는다고 선택한 장갑

을 실험용 장갑으로 사용하였다. 시험평가는 23±0.3°C,

상대습도 59±2%RH로 유지되는 인공기후실에서 실시

하였고, 피험자들은 모두 동일한 긴 팔 티셔츠와 긴 바

지,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였다(상의 면 100%, 220g; 하

의 면 100%, 387g; 양말 면 100%, 55g; 추정 총보온력

(IT) 약 0.6~0.7clo). 모든 시험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

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SNU IRB No.

1601/002-15).

2. 시험 평가법

현재 국내외 보급형 소방용 보호장갑의 착용 성능평

가를 위해 총 다섯 가지의 시험평가법이 선정되었다. 첫

번째 단계의 시험으로 착탈 시험(Don-Doff test)을 시행

하였고, 총 13종 중 착탈 시험결과가 가장 우수한 4종

을 선택하여 두 번째 단계인 기민성(AS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rity test)과 수공구 시험(Bennett hand tool

test), 회전력 시험(ASTM torque test)에 사용하였다(Fig.

1). 모든 시험은 장갑의 건조 상태와 젖은 상태에서 각각

수행되었으며 반복된 시험수행으로 인한 학습 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해 모든 시험에서 장갑의 종류와 젖음 유무

의 조건을 무작위 배치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착탈 시험

에 사용된 장갑 총 13종은 Type A~Type M이라 칭하였

고, 두 번째 단계인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과 회전력 시

험에 선택된 4종의 장갑은 Type 1~Type 4라 명명되었다

(Table 1). 피험자가 참여하는 네 종류의 시험순서 및 각

시험에서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장갑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1) 착탈 시험(Don-Doff test)

장갑의 착탈 시험은 장갑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인 성능인 착탈 용이성, 즉 장갑을 끼고 벗는데 걸리는 시

Fig. 1. Scheme of Step 1 (Don-Doff test) and Step 2 (AS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rity test, Bennett hand

tool test, and ASTM torque test)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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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ISO 15383(ISO, 2001)

과 NFPA 1971(NFPA, 2013)에 제시된 방법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1회 실험은 Stage 1(장갑을 끼지 않은 우세

손으로 비우세손의 장갑을 끼고 벗기)과 Stage 2(장갑이

끼워진 비우세손으로 우세손의 장갑을 끼고 벗기)로 나

뉘며, 장갑과 손이 모두 건조한 조건과 젖은 조건에서

시행되었다. 피험자는 허리 높이의 테이블 앞에 앉아 테

이블 위에 놓인 장갑 한 쪽을 시작 신호와 함께 착용하였

다. 장갑의 착용 종료 시점은 다섯 손가락을 끝까지 다 넣

는 순간으로 정하고 장갑의 탈착 종료 시점은 다섯 손가

락을 모두 뺀 후 장갑을 테이블 위에 놓는 시점을 기준

으로 하였다. 장갑을 벗을 때는 가운데 손가락 부분을 잡

아 당겨 벗도록 하였다. 또한 벨크로가 있는 장갑의 경

우 벨크로를 모두 풀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며 모

든 벨크로를 붙이고 다시 떼어내어 벗는 순간을 종료 시

점으로 정하였다. 착탈 시험결과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초 단위로 기록하였다(최소 단위 0.01초). 착탈 시험을 진

행하는 도중 장갑의 안감 부착 이상이나 안감 말림이 있

어 착용을 다시 못할 경우 ‘실패(fail)’로 표시하였다. 또

한 매 실험이 끝난 후 장갑 착탈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을 5점 리커트 척도(1 아주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아주 좋음)를 사용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2) 미세 기민성 시험(ASTM dexterity test)

본 연구에서 선택한 미세 기민성 시험은 ASTM Inter-

national(2010)을 기준으로, 작은 물체를 엄지와 검지 손

가락을 이용하여 집은 후 작은 구멍에 다시 넣는 것으로

장갑을 착용한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우세손을 사용하여 직경 9.5mm, 길이 38mm의 스테

인리스 스틸 핀 25개를 일정한 간격의 25개의 구멍(5×5

배열로 지름 10mm의 구멍)이 뚫린 페그보드에 왼쪽 상

편부터 오른쪽으로 채워 넣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Fig.

1(a)). 페그보드는 200×200mm의 정사각형 크기로 제작

되었으며 스틸 핀은 장갑을 착용한 손이 들어갈 만한

충분한 크기의 낮은 플라스틱 박스에 자유롭게 흩뿌려

진 채 넣고 피험자가 선호하는 위치에 상자를 놓은 후

진행하였다. ASTM 기준에 따라 1회 맨손 시험 완료 시

간이 25~45초 이내인 피험자만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허리 높이 수준의 테이블 앞에 앉은 자세로 시험에 참여

하였고, 시험은 맨손 조건, 건조 장갑 조건, 젖은 장갑 조

건에서 각각 3회 실시한 후 3회 평균값을 각 조건에서의

대푯값으로 선정하였다. 시험결과는 초 단위로 기록하

였다(최소 단위 0.01초). 매 실험이 끝난 후 장갑의 미세

기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 아주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아주 좋음)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3) 중형 기민성 시험(Minnesota dexterity test)

중형 기민성 시험은 Minnesota dexterity test(Desrosi-

ers et al., 1997)법을 기준으로, 중간 크기의 원반형 물체

를 한 손으로 집어 다른 손에 건내고 원형 틀에 다시 맞

춰 넣는 과정을 통해 평가되었다(Minnesota dexterity test

blocks and board, Lafayette, US)(Fig. 1(b)). 피험자는 허

리 수준 높이의 테이블 앞에 앉아 시험에 참여하였으며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피험자는 우세손으로

아래쪽에 있는 60개의 원반형 블록을 위쪽으로 하나 하

나 차례대로 옮긴다(오른손잡이일 경우 모든 행의 좌측

에서 우측으로 옮긴다). 둘째, 60개의 블록을 다시 아래

쪽으로 옮긴 후 비우세손으로 첫 번째 과정을 다시 시행

하게 하였다. 셋째, 왼손으로 오른쪽 최상 위에 있는 블

록을 집게 한 후 그것을 오른손에 건네주며 오른손으로

뒤집은 방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 다시 넣게 하였다. 최

상 위 한 줄이 끝날 때까지 실시하였다. 넷째, 두 번째 줄

부터는 오른손으로 왼쪽 최상 위에 있는 블록을 집게 한

후 그것을 왼손에 건네주고 원래 있던 위치에 다시 넣게

하였다. 평가를 위해 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는데 걸리

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맨손 조건, 건조

장갑 조건, 젖은 장갑 조건에서 매 2회 반복하고 그 평균

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시험결과는 초 단위로 기

록하였다(최소 단위 0.01초). 매 실험이 끝난 후 장갑의

중형 기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

(1 아주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아주 좋음)를 사

용하여 평가하였다.

4) 수공구 기민성 시험(Bennett hand tool test)

Bennett(1981)의 수공구 기민성 시험은 12개의 다양한

볼트, 너트, 와셔를 렌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주어진

‘ㄷ’ 자형 나무판 구멍에 장착한 후 해제하는 과정으로 장

갑을 착용한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Fig. 1(c)).

Bennett(1981)의 수공구 시험장치는 대, 중, 소 크기의 볼

트, 너트, 와셔 총 12쌍과 각 면에 12개의 구멍이 뚫려있

는 ‘ㄷ’자형 나무판, 렌치 2종, 드라이버 1종으로 구성되

어 있다(Hand tool test, Lafayette, USA). 피험자는 허리

수준 테이블 앞에 두 발을 곧게 펴서 선 자세로 시험에

참여하였다. 주어진 테이블 위에는 나무판의 왼쪽에 12쌍

의 볼트, 너트, 와셔가 모두 조여져 있고 피험자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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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주어진 수공구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해제하여

가운데 둔 다음 오른편으로 모두 장착하였다. 이 과정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 후 분 단위

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모든 과정에서 너트는 안쪽, 볼

트는 바깥쪽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와셔는 바깥쪽으로

끼워져 있어야 한다. 매 실험이 끝난 후 장갑의 수공구

기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 아

주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아주 좋음)를 사용하

여 평가하게 하였다.

5) 회전력 시험(ASTM torque test)

회전력 시험은 디지털 토크 미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원기둥을 돌리는데 가해진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ASTM

International(2015)과 NFPA 1971(NFPA, 2013)를 바탕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제기준에 맞게 Shimpo

TNP-10 digital torque meter(Shimpo, US)에 지름 41.5mm,

높이 600mm인 아크릴 기둥을 꽂아 측정에 사용하였다

(Fig. 1(d)). 피험자는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90
o
 꺾어 실

린더를 쥐어 잡고 우세손으로 토크 장치를 여는 방향으

로 돌렸으며 이 경우 가해진 회전력이 토크 미터에 연결

된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에 Nm 단위로 일정 시간 간격

으로 자동 기록되었다(오른손잡이일 경우 반시계 방향,

왼손잡이일 경우 시계 방향으로 회전). 맨손 조건에서

먼저 시행하고 이어 장갑 조건을 수행하였으며, 회전은

어깨가 아니라 손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매 장갑에 대

해 5회 연속 회전하게 하였으며, 각 회전 시도는 5초보

다 길어서는 안되게 하였다. 5회 각각의 최대 회전력을

기록한 후 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근력 수

준에 따라 회전력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본 연구에서

는 ASTM International(2015)의 기준에 따라 맨손 회전

력이 4.5~9.0Nm인 피험자만을 사전 선정하였다.

3. 결과 분석

기민성 시험(소형, 중형, 수공구 기민성)의 경우 맨손

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시험에 소요된 시간값에

대해 Bare Hand Control Ratio(BHC)를 <Eq. 1>과 같이

계산하였다.

...... Eq. 1.

DTTg: consumed time to finish the dexterity test with

gloves on

DTTb: consumed time to finish the dexterity test with

bare hands

회전력 시험에서는 맨손 조건으로 회전 시험을 수행했

을 경우 결과값을 100%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각 장갑을

착용하였을 때의 결과값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총 13종

(착탈 시험) 혹은 4종(기민성과 회전력 시험)의 장갑 종

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를 위해 SPSS Ver. 22를 사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

목들에 대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조와

젖은 장갑의 착용 시험결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각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

.05로 정하였다.

III. 결 과

1. 착탈 시험

장갑에 따른 착탈 소요 시간은 Stage 1과 2의 건조 조

건, Stage 2의 젖은 조건에서 모두 13종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시험결과 건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결

과를 보여 준 장갑은 Stage 1과 2에서 Type C, D, E, F,

G, M이었으며, 젖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를

보여 준 장갑은 Type C, E, F, G, K, L, M이었다(p<.001)

(Fig. 2). 건조와 젖은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좋은 점수를

보여 준 장갑으로 Type C, E, F, G, M이었다. 장갑 착탈

시험 중 장갑을 연속적으로 착용하고 벗는데 있어 안감

불량으로 인해 안감 말림이나 뒤집힘 등의 이유로 ‘fail’

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장갑 13종 중 9종에서 발견되었

다(Table 2). 장갑을 벗을 때 장갑의 안감이 말리는 정도

의 차이는 다섯 손가락 부분의 안감이 손가락과 함께 얼

마나 많이 빠져 나오는지에 있었다. 특히 Type A의 경우

안감 말림으로 장갑 재착용 시간이 3분을 넘긴 사례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다섯 손가락 중 새끼 손가락의 안감

이 불량인 경우였다. 착탈 시험 이후 장갑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의 경우 Type A, B, D, H, I, K, M(총 7종)이 젖음

으로 인해 평균 1점 이상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Ta-

ble 2). 또한 Type B, D, H, I, J, K, M의 경우 젖었을 때 주

관감이 2점 이하로 ‘나쁨’ 또는 ‘아주 나쁨’을 나타내었

다(Table 2). 이상과 같은 착탈 시험결과<Fig. 2>와 주관

적 선호도 평가<Table 2>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4종의 장갑(Type C, E, F, G)을 다음 단계 시험인 기민성

시험과 회전력 시험에 사용하였다(Type 1, 2, 4, 3 순서).

Bare hand control ratio BHC( )
DTTg

DT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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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 기민성 시험(ASTM dexterity test)

미세 기민성 시험결과 장갑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었지만(p<.01) 젖음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a)). 맨손 대비 소요 시간 비

(BHC)의 경우 Type 4(일본)가 건조 조건에서는 1.35±

1.4배, 젖은 조건에서는 1.32±1.3배 시간이 소요되어 네

가지 장갑 중 가장 짧은 시간을 보였다(p<.05). Type 1(한

국)의 경우 BHC값은 건조와 젖은 조건에서 각 3.1±0.8

과 3.0±0.6, Type 3(미국)의 경우에는 각 3.5±0.6과 3.4±

0.8의 BHC값이 도출되었다. Type 2(독일)의 경우 4종의

장갑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여 건조 조건과 젖은 조

건 모두 맨손 조건 대비 약 4.4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

다(Fig. 3(a)). 피험자의 주관적 선호도도 건조와 젖은 조

건 모두에서 Type 4(일본)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

고(건조 시 4.6±0.5점, 젖을 시 4.9±0.4점), Type 1(한국)

의 경우 건조 조건에서 2.7±1.0점, 젖은 조건에서는 3.0±

0.8점을 보였다(Fig. 3(a)). Type 2(독일)와 Type 3(미국)

은 평균 2점(Poor) 수준에 그쳤다.

3. 중형 기민성 시험(Minnesota dexterity test)

중형 기민성 시험결과 장갑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었지만(p<.05) 젖음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b)). 중형 기민성 시험에서

는 Type 4(일본)를 착용한 경우 가장 우수한 기록을 보

였다(p<.01). 특히 Type 4(일본)의 경우 건조 조건과 젖

은 조건 모두 BHC값이 1로 나와 맨 손과 장갑 착용 시

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면 나머지 3종의 장

갑들은 모두 BHC값에서 1.2배 이상의 결과를 보여 주었

다(Type 1 건조 조건 1.3±0.1, 젖은 조건 1.3±0.1; Type 3

건조 조건 1.4±0.2, 젖음 조건 1.4±0.2; Type 2 건조 조건

1.4±0.3, 젖은 조건 1.6±0.3). 주관적 선호도의 경우, Type

4(일본) 착용 시 건조와 젖은 조건 모두에서 4.5점 이상

으로 ‘아주 좋음’으로 평가되었고 Type 1(한국)의 경우

건조 조건 3.1±0.6, 젖은 조건 3.0±0.8로 ‘보통’ 수준의 평

가를 받았다(Fig. 3(b)). Type 2(독일)는 건조 조건 2.6±

0.7, 젖은 조건 2.1±0.6, Type 3(미국)은 건조 조건 2.4±

0.6, 젖은 조건 2.3±0.7로 ‘나쁨’에 가까웠다(Fig. 3(b)).

4. 수공구 기민성 시험(Bennett hand tool test)

수공구 기민성 시험 결과 4종의 장갑 모두에서 젖음

유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4). 맨손 대비

장갑 착용에 따른 수공구 기민성은 Type 4(일본)의 경우

BHC값이 1로 장갑 착용하였음에도 맨손일 때와 동일

한 수준의 수공구 기민성을 보였으며, 다른 3종의 장갑

에 비해서도 건조 조건과 젖은 조건 모두에서 가장 우

수한 기록을 보였다(Fig. 4). Type 1(한국)의 경우 건조와

습윤 조건에서 각 1.3±0.2와 1.4±0.2의 비를 보여 장갑 착

용에 의해 수공구 기민성 저하가 약 1.3~1.4배 발생했으

며, Type 3(미국)도 건조 조건에서 1.4±2.2, 젖은 조건에

서 1.4±0.3의 비를 보였다. 또한 Type 2(독일)는 건조 조

Fig. 2. Consumed time to don-doff the 13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Type A is

from Austria, Type B, C, D, J, K, L and M from

Korea, Type E from Germany, Type F from Ja-

pan, Type G and H from US, and Type I from

UK; All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p<

.001 between all gloves for don-doff tests, p<.1

between dry and wet conditions in all gloves

without Type A; Stage 1 represents ‘consumed

time to wear non-dominant hand's glove with

dominant hand’; Stage 2 represents ‘consu-

med time to wear dominant hand's glove with

non-dominan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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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re hand control ratio (BHC) and subjective preference (SP) in ASTM 2010 dexterity test (a) and Minnesota

dexterity test (b) (Type 1, 2, 3 and 4 were from Korea, Germany, US and Japan with 205g, 347g, 345g and

96g in a dry condition, respectively; Bare Hand Control Ratio=Consumed time to finish the dexterity test

with gloves on/with bare hands; SP: Subjective preference; p<.01 between gloves; Duncan a<b<c; No sig-

nificance between dry and wet conditions for both ASTM 2010 test and Minnesota test; Data were expres-

sed as Mean±S.D.).

Table 2. Subjective preference on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in the dry and wet conditions of a Don-Doff test

Glove type

(Country, Dry mass
a
, Mass ratio

b
)

Subjective preference

t
Subjective

ranks in wet

Fail cases

(lining tangle

or detachment)

Selected for

the next tests Dry condition

Mean (S.D.)

Wet condition

Mean (S.D.)

Type A (Austria, 364g, 1.88) 3.7 (0.6) 2.6 (1.2) 2.96*** Good Yes

Type B (Korea, 316g, 2.28) 2.0 (1.3) 0.5 (0.8) 5.06*** Poor Yes

Type C (Korea, 205g, 1.87) 3.2 (1.0) 2.9 (0.7) 6.69*** Good No O

Type D (Korea, 275g, 2.35) 3.3 (0.5) 1.0 (1.3) 5.61*** Poor Yes

Type E (Germany, 347g, 1.85) 3.3 (0.9) 3.3 (1.0) N.S Good No O

Type F (Japan, 96g, 2.55) 4.3 (0.7) 4.6 (0.5) N.S Good No O

Type G (US, 345g, 2.08) 3.3 (1.2) 3.7 (1.0) N.S Good No O

Type H (US, 247g, 2.16) 2.3 (1.0) 1.4 (1.3) N.S Poor Yes

Type I (UK, 349g, 2.41) 3.3 (1.1) 1.0 (0.9) 4.35*** Poor Yes

Type J (Korea, 311g, 2.50) 2.4 (0.9) 2.0 (0.7) 2.50*** Poor Yes

Type K (Korea, 244g, 2.30) 2.5 (1.2) 1.4 (1.4) N.S Poor Yes

Type L (Korea, 365g, 2.80) 2.6 (1.3) 2.2 (1.4) N.S Neutral Yes

Type M (Korea, 276g, 2.34) 3.3 (1.3) 2.0 (1.2) 2.65*** Poor Yes

*p<.05, ***p<.001

N.S: Not significant

a and b from Table 1; Subjective preference was evaluated by the following scale, ‘very poor (1), poor (2), neutral (3), good (4), 

and very good (5)’.

The middle points between consecutive numbers were chosen; Type F had too small of S.D. for a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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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젖은 조건에서 각각 1.6±0.3, 1.6±0.2로 가장 시간

이 오래 걸린 결과를 보였다. 주관적 선호에 있어서도

Type 4(일본)가 모든 조건에서 평균 4.5점 이상으로 ‘아

주 좋음’에 가까웠으며 Type 1(한국)은 모든 조건에서

평균 3.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Type 2(독일)와 Type

3(미국)은 건조 조건에서 각 2.1±1.0과 2.3±0.9, 젖은 조

건에서 각 2.1±0.6과 2.3±0.7이었고, 피험자 대부분 주관

적 선호로 ‘나쁨’을 선택하였다(Fig. 4).

5. 회전력 시험(ASTM torque test)

겉면이 니트 조직으로 구성된 Type 4(일본)를 착용한

경우 맨손 상태일 때에 비해 높은 회전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다른 3종의 장갑에 비해 건조와 젖은 상태 모두에

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인 반면(건조 장갑 107%, 젖은

장갑 111%)(p<.01), 나머지 세 종류의 장갑은 장갑 착용

에 의해 회전력이 감소하였다(Fig. 5). Type 1(한국)과 Type

3(미국) 착용 시 손의 회전력은 맨손 대비 약 80% 수준으

로 감소하여 맨손일 때보다 장갑 착용에 의해 약 20%

정도의 회전력이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Type 2(독일)의

경우 건조 상태에서는 53%, 젖은 조건에서 50%의 회전

력을 보여 장갑 착용에 의해 손바닥의 회전력이 절반으

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장갑 젖음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Type 2(독일)에서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3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 5).

IV. 논 의

1. 첫 단계 성능평가법으로서의 착탈 시험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판되고 있는 소방용 보호장

갑의 착용 동작성을 다음 다섯 가지 시험법, ‘착탈 시험,

미세 기민성, 중형 기민성, 수공구 기민성, 회전력 시험’

을 통해 평가하였는데, 이중 착탈 시험을 첫 번째로 소방

용 보호장갑의 착용 성능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 요구조

건으로 설계하였다. 소방장갑의 동작성 평가에 있어 착

탈 시험을 1단계 시험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방관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데 주어진 시간

은 출동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부터 소방차를 타고 현장

에 도착하기까지다. 최근 소방서는 직할 소방서, 안전센

터 등 관할구를 나누어 더 많은 소방안전시설을 배치함

Fig. 4. Bare hand control ratio (BHC) and subjective

preference (SP) by each glove type in the Be-

nnett hand tool test (Type 1, 2, 3 and 4 were

from Korea, Germany, US and Japan with 205g,

347g, 345g and 96g in a dry condition, respec-

tively; Bare Hand Control Ratio=Consumed time

to finish the dexterity test with gloves on/with

bare hands;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p<.05 between gloves; a, b, and c represent sta-

tistical differences by Duncan's post-hoc test;

No significance between dry and wet conditions

for the four types of gloves).

Fig. 5. Bare hand control rate (BHC) for 4 types of glo-

ves type in the ASTM torque test (Type 1, 2, 3

and 4 were from Korea, Germany, US and Ja-

pan with 205g, 347g, 345g and 96g in a dry con-

dition, respectively; Bare Hand Control Rate

(%)=Consumed time to finish the dexterity test

with gloves on*100/with bare hands;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p<.01 between all glo-

v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ry and

wet conditions for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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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더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

는데, 이처럼 소방서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는 거리가 가

까워지면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데 소방관에게 주어

진 시간은 줄어 들게 되었다. 개인보호구 중 가장 마지막

에 착용하는 장갑의 경우 마지막 남은 몇 초에 재빨리 착

용하여야 하므로 착탈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장갑

착용이 실제 긴급한 소방현장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또한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시 고압의 소방용수를 사

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 시간 동안 젖은 상태의 장

갑을 착용하게 되며 동시에 팔 부위의 땀이 장갑으로 들

어가 대부분의 작업 동안 젖은 장갑을 착용하게 된다. 중

간 휴식 시간 젖은 장갑을 벗게 되는데 이후 안감 말림

등으로 인해 완전한 재착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또한

손 부위 화상이나 장비 조작 에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Kahn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 부상

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있고 미착용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급하게 가느라 착용하지 못해

서, 둘째 거추장스러운 개인보호구가 동작성을 떨어뜨리

기 때문이었다. 또한 착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호장

비는(공기호흡기를 제외하고) 장갑과 후드, 헬멧이었다.

재착용 가능 여부는 all-or-none과 같이 실패할 경우 전혀

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실제 소방관들의 인터뷰

를 보면 중간 휴식 시에도 장갑을 벗지 않는다는 응답

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젖은 상태에서 장갑을 벗을 경우

안감 분리 및 말림 등이 발생하여 재착용이 어려웠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국내 현직 소방관을 대상으

로 한 최근 조사에서도 젖은 경우 착탈 불편함을 개선하

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했다(Syn & Lee, 2015). 손은

질량 대비 넓은 체표면적으로 서열 환경에서 체열 발산

에 매우 효과적인 부위이므로 중간 휴식 중 장갑을 벗어

효과적인 체온조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갑

의 착탈 용이성은 기본으로 갖춰져야 할 요구성능일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험에서 착탈 시험 시 ‘fail’ 여

부를 가장 첫 번째 성능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외에서 수집된 보급형 소방장갑 13종의 평가결과를 기

준으로 다음 세 단계(A급, B급, C급)의 장갑 등급을 제안

할 수 있다(Table 3).

동시에 착탈 시험은 착탈의 용이성과 안감 불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이

될 수 있다. 착탈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 장갑들

의 특징을 보면 손목 부위 벨크로의 부착 형태에서 그 요

인을 찾을 수 있다. Type A(오스트리아), Type B(한국),

Type E(독일), Type I(영국), Type L(한국)은 손목 가리개

가 긴 형태의 장갑들로 고리에 벨크로를 걸어 손목 부분

을 조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벨크로 끈이 고

리에서 빠져 나와 장갑을 착용한 채 끈을 작은 고리구멍

에 넣어 빼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특히 장갑이

젖을 경우 손목 개구부를 강하게 당기며 착용을 하는데

이때 벨크로 끈이 고리에서 쉽게 빠져 나오는 것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Type C(한국), Type F(일본),

Type M(한국)은 벨크로가 고리에 걸리는 것이 아닌 손

목 부분에서 연장되거나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 고

리에서 빠질 우려를 줄일 수 있게 고안되어 있었다. 피험

자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ype G(미국)의 경우 손목

벨크로가 없고 고무줄로 손목 부분을 조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착탈을 용이하게 하는 아주 좋은

부분이었다. 실제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벨크로 사용을

선호하지 않고 장갑에 벨크로가 있어도 느슨하게 고정

시켜 놓고 조이거나 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장

갑 착탈 시간을 지연시킨 또 다른 요인은 손목 개구부 크

기에 있었다. 실제 국내 소방서에 보급된 적이 있었던

Type B, J, K는 방화복 상의를 입었을 때 손목 가리개 부

분의 개구부가 좁아 손끝까지 착용이 어려웠다. 실제 현

장에서 신속히 착용하여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점

으로 인해 착용을 완벽히 하지 못하고 덜 끼워진 상태로

화재진압을 수행하기 때문에 손목 부분의 화상이 초래될

Table 3. Classifications of mobility classes for firefighters' protective gloves

Test (Wet condition)

Don/Doff test
Dexterity

(ASTM)

Dexterity

(Minnesota)

Dexterity

(Hand tool)

Torque

(ASTM)

Class A (Excellent)
Completion time

<15s
0.0<BHC≤2.0 0.0<BHC≤1.3 0.0<BHC≤1.3 90≤%BHC

Class B (Good) 15s≤Time<20s 2.0<BHC≤4.0 1.3<BHC≤1.5 1.3<BHC≤1.5 60≤%BHC<90

Class C (Poor)
Time≥20s

or Fail case
4.0<BHC 1.5<BHC 1.5<BHC %BH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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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추후 착탈 시험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디자인

부적절 요소들도 선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소형/중형/수공구 기민성 시험평가

미세 기민성 시험의 경우 시험도구를 비교적 쉽게 제

작할 수 있어 시험법의 보편화에 용이한 반면 소방작업

의 특성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세 기민성 시험

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잡아야 하는 핀의 크기는 지름

9.5mm, 높이 38mm로 매우 작다. 소방용 보호장갑은 아

라미드계 특수 소재나 난연성 소재들을 사용하여 여러

겹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두껍고 뻣뻣하며, 손가

락 부분은 네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봉합되면서 봉합선

솔기들이 모여 부피를 형성한다. 이처럼 장갑의 구조적

특성상 미세 기민성의 시험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ASTM International(2010)에 따른

미세 기민성 시험이 소방용 보호장갑보다 수술용 장갑

이나 검시용 장갑 등에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으나 화

재진압 작업 중 무전기나 작은 번호판 등을 조작하는

등 미세 기민성이 요구되는 동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미세 기민성 시험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중형 기민성 시험의 경우 손에 잡는 물체의 크기 면에

서 소방용 보호장갑의 기민성 평가를 하는데 보다 적절

하였다. 지름 35mm, 높이 18mm인 크기의 원반형 블록

60개를 집어 판에 넣고 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

로 현재 KFI 기준 중 유연성 시험방법과 가장 유사하다.

또한 미세 기민성 시험법은 우세손의 기민성만을 측정

하는 것이었는데 중형 기민성 시험은 양 손을 시험하는

것으로 양 손을 사용하는 소방작업 현장에서의 기민성

을 대변하는데 더 적절하다. 하지만 둔탁한 장갑을 낀

경우 주변 블록들을 건들게 되어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

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는데 동작 완료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원반형 블록을 더 무겁게 만들거나 주

변 블록을 건들게 되는 횟수도 측정하는 등 평가기준에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수공구 기민성 시험법은 다양한 크기의 볼트와 실제

구조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공구들을 다루는 시험

으로 미세 기민성과 중형 기민성, 수공구 기민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시험법이었다. 하지만 1회의 시험수행이 10여

분에 걸친 과정으로 장갑 간의 차이에 대한 변별력이 앞

선 두 기민성 시험에 비해 떨어졌다. 사후검정에 있어서

도 앞선 기민성 시험방법이 a, b, c로 유의차 안에서의

등급을 매길 수 있었으나 수공구 기민성 시험결과는 a

와 b로 두 개의 등급만을 매길 수 있었다.

소형, 중형, 수공구 기민성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험에 대한 성능기준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Table 3).

세 종류의 시험 모두 건조 조건과 젖은 조건 간 유의차

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보다 열악한 젖은

조건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였다. Class A(Excellent)

는 모두 Type F(일본)의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였고,

Class C(Poor)는 주로 Type E(독일)의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3. 소형/중형/수공구 기민성 시험의 장점을 살린

일체형 기민성 시험도구 개발

소방용 보호장갑의 동작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시험

법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방법의 타당성과 함께 평가법

의 단순성과 접근성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세 종류 기민성 시험결과, 시험대상인

네 종류의 장갑에서 모두 비슷한 순위를 보였고 결과의

편차 또한 작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 종류 시험법

의 장점을 살린 일체형 기민성 시험도구 개발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소방용 장갑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

갖춰야 할 점으로 일정한 크기의 물체를 집어 구멍에 넣

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수공구 조작성능이

므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일체형 기민성 시험 도구를

개발한다면 보다 타당한 시험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기민성 시험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메탈 소

재의 중량감 있는 블록을 이용하고 수공구 조작횟수를

축소하여 전체 완료 시간을 단축함으로 측정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체형 시험도구이지만 각 단계별

완료 시간을 측정하여 분석의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4. 젖은 상태의 장갑 시험규정

착탈 시험의 경우 장갑이 젖었을 때 성능이 현저히 떨

어졌으며, 모든 ‘fail’ 케이스들은 장갑이 젖은 상태일 때

발생하였기 때문에 착탈 시험은 반드시 젖은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존 기준들에 따르면 젖은 상태의 장

갑을 시험하는 방법들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

다. 장갑만을 물에 침지시키는 경우, 피험자가 장갑을

낀 채 물에 담그는 경우, 손만 젖은 채로 수행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외 침지 시간, 젖은 장갑을 널어 놓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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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빼는 시간 등이 기준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 15383(ISO, 2001)과 NFPA 1971(NFPA,

2013)에 나와 있는 방법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두 기준

모두 장갑을 낀 채 2분간 침지하였을 때 장갑이 충분히

젖은 상태가 되었고, 젖은 장갑을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여 5분(ISO, 2001) 혹은 2분(NFPA, 2013)간 널어 놓아

일정량의 물이 빠진 후 시험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5분간 널었을 경우 장갑에 따라 너무

많은 물이 빠져 젖은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여 2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갑이 정해진 수조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온도 범위 안에서 젖은 상태를 만드는데 적용되었고 이

는 추후 젖은 상태 장갑의 시험평가에 정확히 규정되어

야 할 부분이다. 젖은 조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실험자나

환경에 따른 오차 발생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젖은 상태의

무게를 측정하는 등과 같은 추가 확인방법이 필요하다.

5. 한국의 보급형 소방장갑에 대한 종합 시험기준

제안

현재 국내 소방용 보호장갑 성능기준은 한국소방산업

기술원(KFI) 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KFI의 성능기준 중 장갑의 착용 시 동작성 평

가항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착탈 평가, 미세 기민성, 중형 기민성, 수공구 기민성,

회전력 시험에 대해 각 세 단계의 등급을 제안할 수 있

으며 이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소방용 장갑의 착용성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방법의 타당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개발되는 장갑들의 평가를

통한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판되고 있는 소방용 보호장

갑에 대해 건조와 젖은 상태에서 착용 동작성을 다음 다

섯 가지 시험법, ‘착탈 시험, 미세 기민성, 중형 기민성,

수공구 기민성, 회전력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고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능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결과

요약을 통한 본 연구의 제안점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제안되는 등급들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가안으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될 필

요가 있다.

첫째, 착탈 시험결과 13종의 장갑 중 다음 4종[Type C

(한국), E(독일), F(일본), G(미국)]의 장갑에서만 안감 말

림 등으로 인한 ‘fail’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건조

조건에 비해 젖은 조건에서 착탈 성능이 유의하게 떨어

졌으며, 13종 중 7종의 장갑에서 젖은 조건에서의 주관

감이 평균 2점 이하로 ‘나쁘다’ 혹은 ‘아주 나쁘다’는 평

가를 받았다. 착탈 시험에서 저조한 평가를 얻은 장갑들

의 공통점으로 손목 부분의 고무줄 둘레 길이나 안감 부

착방법의 부적합한 디자인으로 이러한 디자인 요소 개

선을 통해 착탈 성능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기민성 시험에 앞서 착탈 시험을 제1단계 시험으

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젖은 조건에서 착탈 시험 성능

평가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등급을 제안할 수 있다(상급:

15초 미만, 중급: 15초 이상~20초 미만, 하급: 20초 이상

또는 ‘fail’ 발생).

둘째, 탈착 시험에 통과한 4종의 장갑에 대해 3종류의

기민성 시험을 실시하였고 건조와 젖은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4종류 장갑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Type 4(Type F, 일본)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손에 보다 밀착하면서 특정 부위를 유연

한 니트 소재로 구성한 장갑 디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ype 2(Type E, 독일)와 Type 3(Type G, 미

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록을 보였는데 이는 화염과 고

온, 충격에 대한 보호성을 강조하여 둔탁하게 디자인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손의 기민성 향상을 위해

최소 보호성능을 유지하되 손에 잘 맞으면서 유연한 소

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미세 기민성 성능평가기준은

젖은 조건에서 BHC를 기준으로 다음 세 등급으로 제안

할 수 있다: 상급(0<BHC≤2.0), 중급(2.0<BHC≤4), 하급

(4<BHC). 중형 기민성 성능기준은 젖은 조건에서 다음

세 가지 등급으로 제안할 수 있다: 상급(0<BHC≤1.3), 중

급(1.3<BHC≤1.5), 하급(1.5<BHC). 수공구 기민성 성능

평가기준은 젖은 조건에서 다음 세 가지 등급으로 제안

할 수 있다: 상급(0<BHC≤1.3), 중급(1.3<BHC≤1.5), 하

급(1.5<BHC). 그러나 소방장갑 평가법의 타당성을 유지

하면서 평가의 단순성과 보급성을 고려하여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전력 시험의 경우에도 건조와 젖은 조건 간 유

의한 차이가 Type 2를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

갑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Type 4(일본) 착용 시 가장 좋

은 회전력을 보인 반면 Type 1, Type 2와 Type 3에서 상

대적으로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회전력 성능평가기준

은 젖은 조건에서 다음 세 가지 등급으로 제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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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급(90≤%BHC), 중급(60≤%BHC<90), 하급(%BHC

<60). 단, 회전력 시험에서는 Type 2에서 젖음 유무에 대

한 유의차가 발견되었고(p=.016) 추후 장갑의 종류가 추

가됨에 따라 등급의 기준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수 있다.

이상 제안된 장갑의 동작성 평가등급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장차 이를 토대로 국내 보급

형 장갑이 갖추어야 할 정량적 착용 성능기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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