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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fighter pilot's usage and satisfaction of a flight duty uniform (FDU).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2014 to March 2015 using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question-

naires. FGI collected qualitative data about duty and requirements; subsequently, surveys were performed to

collect quantitative data about wear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with FDU. The results of the FGI and the

questionnaire were as follows. Type of pilot duty was divided into two parts, flight duty and ground dut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duties as well as factors related to survival when developing FDU. According to

anthropometric data and wearing size, the basic size for apparel grading should be changed from actual size,

‘M95XL’ to ‘M100L’.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whole sizing system. Further studies about body

form changes in pilot's movement are needed to improve mobility because the respondents perceived some

restrictions at several body parts in movement with the coverall uniform. Summer FDU had a low satisfac-

tion level in vent hole function and appearance. Furthermore, protection problems in the vent hole were also

an issue. Making a seasonal classification of FDU fabric will be more effective than a vent hole to increase

a pilot's thermal satisfaction. Respondents had a passive stance towards FDU reform (including pocket chan-

ge); therefore, a new FDU design strategy should concentrate on improving current FDU functions like mo-

bility (or comfort) rather than dramatic changes. Pilots complained about the quality stability of FDU; there-

fore, quality control by military administration as well as concrete and clear design instructions by the dev-

eloper should be attained together.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n import-

ant basi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F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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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군복은 군인들이 착용하는 특수복으로 과거 적군과 아

군을 구분하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현대 과학기술이 집약

된 기능성 의복으로 발전하였다. 착용자의 전신을 감싸

며 군인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

는 군수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군복은 설계 단계부터 착

용자의 업무 및 요구성능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착용하는 군복인 비행복은 상 ·

하의가 연결된 커버올(coverall) 형태의 의복으로 전투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착용하는 유니폼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의 업무는 비행업무, 지상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업무들은 매우 정교하여 활동함에 있어서 의

복이 신체의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조종사가 불시에 사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생환을

함에 있어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

행복은 공군 창군 당시 미군의 전투기와 함께 도입된 비

행복의 형태로 당시 도입된 디자인과 치수체계를 현재

까지 모방하여 유지하고 있다. 미군 비행복을 수정없이

차용함에 문제점을 느낀 국방부는 2009년『인간공학적

비행피복 연구』(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

public of Korea [MNDROK], 2009)를 통하여 비행복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전반적 비행복 패턴 및 치수수정, 하

계 비행복 통기구 추가를 통하여 조종사의 착용만족도를

향상시켰지만 대한민국 공군만의 고유한 디자인 제시와

한국인 조종사에게 적합한 치수체계 개발은 진행하지는

않았다.

첨단 과학기술과 항공무기체계가 발전된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Republic of Korea Air For-

ce [ROKAF], 2015) 이와 관련한 무기체계, 군사 전략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전투기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행복에 관한 심도있는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복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양상

및 군인의 임무에 적합하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발전되

어 왔다(Kwon & Ha, 2006). 군복은 장병 개인의 신체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사기와 군기, 그리고 전투

력에 큰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국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Kim et al., 1997)

그 역할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군복의 개발이 매

우 중요하다. Kim et al.(2013)은 국방물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병의 일상생활에서 행위방식, 각각의 행위 및

행동에 있어서 각각의 물자를 경험하는 형태를 반영하

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하였는데, 다시 말해 군인에게 최

적화된 군복의 개발을 위해서는 군복을 실제로 착용하

는 대상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착용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공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비

행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군 전투력

의 핵심인 전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복에 대한 그

룹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현 비행복의 문제

점과 착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비행복 착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실제 공군 전투

기 조종사들이 비행복을 착용하면서 느끼는 불만사항

이나 요구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그룹면

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Table 1).

1. 그룹면접조사

그룹면접조사는 문헌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행

복 착용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실질적 정보와 비행복 개

Table 1. Methods

FGI (Focuced Group Interview) Questionnaire survey

Purpose
To collect quantitative information

and general opinion about FDU

To collect qualitative information of wearing condition,

satisfaction and requirements about FDU

Subject 71 flight fighters of 3 wings (ROKAF) 428 flight fighters of 16 wings (ROKAF)

Period From October, 2014 to March, 2015 January, 2015

Method Group interview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s
General information, wearing habit,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for FDU

Demographics, wearing condition, satisfaction

(size, movement, appearance, pockets, and fabric),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for F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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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개 비행

단의 전투기 조종사 각 30명, 26명, 15명 총 71명을 대상

하였다. 그룹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참여

자에게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개방형 설문지를

미리 전달하여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면접조사는 군 보안 담당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자가 대화 내용을 필사하였다. 군 내부 규

정 준수 및 참여자 신분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수집

하지 않았다. 수집된 인터뷰 내용은 타이핑하여 문서화

하였고 수집한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으로 분석하고 개방코

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2011; Im, 2009).

2. 설문조사

그룹면접조사에서 획득한 비행복 착용 관련 정성적 정

보 중 일부를 바탕으로 정량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를

하였다. 비행복 착용실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2015년

1월 25개의 문항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전국 16개 공

군 비행단에 배포한 후 여성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28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일반

적 사항, 비행복 착용실태, 비행복 만족도(치수, 동작, 외

관, 주머니, 소재), 개선요구사항과 관련한 25개 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한 기술통계, χ
2
 검증, t 검

정 등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그룹면접조사

1) 전투기 조종사 관련 일반정보

전투기 조종사와의 그룹면접조사를 통하여 선행연구

나 문헌에서 파악이 어려운 조종사들의 실질적 직업특성

에 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였다. 조종사는 군 내에서 ‘공

중근무자’로 분류되며 임무 종류는 일반적 사무업무와

같은 지상업무, 전투기를 조종하는 비행업무로 크게 나

누어 볼 수 있다. 비행업무는 전투기 내의 조종실(cockpit)

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전투기 사출좌석(ejection seat)

에 몸을 고정하기 위한 하네스(harness), 비행 시 겪는 압

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압복(g-suit), 산소 공급 및 통

신을 위한 헬멧(helmet), 위급 시 생환장구를 수납할 수

있는 생환조끼(survival vest) 등과 같은 비행장구를 추가

로 착용한다. 조종사는 비행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형태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생환훈련을 받는데 비

행복에도 조종사의 생환과 관련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넓은 범주에서 비행업무는 조종

실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하네스를 제외한 모든 장

구를 착용하고 24시간 교대근무하는 비상대기훈련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비행복 내부에 붉은색 말고 다른 티셔츠는 겉으로 보이지 않

아야 하는데 비행복 목이 너무 파여서 다른 색깔 티셔츠가 겉으

로 보여서 곤란…” (A 비행단)

“비행복 안에 흰색, 붉은색 대대 티셔츠를 허용하는데…” (B

비행단)

“비행복 바지지퍼는 열면 안 되는 건데 왜 있는건지 모르겠어

요.” (B 비행단)

“비행복 바지지퍼를 반쯤 열어서 편하게 입기도 합니다.” (C

비행단)

전투기 조종사의 신분은 군인으로 의복 착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다. 평시에는 비행복을 착용하지만 행사 시

에는 조종예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군법령에 따른 복제

규정 외 비행단이나 대대마다 복제규정이 존재하여 그

룹면접조사에 응한 3개 대대 모두 비행복 착용규정과 관

련하여 다른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견과 연

구자의 디자인 의도가 잘 반영된 비행복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부대 의견의 수집과 더불어 개발의복의

착용법을 적절한 착의규정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비행복 관련 일반정보

조종사들이 전투복이자 근무복으로 착용하는 비행복

의 구입, 착용, 수선 혹은 내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다.

“소매나 바짓단 등은 수선을 따로하지 않는데 허리부분은 벨

크로가 자주 떨어져서 수선을 자주합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세탁하는데 허리벨트부분이 세탁에 의해

서 너무 잘 떨어지고…”

비행업무를 완료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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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세탁을 자주하게 되므로 조종사 1인당 비행복 소

지 벌수는 1벌 이상이었다. 비행복은 군 내부 의복 판매

처인 피판소에서 구매를 하며 한 번 구매 시 다년동안 착

용한다 응답하였다. 비행복은 부위별 필요에 따라 벨크

로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중 허리부분의 벨크로가 자주

떨어져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종사는 불시에 신분은폐를 위하여 벨크로를 사용한

탈부착식 이름표, 부대마크, 대대마크 등의 표식을 사용

한다. 초기 비행복을 구매할 때 이러한 표식 부착을 위

한 벨크로가 비행복에 달려있지 않아 벨크로 부착 위치

추가를 원하는 요청이 있었으며 사각 벨크로로 인해 의

복에 손상이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고 벗을 때 앞에 지퍼(앞중심지퍼)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고장나면 옷을 버립니다. 수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옷 하나 더 사는게 낫거든요.”

상 ·하의가 연결된 커버올 형태의 비행복의 불편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히려 착탈의에 편하다는 응답

이 많았다. 하지만 앞중심지퍼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고

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행복의 개

발에 있어서 소재뿐만이 아니라 벨크로, 지퍼 등 부자재

질과 부착 위치들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3) 현 비행복 착용 관련 의견

“저랑 몇몇 사람들은 동복을 여름에 착용해요. 통풍구 부위만

소재가 더 두꺼워진 느낌이 있어서 이게 더 시원…”

“하계 어깨부분 구멍이 바로 섰을 때 우글우글해서 보기는 싫

죠. 등쪽은 팔 벌리면 시원하기는 합니다.”

2009년 국방부 비행피복 개발사업의 결과로 통풍구가

삽입된 하계 비행복이 개발되었다(MNDROK, 2009). 등,

어깨, 무릎, 겨드랑이에 위치한 하계 비행복의 통풍구는

제한된 환경의 착의실험에서는 체온조절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Jeon et al., 2014), 실제 비행복 착용

자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불어 어깨부위에 위치한 통풍구가 단정해 보이지 못하

는 인상을 주며 무릎부위의 통풍구가 비행복 착의 시

발에 걸려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행복 소재는 불에 안타는 소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불이

나면 화염이 통기구 사이로 스며 들어오지 않을까요?”

하계 비행복의 통기구와 소재의 목적성이 다름을 지

적하는 조종사도 있었다. 비행복의 일상 근무복적 기능

만 고려한다면 통풍구가 있는 의복이 온열쾌적성 측면

에서 우수하다 할 수 있지만, 비행복의 전투기능적 보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의복과 외기가 통하는 입구를 감

싸는 디자인이 이 화기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다(Crown et al., 1998).

“움직일 때 약간 옷이 끼이지만 손으로 잡아당기고 내리면서

교정해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체형이니 불편한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현재 착용하는 비행복의 만족도를 질문하였을 때 대부

분의 조종사들은 의견이 없거나 의복의 불편함을 당연

한 것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조종사의 군인이라

는 신분특성상 업무 시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 의복 기능

성에 대하여 비교적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비행복의 추상적 만족도에서 수합되

지 못한 의견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세부적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구체화되어 수합 가능하였다.

“다리보다 조금 더 긴 게 좋아요. 앉아있을 때 바지부리가 많

이 올라가서…”

“소매랑 바지통이 좀 넓은 것 같은게 바지통이 넓어서 걸릴 때

가 있어요.”

조종사들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바지부

리가 올라가게 되어 불편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대부

분의 조종사들은 현재 비행복의 외관과 관련하여 만족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몇몇 조종사들은 개인의 착의성향

에 따라 슬림핏을 주장하기도, 루즈핏을 주장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비행복의 소매나 바지부리 폭이 너무 넓으

면 원하지 않는 곳에 걸릴 수 있으며 이것은 조종 시 의

도치 않은 조작으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적하였다.

“G-suit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데 g-suit 사이의 간격

이 없어서 소변보기 힘들어요.”

비행복은 앞중심에 위 ·아래 양방향으로 여닫을 수 있

는 지퍼가 달려있어 조종사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

만 앞중심지퍼의 끝위치가 가랑이 부위보다 다소 위쪽

에 위치하여 g-suit 착용하고 소변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는 의견이 수집되었다. 비행업무 시 불필요한 움직임을

– 672 –



공군 전투조종사 비행복 착용특성 및 만족도 조사 83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중심지퍼의 길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이즈 표기방법이 너무 어려워 그냥 초도지급 시 여러 벌 제

시되는 의복 중 맞을 것 같은 옷을 선택하고 비슷한걸 계속 착용

해요.”

“한국인 체형을 고려한 패턴을 최근에 개발하기는 하였지만

요즘 비행사들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 오히려 예전 치수체계

(미군 치수체계 기준)가 더 잘 맞습니다.”

현재 공군은 키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23개의 치수체

계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현 치수체계를 이해하지 못하

여 치수체계를 선택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본인의 인체치수가 현 치수체계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 특히 키가 큰 사람의 경우 제시된 치수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착용하지 않고 맞춤복을 착용한다 응답하

였다. 근속 연수가 오래된 영관급 조종사들은 예전에 비

해 달라진 조종사들의 체형을 언급하며 이에 적합한 치

수체계가 필요하다 하였다.

“왼쪽 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모르고 세탁하기

쉬워요. 그러면 옷에 볼펜물이 들어서…”

“Cockpit에서 조그만거 하나 잃어버리면 그거 하나 수거하려

고 기체 전체를 분리하기도…(중략)… 팔 뚜껑을 없애면 비행하다

가 펜을 분실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지죠..”

비행복에는 다양한 주머니가 존재하는데 이 중 특히

좌측상완주머니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좌

측상완주머니에는 수첩, 담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과 더불어 펜을 고정하여 끼울 수 있는 주머니가 별도

로 있고 그 위에 펜을 덮는 주머니 뚜껑이 있다. 주머니

뚜껑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제거하는 조종사가 다수 있

었으나 몇몇 이들은 이와 관련하여 비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비행복 개발에 있

어서 조종사들의 중론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취합하여 적용하

는 것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풀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2010년부터인가 구김

이 잘 가는 소재가 들어와서...”

나일론의 일종인 아라미드 소재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내열성, 난연성을 지니고 강도와 탄성이 우수하며 구김

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Song et al., 2003).

하지만 그룹면접에 응답한 조종사들은 소재의 구김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판매되는

비행복 소재의 질이 매년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호적 측면에서 소재 품질의 저하는 난연 기능

을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조종사의 안전까지 위협

할 수 있으므로 소재 품질 유지를 위한 수요처의 철저

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4) 향후 비행복 개선 관련 의견

향후 비행복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에서 대부분의 조

종사들은 비행복의 소재나 봉제의 품질, 사이즈가 일관

성 있고 안정적으로 제공되길 원하였다. 과거에 구매한

비행복과 현재 구매한 비행복 소재의 품질이 다르고 라

벨상 같은 사이즈의 비행복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실

제 착용을 하였을 때 치수가 다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봉제

에 불만을 표현한 조종사의 의복을 관찰한 결과 주머니

안쪽 부분의 솔기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원단이 풀어지

는 현상을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 피복 담당자는

비행복을 제작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입찰을 통하여 변경되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였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복을 개발할 때 구체적이

면서도 명료한 작업지시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군 피복관리처의 철저한 업체 품질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바지단 지퍼 개선, 표식 탈

부착용 벨크로의 조정, 겨울철 소재 보온성 개선, 주머

니 활용도 개선 등의 의견 수집되었다.

이상과 같이 개방코딩된 면접대상자의 응답을 자료의

이론적 코딩으로 유사한 주제별로 분류하여 핵심 카테

고리를 생성한 후, 생성된 핵심 카테고리가 다시 범주화

될 수 있도록 분류하면 전투기 조종사 관련 일반정보, 비

행복 관련 일반정보, 현 비행복 착용 관련 의견, 향후 비

행복 개선 관련 의견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Table 2>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

현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비행복의 착

용실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비행단의 전투기 조종사 428명의 설문조사 응답지를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비행복의 문제점과 개선방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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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사항

설문조사 응답자의 나이는 평균 29.12±4.67세이고 근

무경력은 평균 5.96±4.46년이었다. 응답자 중 20대가 268명

(62.6%)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30대 134명(31.3%),

Table 2. Categorized table of in-depth interview results

Theme Low category High category

Cockpit environment

Duty of fighter pilot

General information on fighter pilot

Pilots work type

A sort of pilot training

Fighter pilot equipments

Dresses of flight pilot

Way of wearing full equipment

Other kinds of dress

Guidance memorandum

Kind of insignia

Purchasing behavior
FDU purchase issue

General information of FDU

Number of possessed FDU

Kind of underclothes

FDU wearing condition
Don/doff issue

Insignia location

Laundry cycle

Main damaging part

Durability of FDU
Main mending part

Replacement cycle

Leading cause of replacement

Summer FDU satisfaction

Summer FDU issue

Several issues in FDU

Summer FDU wearing condition

Vent hole issue

Movement satisfaction

Functional issue of FDU

Appearance satisfaction

Protection satisfaction

FDU ease on body parts

Front fastening system issue

Satisfaction of current sizing system

Sizing system issueThe way of size selection

Size satisfaction on own size

Pocket usage
Pocket issue

Requirements of pocket

Fabric satisfaction
Fabric issue

Current fabric condition

Functional requirements

Requirements about FDU improvement
Suggestions for further FDU

Design reqirements

Other requirements

Fabric requirements

Stability of FDU quality Requirements about FDU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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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11명(2.6%), 50대 3명(0.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급은 대위가 225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중위 113명(26.4%), 소령 46명(10.7%), 소위 18명

(4.2%), 중령 7명(1.6%), 대령 2명(0.5%)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 평균 키는 175.41±4.92cm, 가슴둘레 99.60±5.01cm,

몸무게는 73.82±7.93kg으로 세 항목 모두 제6차 사이즈

코리아 20~50대 남성 평균 인체치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보다 크게 나타

나 응답에 참여한 조종사의 신체가 한국 남성 평균에 비

해 더 발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비행복 착용실태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비행복의 치수를 동계 비행복

과 하계 비행복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면 <Table 3>과

같다. 동계 비행복을 기준으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착용

하는 치수를 살펴보면 ‘M100대’(동계 131명/30.6%, 하계

128명/29.9%), ‘M95중’, ‘M100중’, ‘M100특’, ‘M105대’,

‘M105특’, ‘M95대’, ‘M105특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그 중 ‘M100대’ 착용하는 응답자가 눈에 띄게 많았

다. 하계 비행복은 2009년 새로이 개발된 이후 2010년에

보급되었는데 하계 비행복을 소지하지 않은 응답자가

13명(3.0%), 착용 중인 비행복의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하

지 않은 응답자가 동계 16명(3.7%), 하계 11명(2.6%)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행복의 그레이딩 기본사이즈는 ‘M95

특’으로 정해 두었지만 해당 치수를 착용하는 응답자는

동계 비행복의 경우 19명(4.4%), 하계 비행복의 경우 16명

(3.7%)에 불과하여 그레이딩 기본사이즈 선정이 잘못됨

을 알 수 있었다. ‘M95특’ 사이즈의 경우 조종사 다수가

착용하는 의복이 아니고 조종사 평균 치수를 대표하지

도 않으며 키와 가슴둘레 치수체계에서의 중앙값도 아

니어서 그레이딩 기본사이즈로 선정함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각 치수체계에 해당하는 패턴들은 기준패턴

으로부터 동일한 스타일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제작이 되므로 기준사이즈 패턴의 선정과

점검이 매우 중요한데(Lee & Steen, 2010/2012) 추후 비

행복 개발 시 새로운 그레이딩 기본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착용하는 비행복의 치수를 비행복 내부에 위

치한 라벨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238명(55.6%)의 응답자가 정확히 모른다고 응

답하였다. 비행복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하여

가슴둘레와 키를 모두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응답자는

126명(29.4%),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응답자

는 66명(15.4%)로 나타난 반면 키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는 응답자는 162명(37.9%)로 나타나<Table 4> 응답자들

의 치수선택에 있어서 키 정보가 중요한 지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비행복의 치수체계는 ‘소’, ‘중’, ‘대’, ‘특’,

‘특대’ 5단계 한글 명사로 표현한 키, 가슴둘레 중앙값으

로 표현한 숫자, 그리고 알파벳 M과 S 중 하나를 함께

병기하는 형식으로 나타낸다. 가슴둘레 호수의 경우 대

표 숫자로 표현하여 인체치수에 따른 직관적 치수선택

이 가능이 가능하지만 한글 명사로 나타낸 키 호수의 경

우 별도의 치수체계 표를 참고하지 않으면 치수선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착용자가 자신의 치수

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

으로 파악된다.

조종사들은 전투기를 타는 동안뿐만 아니라 지상근무

시에도, 다시 말해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 내내 비

행복을 착용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비행복을 여러 벌

구비해 두기도 하는데 동계 비행복의 경우 2벌을 소지한

사람이 180명(42.1%), 3벌이 161명(37.6%), 1벌이 43명

(10.0%), 4벌 이상이 40명(9.3%), 한 벌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4명(0.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반면 하계

비행복은 1벌 소지한 사람이 200명(46.7%)으로 가장 많

았으며, 2벌 100명(23.4%), 한 벌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

이 89명(20.8%), 3벌 28명(6.5%), 4벌 이상이 8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소지한 비행복 벌수를 동계

비행복과 하계 비행복 둘을 함께 합쳐서 살펴보면 4벌

이상이 205명(47.9%), 2벌이 179명(41.8%), 2벌이 41명

(9.6%)로 나타난 반면, 두 비행복 모두 1벌 미만으로 가

진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계 비행복의 경우 계절

특성상 잦은 세탁을 위하여 여러 벌을 소지하여 착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벌만 가지고 있다 응답한 사람들

이 대부분이었고 동계 비행복의 경우 여러 벌을 소지한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 하계 비

행복에 대한 불만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복을 세탁하는 주기는 주 1회가 226명(52.8%)으

로 가장 많았으며 비행복 세탁방법은 일반세탁기를 이

용하여 물세탁을 한다는 응답자(420명, 98.1%)가 대부

분이었다. 비행복을 폐기하는 주기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다. 비행복의 폐기주기는 3년

이상이 159명(37.1%), 2~3년이 141명(32.9%), 1~2년이

107명(25.0%), 6개월에서 1년이 18명(4.2%), 6개월 미만

이 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복의 세탁주기와 폐

기주기, 세탁방법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을 때 향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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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소재 개발 시 세탁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년 동

안 주 1회 세탁으로 계산하여 약 156회 물세탁을 평가기

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복의 주된 폐기이유는 천이 낡아서가 205명(47.9%)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앞중심지퍼가 고장나서가 94명

(22.0%), 벨크로 손상이 40명(9.3%), 천이 찢어져서가 37명

(8.6%) 등으로 나타났다. Kang(2013)은 성인여성의 의복

폐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주된 의복의 주된 폐기원인은

‘지난 유행’이며 옷의 품질 저하가 폐기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평상복의 경우 옷을 선택적

으로 착용할 수 있어 유행이라는 변인이 폐기의 한 요소

로 크게 작용하지만 근무시간에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

인 비행복의 경우 일반적인 폐기원인과는 달리 소재나

부속 품질이 저하될 때까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DU coverall sizing system and percentage of the user population in each size

Tall (cm)

Chest girth (cm)

Small
1)

(-167.9)

Medium

(168.0-172.9)

Large

(173.0-177.9)

X Large

(178.0-182.9)

XX Large

(183.0-)

85 (-87.5) 1M85S ( - / - )
2)

1M85M ( - / - ) 1M85L ( - / - )

90 (87.6-92.5) 1M90S ( - / - ) 1M90M (0.9/1.2) 1M90L (0.5/0.5) 1M90XL ( - / - )

95 (92.6-97.5) 1M95S (0.9/1.6) 1M95M (11.0/8.6) 1M95L (5.6/6.1) 1M95XL (4.4/3.7) 1M95XXL ( - / - )

100 (97.6-102.5) M100S ( - / - ) M100M (8.9/7.0) M100L (30.6/29.9) M100XL (7.7/7.2) M100XXL (1.9/1.6)

105 (102.6-107.5) M105M (0.9/0.5) M105L (5.8/5.1) M105XL (5.6/5.8) M105XXL (5.4/4.9)

110 (107.6-)  S110L (0.2/0.2)  S110XL (2.1/1.6)

Do not have (0.0/3.0), Do not know own size exactly (3.7/2.6), No answer (1.9/7.0)=Total (100.0/100.0)

1): Actual sizing system describes each tall size in Korean.: So [소; Small; S], Jung [중; Medium; M], Dae [대; Large; L], Teuk

[특; X Large; XL], Teukdae [특대; XX Large; XXL]
2): (% of population in each size of winter FDU/% of population in each size of summer FDU)

Table 4. Consideration when select the size of FDU

Item N % χ
2

Select the size according to both tall and chest girth 126 029.4

65.9***

Select the size according to chest girth 66 015.4

Select the size according to tall 162 037.9

Select the size after fitting by eye measurement 64 015.0

No answer 10 002.3

Total 428 100.0

***p<.001

Table 5. Number of possessed winter/summer FDU

Item
Winter FDU Summer FDU Total

1)

χ
2

N % N % N %

Do not have 4 000.9 89 020.8 0 000.0

316.9***

1Set 43 010.0 200 046.7 0 000.0

2Sets 180 042.1 100 023.4 41 009.6

3Sets 161 037.6 28 006.5 179 041.8

More than 4Sets 40 009.3 8 001.9 205 047.9

No answer 0 000.0 3 000.7 3 000.7

Total 428 100.0 428 100.0 428 100.0

***p<.001
1): (Set of winter FDU)+(Set of summer FDU) of 1 person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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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말해 원단 및 지퍼, 벨크로와 같은 부속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면 착용자들의 비행복 폐기시기를 늦추

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비행복 구매빈도를 낮춰줄

수 있고 나아가 국방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계 비행복의 경우 동계 비행복과 같은 소재를 사용

하지만 통기구가 추가된 디자인이다. 하계 비행복의 통기

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2.84±0.83

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면접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계 비행복의 통기구가 외

관상 단정해보이지 않고 통기구의 시접 부위가 중첩이

되어 더 두꺼워진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비행복 만족도

① 치수적합성

현재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비행복의 부위별 치수적

합성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Ta-

ble 7>과 같다. 전반적인 치수만족도는 3.04±0.72로 보통

가까웠으며, 모든 치수에 대한 평가 역시 3점 보통에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의 그룹면접에서 착용자

들은 현재 비행복을 유니폼으로써 옷에 몸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착용하고 의복의 크거나 작은 부분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 치수의 크고 작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양적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착용자들은 밑위길이(2.86±0.48)와 엉덩

이둘레(3.22±0.51) 치수에서 크고 작음의 의견을 다소

표현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비행복의 밑위길이나 하체

둘레 부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동작적합성

조종사들은 비행복을 착용하고 전투기 조종 활동뿐

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상 ·하의 연결복

인 비행복이 이러한 움직임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

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반적 동작에 대한 만족도와 다양

한 자세별 동작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

고 자세별로 불편한 부위가 있을 경우 해당 부위를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와 앞서 진행한 그룹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자세와 불편한 부위

를 보기로 제시하였고 설문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

었다. 전반적인 동작만족도는 3.31±0.73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선 자세를 취할 때

의 만족도는 3.48±0.71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어깨 부위에서 당긴다는 응답이 20건으로 나타났

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의 만족도는 3.13±0.86으로 이

때 역시 어깨 당김을 표현한 응답이 62건으로 나타났다.

팔을 드는 자세의 동작만족도는 2.95±0.90으로 보통에

가까운 약간 불편함으로 나타났는데 불편한 부위로 겨

드랑이를 선택한 것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어

깨 45건, 샅 부위 46건의 불편함이 표현되었다. 비행복은

상 ·하의 연결복인 특성으로 몸의 한 부위를 움직일 때

그 부위뿐만 아니라 천으로 연결된 다른 부위가 함께 연

동하여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행복을 개발함

에 있어서 다른 의복과 달리 인체의 국소적 부위의 당김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곳과 연결되어 영향을 받는

Table 6. Period of disuse and reason of disuse of FDU

Period of disuse Less than 6m 6m-1y 1y-2y 2y-3y More than 3y Total
χ
2

Reason of disuse N % N % N % N % N % N %

Worn-out fabric 2 01.0 11 5.4 58 28.3 77 37.6 57 27.8 205 047.9

61.7***

Broken center front zipper 0 00.0 4 4.3 21 22.3 29 30.9 40 42.6 94 022.0

Torn fabric 0 00.0 2 5.4 7 18.9 13 35.1 15 40.5 37 008.6

Damaged Velcro 0 00.0 0 0.0 10 25.0 13 32.5 17 42.5 40 009.3

Size error 1 25.0 0 0.0 1 25.0 0 00.0 2 50.0 4 000.9

Ink stain 0 00.0 0 0.0 1 25.0 1 25.0 2 50.0 4 000.9

Did not discard yet 0 00.0 0 0.0 1 08.3 1 08.3 10 83.3 12 002.8

Other 0 00.0 1 3.6 8 28.6 6 21.4 13 46.4 28 006.5

No answer 0 00.0 0 0.0 0 00.0 1 25.0 3 75.0 4 000.9

Total 3 00.7 18 4.2 107 25.0 141 32.9 159 37.1 428 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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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탑승을 할 때 사다리를 사용하

므로 이에 대한 동작적합성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사

다리 오르는 자세에서 동작만족도는 3.10±0.77로 샅이

Table 7. Size adequacy of FDU for each part

Item Mean S.D.

General size satisfaction
1)

3.04 .72

Girth
2)

Chest girth 2.98 .36

Waist girth 3.03 .37

Hip girth 3.22 .51

Thigh girth 3.16 .52

Calf girth 3.16 .50

Sleeve girth 3.05 .43

Wrist girth 3.08 .39

Arm hole 3.01 .36

Neck girth 2.99 .29

Width
2)

Shoulder width 2.98 .35

Breast width 2.99 .36

Width between armpits 2.99 .37

Collar depth 3.01 .27

Length
3)

Center front zipper length 2.95 .46

Sleeve length 3.05 .44

Slacks length 2.96 .65

Back length 2.95 .41

Crotch length 2.86 .48

1): 1=Very dissatisfied, 2=Dissatisfied, 3=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Satisfied, 5=Very satisfied

2): 1=Very tight, 2=Tight, 3=Normal, 4=Loose, 5=Very loose

3): 1=Very short, 2=Short, 3=Normal, 4=Long, 5=Very long

Table 8. Movement adequacy of FDU

Movement Mean S.D.

Uncomfortable part
2)

 (N)

Neck

tightening

Shoulder

tightening

Armpits

tightening

Crotch

tightening

Knee

tightening

Exposed

ankle

General movement satisfaction
1)

3.31 .73

Standing posture 3.48 .71 14 20 7 13 5 11

Sitting on a chair 3.13 .86 37 62 8 32 17 28

Raising arms 2.95 .90 12 45 59 46 3 18

Climbing up a ladder 3.10 .77 8 27 12 36 18 22

Bending down 2.93 .90 31 34 10 63 7 37

Squat down 2.97 .89 34 33 13 45 40 24

Total 136 221 109 235 90 140

: Most uncomfortable part when holding each pose

1=Very uncomfortable, 2=Uncomfortable, 3=Normal, 4=Comfortable, 5=Very comfortable

1): 1=Very dissatisfied, 2=Dissatisfied, 3=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Satisfied, 5=Very satisfied

2): Answers on uncomfortable parts,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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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긴다고 응답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시에 어깨가

당긴다는 응답도 27건으로 나타났는데 하지가 움직임

에 따라 늘어나는 부위를 상의의 일부분의 여유량으로

보완하게 되어 샅이 당기는 동시에 어깨 당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를 숙이는 자세의 경우 동작만족

도가 2.93±0.90으로 여러 자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았는데 샅이 당긴다는 응답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

시에 어깨, 목, 발목 노출으로 인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응답도 있어 현재의 비행복은 허리숙이는 자세에서의

체표나 체절 각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의 만족도는 2.97

±0.89로 나타났고 샅 당김을 표현한 응답이 45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무릎 당김, 목 당김, 어깨 당김의 응답도 함

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비행복 착용 시 동작에 따라 불편

함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부위는 샅 부위이며 이는 앞선

비행복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Jeon et al., 2009). 상 ·

하의가 연결된 의복 개발에 있어서 엉덩이와 샅 부위 패

턴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Huck

et al., 1997; Kim, 2002; Oh et al., 2011) 추후 비행복 개

발 시에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상 ·하의, 소매까지 달린 커버올의 특성상 상지나 하지

의 움직임에 따른 불편함이 해당 부위에서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다른 인체 부위까지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설문을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자세에 따른 전반적인 체표 변화량 분석을 통하여 커버

올 설계를 위한 최적 여유량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③ 외관만족도

비행복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만족도와 동 ·하계 비행

복의 외관만족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를 <Table 9>에 제

시하였다. 비행복의 전반적인 외관만족도는 3.22±0.71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계 비행복의 외관만

족도와 하계 비행복의 외관만족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동계 비행복의 경우 3.26±0.72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계 비행복의 경우 이보다 유의(p<.001)하

게 낮은 값인 3.09±0.79로 나타났다. 자유기술응답을 통

해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통풍구가 노출되

어 불만족이라 표현한 사람이 19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룹면접에서의 결과와 함께 살펴 보았을 때 하계 비행복

의 통기구가 다소 들뜨는 현상으로 인해 단정해 보이지

않아 외관만족도에서 동계 비행복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조종사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비행복의 치수별(동계 비

행복 기준) 치수, 외관, 동작만족도 평균을 비교하여 살

펴보면 <Table 10>−<Table 11>과 같다. 착용하는 비행복

의 가슴둘레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치수만족도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외관, 동작만족도에 있어서는 특별

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착용하는 비행복의 키 사이

즈가 증가할 때 역시 치수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가슴둘레별 치수만족도와 같이 두드러지는 경향

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외관과 동작만족도에서 가슴둘레

의 그레이딩 기준치수인 95를 착용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기준치수에서 멀어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키별 비행복 만족도를 비교하여 살

펴본 결과 그레이딩 기본치수 ‘특’임에도 불구하고 ‘중’

과 ‘대’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현재 공

군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비행복은 치수별로 적절하게 그

레이딩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슴둘레의 경우 비행복의 치수가 해당 치수영역에 해

당하는 사람들의 인체치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④ 비행복 주머니 만족도

조종사 비행복에는 다른 의복보다 많은 주머니가 존

재한다. 다양한 주머니가 단순히 미군 비행복을 모방하

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디자인인지, 실제 조종사의

활용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인지 파악하고 추후 디

자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주머니의 활용빈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행복의 7개 주머니를 활용빈도에

Table 9. Appearance satisfaction of FDU

Item Mean S.D. Mean difference t

General appearance satisfaction 3.22 .71

Appearance satisfaction of winter FDU 3.26 .72
.17 6.545***

Appearance satisfaction of summer FDU 3.09 .79

***p<.001

1=Very dissatisfied, 2=Dissatisfied, 3=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Satisfied, 5=Very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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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위부터 7위까지 나열하도록 한 다음 각 순위별 주

머니의 빈도를 분석 후 가중치를 계산하여(1위= 7점, 2위

=6점 3위=5점, 4위=4점, 5위=3점, 6위=2점, 7위=1점) 점

수를 매겨본 결과를 <Table 12>에 제시하였다. 주머니들

중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보인 주머니는 a 우측가슴주머

니(2,536점)이며 다음으로 b 좌측가슴주머니(2,491점),

c 좌측팔뚝주머니(1,932점), f 우측종아리주머니(1,423점),

e 좌측허벅지주머니(1,254점), d 우측허벅지주머니(1,248점),

g 좌측종아리주머니(944점) 순이었다.

1위와 7위로 기록한 주머니를 선택한 이유 자유응답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로 선택한 빈

도수가 가장 많은 a 우측가슴주머니와 b 좌측가슴주머

니의 경우 핸드폰 보관이 용이하고 손이 닿기 쉬운 위치

라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갑을

보관하거나 주머니의 크기가 커서 좋다는 응답도 함께

도출되어 양쪽 가슴주머니의 위치나 크기가 자주 사용하

는 물건 보관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위로 선택한 빈도수가 가장 많은 e 좌측허벅지주머

니와 g 좌측종아리주머니와 관련한 응답을 기준으로 해

당 주머니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적다는 단순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g 좌측종아리주머니의 경우 주머니 위치가 불편하여 자

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e 좌측허벅지주머

니의 경우 생환나이프를 보관하는 주머니로 응급상황

시 사용하는 칼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전투기에 탑승할 때에는 생환조끼나 g-suit에도 해당 주

머니의 역할과 동일한 주머니가 존재하여 사용빈도가 낮

은 것으로 파악된다. g 좌측종아리주머니의 경우 f 우측

종아리주머니와 같은 위치이지만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

한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부대에서 게리슨모를 착용하

Table 10. Satisfaction levels according to FDU chest girth

Chest girth

Item
90 95 100 105 110 115 Total

Size satisfaction

Mean 3.25 3.14 3.22 2.99 2.69 2.67 3.14

S.D. 0.46 0.65 0.66 0.80 0.75 0.58 0.69

N 8 86 188 72 13 3 370

Appearance satisfaction

Mean 3.07 3.31 3.20 3.18 3.08 3.33 3.21

S.D. 0.73 0.69 0.73 0.72 0.64 0.58 0.71

N 14 96 211 77 13 3 414

Movement satisfaction

Mean 3.45 3.47 3.37 3.14 2.33 3.50 3.32

S.D. 0.52 0.68 0.67 0.85 0.78 0.71 0.73

N 11 86 202 74 12 2 387

1=Very dissatisfied, 2=Dissatisfied, 3=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Satisfied, 5=Very satisfied.

Table 11. Satisfaction levels according to FDU tall

Tall

Item
Small Medium Large X Large XX Large Total

Size satisfaction

Mean 3.22 3.17 3.22 3.01 2.97 3.14

S.D. 0.44 0.62 0.68 0.74 0.83 0.70

N 9 75 167 80 34 365

Appearance satisfaction

Mean 3.00 3.35 3.21 3.18 3.09 3.22

S.D. 0.74 0.56 0.73 0.79 0.74 0.71

N 12 93 184 85 35 409

Movement satisfaction

Mean 3.40 3.41 3.38 3.12 3.23 3.32

S.D. 0.52 0.59 0.71 0.84 0.88 0.73

N 10 82 178 77 35 382

1=Very dissatisfied, 2=Dissatisfied, 3=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Satisfied, 5=Very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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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때 f 우측종아리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사용빈도가 높지만 g 좌측종아리주머니에는 별도

의 물건 보관 관련 지시가 없으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하기에 손의 일반적인 활동 범위에서 위치가 멀어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은 d 우측허벅지주머니 사용

자 중 주머니 사용 시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복의 허벅지 부위는 의자에 앉

을 때나 움직임의 자세가 변할 때 의복이 허벅지에 밀착

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입체감이 없는 주머니가 물건을 보관하였을 때

이물감을 느끼게 하거나 움직임에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추후 비행복 개발 시 사용빈도가 낮아 7위로 선택한 주

머니를 디자인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72.33%(298명)이 반대한

다 응답하였으며 주머니의 사용빈도는 낮지만 사용하며

외관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⑤ 소재만족도

현재 비행복의 소재 특성에 관한 만족도는 통기성, 신

축성, 보온성, 흡습속건성, 내구성, 항필링성, 반전성, 방

추성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설문하였다. 그 중 온열쾌적성과 관계된 통

기성, 보온성, 흡습속건성 모두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신축성 역시 비교적 낮은 만족도(2.65±0.83)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이는 현재 조종사에게 계

절에 따라 동 ·하계 비행복 2종이 지급되고 있지만 두 비

행복 모두 같은 소재로 제작되어 의복의 계절에 대한 온

열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커버올 형

태의 의복이 움직임에 따른 편안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행복 소재와 관련하여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자유

응답문항에서 역시 40명이 하계 비행복의 통풍성 향상

을 원하였고 27명이 보온성 향상을 원하였다.

4) 개선요구사항

비행복의 디자인 변경과 관련하여 그룹면접에서 수

집한 정보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0개의 문항을 만들

어 찬반 의견을 수집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대부

분의 응답자들은 비행복의 디자인 변경과 관련한 문항

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벨크로의 추가

혹은 모양 변형과 같은 소극적인 디자인 변형에 관해서

는 찬성 의견을 표현하는 조종사도 다소 있었다. 좌측상

완주머니의 뚜껑 제거와 관련한 문항에서 찬성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198명, 49.87%) 조종사 대상 그

룹면접결과에서 제시된 공군 내 규정 및 안전의 문제와

Table 12. Frequency of pocket usage rank

Pocket
N

Score
1)

Rank
1 2 3 4 5 6 7

a
Chest pocket

(right side)
200 127 38 25 19 11 5 2,536 1

b
Chest pocket

(left side)
127 198 55 20 14 7 3 2,491 2

c
Arm pocket

(left side)
63 43 156 57 43 36 24 1,932 3

d
Thigh pocket

(right side)
7 19 48 90 73 86 94 1,248 6

e
Thigh pocket

(left side)
19 19 64 72 51 52 142 1,254 5

f
Calf pocket

(right side)
8 15 46 120 117 99 18 1,423 4

g
Calf pocket

(left side)
0 4 16 40 99 125 133 944 7

- No answer 4 3 5 4 12 12 9

Total 428 428 428 428 428 428 428

1): Weight calculation: 1 =7pts, 2=6pts, 3=5pts, 4=4pts, 5=3pts, 6=2pts, 7=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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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의견으로 파악된다.

비행복의 디자인, 치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주

관식 문항에서 응답자 124명 중 26명은 현행에 만족한

다고 응답하였으며 23명은 사이즈 세분화를 요구하였

는데 현 비행복의 외관을 유지하되 조종사의 인체치수

에 적합한 사이즈의 의복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전국 전투기 조종사

를 대상으로 그룹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조종

사와 비행복에 관한 일반정보, 착용실태 및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착용만족도 향

상 및 전투력 향상까지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비행복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결과 및

비행복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비행복을 설계할 때에는 조종사의 주된 업무인 지상

업무와 비행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까지 고려한 보호적 요소를 반드시 반영

해야 한다. 조종사의 업무시간 중 대부분은 지상업무로

이루어지지만 조종사의 핵심 업무는 비행업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매우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정

밀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종사의 모든 업무의 특성,

착용하는 비행장구 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행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조종사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치수를 바탕으

로 새로운 치수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조

종사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비행복의 치수와 설문응

답자의 평균 사이즈를 고려해 보았을 때 ‘M100대’ 사이

Table 13. Satisfaction of fabric of flight suit

N Mean S.D.

Air permeability 419 2.75 .83

Elasticity 418 2.65 .83

Insulation 418 2.39 .79

Moisture absorption and quick drying 417 2.99 .87

Durability 416 3.29 .82

Anti-pilling 417 3.02 .94

Electrical conductivity 417 3.27 .78

Crease resistance 417 3.09 .89

General satisfaction 418 3.04 .75

Table 14. Pros and cons about changing FDU design                                        (N=428)

Design Ideas
Agree Disagree No answer

(N)N %
1)

N %
1)

Adding pocket on side of pants 88 22.17 309 77.83 31

Eliminating left arm pocket flip 198 49.87 199 50.13 31

Increase number of pockets 63 16.20 326 83.80 39

Decrease number of pockets 77 20.21 304 79.79 47

Changing right side square velcro to circle 170 43.59 220 56.41 38

Making pants narrow when closing a zipper on calves 150 37.69 248 62.31 30

Eliminating the vent hole of a summer FDU 79 20.57 305 79.43 44

Changing cuffs with an elastic band 50 12.85 339 87.15 39

Eliminating velcroe on both shoulders 55 15.32 304 84.68 69

Adding plane type velcro to upper side of left arm pocket 290 74.17 101 25.83 37

1): Rate excluding ‘no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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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가 그레이딩 기본치수 적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어 미군의 비행복 치수체계에서 일부 수정한 현재의 비

행복 치수체계에 대하여 과반수의 착용자들은 자신의

치수를 정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조종사의 체형특성이 반영되고 인지하기 쉬

운 치수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비행복을 개발함에 있어서 조종사의 의견을 수용하되

보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종

사 중 과반수는 펜 포켓의 뚜껑을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

였지만 비행 시 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행복에 관한 조종사 의견

을 수합하고 반영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종사들은 하계 비행복의 외관과 통기구에 대하여 충

분히 만족하지 않았고 이는 하계 비행복의 구매 및 착용

저조현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행복 소재의 주된 기

능인 방염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기구의 존재는 화재 시

화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보호적 측면에서 문제로 제

기되었다. 이에 조종사의 온열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절별 비행복 개발을 위해서는 통기구의 유무보다 우

수한 방염성, 내구성을 지니며 통기성을 지닌 소재를 개

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와 관련한 문항에서 방전성과 같은 비행복 자체

의 보호성능과 관련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

나 온열쾌적성과 관련된 통기성, 보온성, 흡습속건성 항

목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군

에서 규정하는 비행복의 소재는 방염성을 우선한 아라

미드 소재로 조종사의 온열쾌적 측면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소재의 보온성, 통기성을 달리 조

절한 동 ·하계 소재를 새로이 제시한다면 조종사의 착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행

복의 형태가 커버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

재의 신축성도 추가될 수 있다면 조종사의 활동성을 더

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복은 상 ·하의가 연결된 커버올의 형태이므로 조

종사들은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부위의 불편함을 표현

하였으며 동시에 너무 큰 의복의 둘레로 인한 안전사고

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였다. 동작이나 자세에 따른 불편

함이 없으면서 동시에 의복의 걸림이 없는 최적의 비행

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움직임에 따른 체표

와 공간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의복 설계에 최적의 여유

량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행복의 주머니를 비롯한 디자인 개선과 비행복 전

반적 개선 관련한 문항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디자

인의 변화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길이나 너

비와 같은 의복 여유량 변경 혹은 부품 질의 개선 등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행복을 개발함

에 있어 기존의 디자인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변화보다

는 현재의 디자인 요소를 존중하며 착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조종사들이 비행복의 품질 안정성에 대한 부분

을 불만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복

개발자는 구체적이면서 명료한 작업지시서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 피복관리처의 철저한 업체 품질 관

리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된 비행복이 개발

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착용법 안내를 위하여 군 내부의

착용규정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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