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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lmet is an imperativ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is protective device must be able to guard

the human head against potential risks. Helmets are classified according into the purpose of use; therefore,

the required performance and specifications depend on the type of products. Military helmets are intended

to protect the wearer's head from bullets and shrapnel. Generally, lightweight super fibers and fiber reinfor-

ced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as helmet shell materials, and NIJ STD of U.S. Department of Justice is

most widely used as international standard related to bulletproof helmets. Safety helmets are widely us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and sports leisure. In general, the performance of shock absorption must be ensu-

red, and various lining systems are applied in material, design, and combination methods. Evaluation stand-

ards have also been classified and strictly controlled for each purpos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ertify with

the existing standards such as the recently developed convergence helmets. However, it is possible to launch

the product through a separate national integrated certif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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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

ment; PPE)는 외부 충격이나 부상, 감염 등의 위험요소

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

로 보호복뿐만 아니라 머리, 손, 발, 호흡기 등의 보호를

위한 부속장비 또한 모두 포함된다. <Fig. 1>은 개인보

호장비의 종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예이다.

인간의 신체 중 특히 뇌는 운동, 감각, 언어, 학습 및

기억기능 등을 담당하며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약한 충격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부(頭部)에 대한 보호는 특별히 중요

시된다. 그러므로 헬멧은 머리로 전달되는 외부의 충격

이나 충돌에너지를 완화시킴으로써 머리나 목 부분의

부상을 방지하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개인보호용 장비이다.

헬멧(Helmet)의 어원은 중세 유럽에서 활과 칼 등의 무

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투구(Helm)

로부터 유래되었다.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헬멧의 기

원은 11세기경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금속제의 판과 가

죽, 천 등으로 머리, 입, 귀, 코를 덮는 방호구를 착용하였

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Kim, 2012). 이 헬멧은 인류

가 발전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혔고, 현대에 들어서는 안

전이 요구되는 산업현장, 스포츠 ·레저, 소방, 군사용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헬멧의 구조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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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피(Outer shell), 내부 충격흡수층(Impact absorbing

liner), 조임장치(Retention system), 그 외 눈, 귀, 얼굴 보

호를 위한 기타 방어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외피의 목적은 충격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분

산시키거나, 속도가 빠른 물체의 관통을 차단할 수 있는

단단하고 강한 외부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헬멧의 용도

에 따라 외피의 재질은 다양하게 선택되지만, 공통적으

로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시켜줄 수 있는 고강도 플라

스틱 또는 섬유강화복합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외피 내

부의 충격흡수층은 변형 또는 부분적인 파괴를 통해 충

격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함으로써 머리를 보호하는 역

할을 하며, 개인보호장비로써의 헬멧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im & Lee, 1995; Yu et al., 2007).

헬멧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오토바이용 헬멧

에 집중되어 있고, 스포츠나 소방 및 가스안전용 헬멧에

대한 연구도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강도안전 및 경

량화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헬

멧에 대한 최적 설계는 헬멧의 소재, 두께, 구조 및 형태

Fig. 1. Schematized example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ig. 2. General structure of protective hel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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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합하여 최적의 강도와 경량조건을 찾아내는 기

술이며, 재난 ·안전 분야를 비롯한 모든 개인보호장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여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해당

분야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

고 있는 헬멧은 대부분 한국인의 두상을 대, 중, 소로 분

류하고, 이 규격을 기반으로 제작하므로 개인맞춤형으

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래 3D 프린팅 및 소

재 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조만간 개인맞춤형 헬멧 제

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대응형

디자인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II. 헬멧의 분류

헬멧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군수 및 민수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군수용

으로는 군사용 방탄헬멧, 경찰용 진압헬멧 등이 대표적

이며, 민수용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 ·보건 등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용 등

이 있다. 실제로 헬멧은 낙하체나 사람의 전도로부터 머

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구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의무 착용이 실시되고 있으며, 레포츠 산업의 급성장으

로 오토바이, 자전거, 암벽등반, 카레이싱 등의 분야에서

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나

타내고자하는 고성능, 고감성의 고급형 헬멧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하고 있다.

헬멧은 군수용이나 민수용 모두 착용자의 머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요구성능이 있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사할 것 같지만 착용환경이

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나

형태,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갖는다.

1. 군수용 헬멧

1) 군수용 헬멧의 개요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

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특히 방탄성

능이 우수하면서도 가벼운 보호복 및 보호장비에 대한

요구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군수용 헬멧은 탄

환과 파편탄의 위협으로부터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하여

치명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m, 2004).

방탄헬멧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방탄성능과 임무수행과 관련된 기능성(야시장비,

통신장비 등의 추가 장비 확장)을 가지면서도 위협요소

로부터 언제나 최적의 방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착용편

의성 또한 우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착용대상자 두상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헬멧이 결정되어야 하고, 또 총탄이

헬멧에 충돌하였을 때 일어나는 순간변형의 허용 한계

값에 따라 두상 외부로부터 헬멧 내부면까지의 간격이

결정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성능, 기능성, 경량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호범위를 결정해야하며 다양

한 목적에 따라 헬멧 가장자리 절단선을 결정하게 된다.

<Fig. 3>에는 헬멧의 형태 및 절단선의 높이에 따른 대표

적인 헬멧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각 나라별 방탄헬멧은 착용대상, 방호수준에 따라 다

양한 방탄성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파편모

의탄 위협에 대하여 방호탄도 한계인 V50=610m/s 이상

의 방탄성능과 귀와 관자놀이를 보호할 수 있는 Fritz type

또는 MICH type의 형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Fig. 4>

와 같이 각종 야시장비, 통신장비 등의 운용성이 중요시

되면서 이를 고려한 High-cut type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

고 있는 상황이다. 방탄용 헬멧의 허용 중량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050~1,600g 정도이다.

미군 측의 연구에 따르면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두부 손상을 입은 병사들의 대부분은 전투 중 머

리에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폭탄이 터질 때 장갑차 안

에서 내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폭발력에 떠밀

려 두부가 강하게 부딪힌 경우로 헬멧의 방탄성능과는

거리가 먼 뇌 손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Fig. 5>에 나타

낸 Siniora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방탄

헬멧의 방탄성능(Bulletproof protection)보다 둔기 또는

전도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성능(Blunt force

Table 1. The types of helmets

Type Use Products

Military Military · police Military · police bulletproof helmet, Helmet for general and maritime police

Civilian

Industrial safety Protective helmets for gas, Construction, Industrial safety, etc

Firefighting safety Protective helmets for fire suppression, Rescue, Fire investigation, etc.

Sports · leisure Protective helmets for baseball, Football, Bike, Cycle, Rid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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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이 더욱 중요시되며, 최근 선진국의 헬멧 개선

에 대한 요구조건 중 최우선 순위는 쾌적하고 안전한 충

격흡수용 패드 적용을 통한 뇌 손상을 줄이는데 있다.

2) 군수용 헬멧의 구조

군수용 방탄헬멧은 방탄성능을 발현하는 외부 Shell과

충격흡수소재로 구성된 Liner가 기본 구조이며, 여기에

Fig. 3.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hape of helmets.

Fig. 4. System components for use with high-cut type helmet platforms.

From Ops-core product catalog REV 7.0. (2015). p. 31.

Fig. 5. Importance rating of bulletproof hel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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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장치 및 각종 부가장치를 적용하여 운용성을 높이

기 위한 부품 등이 있다.

Shell 부분은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며 분산시키고, 탄환의 관통을 막아 머리를 보호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방탄의 원리는 탄자(Pro-

jectile)보다 더 강한 소재를 활용하여 탄자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있다. 과거에는 철, 세라믹과 같은 고중량의

소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고

성능 슈퍼섬유의 개발에 힘입어 파라계 아라미드섬유

또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섬유(UHMWPE)가 대표적

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들 섬유와 고성능 수지가 복합화

된 섬유복합재료의 형태, 또는 각 소재들 간의 혼성복합

화를 통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가늘고 길면서 부드러운 섬유가 고속의 금속제 탄환

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그물의 원리와 유사한데, 높은 강

도를 지닌 섬유를 촘촘하게 엇갈려 적층시킴으로써 탄

환이 이를 통과할 때 탄자의 운동에너지가 섬유가닥마다

갖는 높은 인장강도에 의해 상쇄되고 이를 통해 탄자가

관통하지 못하고 섬유층간에서 멈추게 된다(Kim et al.,

2009; Sohn & Hong, 2002). 이때 방탄복에 명중한 총알

을 살펴보면 버섯처럼 납작하게 탄자의 탄착면 표면적

이 증가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Mush-

room 현상이라 한다.

발사체와 방탄재의 충돌 후에는 수평, 수직방향의 에

너지 전달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수직방향으로의

전파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통

상 방탄복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직방향으로의 변형인

Backface signature(BFS) 한계를 44mm로 규정하고 있고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2008), 헬멧의 경우에

는 함몰깊이를 규정하지 않고 관통 여부만으로 판정하

고 있다(NIJ, 1981).

Shell이 탄환을 막는다고 하여도 그 충격력이 내부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두부에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

으므로 헬멧 내부의 충격흡수용 부품은 <Fig. 6>과 같이

소재, 형태,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들은 충격에 대한 변형 및 부분적 파괴를 통해

잔여 충격력을 흡수함으로써 머리를 보호한다. 대표적

인 충격흡수소재로는 EPP(Expanded polypropylene), EPS

(Expanded polystyrene), PU foam(Polyurethane foam),

PVC foam(Polyvinylchloride foam) 등이며 이들의 탄성

및 충격흡수성능을 다양하게 개질하고, 서로 복합화 함

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3) 군수용 헬멧의 평가방법

군수용 헬멧의 평가방법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사법

연구소에서 규정한 NIJ Standard for Ballistic Helmets

(NIJ, 1981)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군수용 물자

의 경우는 각 나라별로 요구되는 성능이 상이하고, 규정

된 성능기준에 대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ISO,

Fig. 6. Various design of impact absorbing liner of bulletproof helmets.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4, 2017

– 776 –

EN, ASTM 등과 같은 국제적인 평가표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NIJ Standard-0106.01(NIJ, 1981)의 평가시스템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본 규격에서는 방탄헬멧의 방호성능

수준을 I, IIA, II로 분류하고, 각 수준별 탄종, 탄속을 <Ta-

ble 2>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탄종에 대하여 4회 발

사 시 단 한 번도 관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NIJ STD와 함께 현재 미

육군 헬멧으로 사용 중인 ACH(Adavanced combat hel-

met)에 대한 규격이, 우리나라는 현용 헬멧에 대한 국방

규격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격들에서는 헬멧

쉘의 방탄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시험, 내구성시험, 내장

재의 충격흡수특성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민수용 헬멧

1) 민수용 헬멧 개요

민수용 헬멧은 크게 산업현장에서 안전장구로 착용하

는 것과 과격한 충돌이 예상되는 스포츠 ·레저용(야구,

럭비, 스키,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착용하는 안전모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안

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보호하고자하는 핵심 목적은 동

일하다. 특히 스포츠 ·레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해

양스포츠, 동계스포츠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종목

의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시장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면서 고급화되

는 추세이다.

최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안전모

가 아닌 해당 업무에 최적화된 보다 안전하고 업무 효율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구에 대한 요구의 목소

리가 높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다기능 융합안전모’

가 있다. 이 제품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의 효율

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모에 무선통신기기와 센

서, 조명 등을 장착한 제품이다. 특히 해당 제품에 탑재

된 사고발생 알림기능, 헬멧 착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원

인이었던 통풍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하여 실제 현

장 작업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모체의 안팎 면을 관통하는 구멍, 핀홀 등이 없

어야 한다.’는 KS G 6805(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16)에 명시된 안전모 규정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하다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산업융합

촉진법 적합성 인증 1호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통합인

증을 받고서야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Fig. 8>은 ‘다

기능 융합안전모’의 컨셉 도식화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안전헬멧의 착용이

법규화되면서 더욱이 시장이 커지는 추세이며 최근에

는 앞서 기술한 사례와 같이 I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헬

멧의 개발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방용 헬

Table 2. Test condition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NIJ STD-0106.01 (NIJ, 1981)

Types

Test variables Performances requirements

Test ammunition
Nominal bullet mass

(g)

Required bullet velocity

(m/s)

Required hits

per helmet

Permitted

penetration

I
22 LRHV

1
02.6 320±12

4 0

38 Special RN
2

10.2 295±15

II A
357 Magnum JSP

3
10.2 381±15

9mm FMJ
4

08.0 332±15

II
357 Magnum JSP 10.2 425±15

9mm FMJ 08.0 358±15

1: Long Rifle High Velocity, 2: Round Nose, 3: Jacketed Soft Point, 4: Full Metal Jacketed

Fig. 7. Evaluation system for ballistic he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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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은 산업용 안전헬멧에 비해 고강도, 고내열성 등 여러

기능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외산 제

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한국인의 두상에 적합한

독자적인 소방용 헬멧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구

조 활동 및 화재진압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재난안전

용 IT 융합 스마트 소방헬멧이 제안되고 있다.

2) 민수용 헬멧의 구조

민수용 헬멧의 구조 역시 크게 Shell과 Liner, 추가 부

속품 등으로 구성된다. 민수용 헬멧의 Shell은 군수용 헬

멧처럼 고도의 방탄성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용도에

따라 높은 내열성, 경량성, 충격흡수성 등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량의 방탄용 소재가 채택되기도 한

다. Shell 소재로는 PE(Polyethylene), PC(Polycarbonate),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같은 고분자소재

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헬멧 금형에 넣고 열을 가해 압

착시키거나 진공성형을 통해 만든다. 이때 Shell에 <Fig.

9>와 같이 보강뼈대나 주름댐퍼와 같은 설계구조를 적

용함으로써 충격흡수성을 보완하는 연구들이 수행되면

서 Shell 부분에서도 충격에너지의 분산 및 흡수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Cho et al., 2008; Kim

& Kim, 2008, 2009). <Fig. 9(a)>는 보강뼈대를 덧댄 헬멧

모델, <Fig. 9(b)>는 주름댐퍼를 설계한 헬멧 모델이다.

헬멧 Shell 구조의 디자인 변형에 대해서는 제한성이

높은 반면, 민수용 헬멧의 Liner는 그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소방용 헬멧과 스포

츠용 헬멧의 Shell & Liner system을 <Fig. 10>−<Fig. 11>

에 나타내었다. 소방용 헬멧은 내열성이 우수한 Shell 소

재에 Liner는 충격흡수 및 통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부유

시스템과 함께, 착장 시 Fitting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텐션시스템이 적용되어있다. <Fig. 11>에 나타낸 스포

츠용 보호헬멧은 라크로스용으로 매우 과격한 구기 종

목의 일종이다. 전체적인 Shell 디자인이나 형태, 구성요

소는 유사하지만, 내부 Lining system은 매우 다양한 부

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시킬 수 있는 충격흡수용 쿠션소재(경

질폼 및 연질폼), 고정패드, 에어라이너 등의 부품이 유

Fig. 8. Convergence safety helmet.

From 융합 안전모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사례 [The certification case for industrial convergence product]. (2016).

http://knicc.re.kr

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s with and with-

out bead frame and a corrugation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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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고급제품의 경우 D3O와 같

은 신규 충격흡수소재가 적용되기도 한다.

D3O는 <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상시에 일반

섬유소재와 같이 부드러운 외관과 착용감을 부여하지만,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진 경우 소재가 딱딱해짐으로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Dilatant형 신소재

이며, 최근 다양한 개인보호용장비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연질폼을 대체할 수 있

는 Dilatant형 신규 충격흡수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수용 헬멧의 평가방법

산업안전용 헬멧과 관련된 국제표준규격으로는 ISO,

ASTM, EN 등 각국 또는 국제적인 표준규격이 있으며,

그 외에 제품규격으로는 CE(유럽제품규격)와 ANSI(미

국제품규격)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KS 규격 및 KCS(국

Fig. 10. The shell and lining system of protective helmet for firefighter.

Fig. 11. The shell and lining system of protective helmet for lacrosse.

From Tech Specs. (2017). https://www.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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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전인증) 규격이 통용되고 있다. 소방안전용 헬멧 인

증의 국제규격으로는 NFPA(미국화재예방협회) 규격과

CE(유럽제품규격)이 대표적이며 최근 ISO 규격도 활발

하게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국제규

격에 기반을 두어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각종 민수용 헬멧에 대해서는 그 용도(산

업군, 스포츠 종목, 착용연령 등)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

한 규격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규격은 <Table 3>−<Table

4>에 나타내었다.

국내 안전모 표준규격인 KS G 6805(KSA, 2016)에 의

하면, 산업용 안전모는 사용구분에 따라서 낙하하는 물

체에 대한 위험, 추락에 대한 위험, 감전에 대한 위험 및

이들의 조합에 의해 5종으로 분류되며 각 종류에 따른

시험항목과 성능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안전모에 대해

서는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등이 규정되고 있다. 내관통성, 충격흡수성은 두부의 손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능인자로서 시험평가

전처리를 고온조건(49±2
o

C), 저온조건(-18±2
o

C) 각각에

서 방치 후 시행한다. 내관통성의 경우 헬멧의 종류에 따

라 관통거리가 9.5~11.1mm 이하로 규정되고 있으며, 충

격흡수성은 모든 종류의 안전모에 대하여 최고 전달충

격력이 4,450N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충격흡수성은 보호용 헬멧의 가장 중요한 성능이며 헬

멧을 착용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ig. 13>

에는 헬멧의 충격흡수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치를 나타내

었다. 군사용 방탄헬멧, 스포츠용 헬멧, 산업용 안전헬멧

등 그 용도에 따라 시험장치나 기준의 차이는 있으나 공

통적으로 헬멧을 머리모형에 장착한 후 충격을 가하고,

이때 헬멧의 내부에서 감지되는 최고 전달충격력을 측정

하는 시스템이다. 안전모 규격인 KS G 6805 (KSA, 2016)

에서는 질량 3.6kg의 철제 추를 152.5cm에서 안전모 모

체에 자유낙하시키고, 이때 전달충격력을 측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낙하점이 각각 모체의 꼭대기, 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 되도록 장착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소방용 헬멧에 대해서는「소방용 진압헬멧의 인정기

준 KFIS 007 [Accreditation standard for firefighting hel-

mets KFIS 007]」(2014)를 통하여 기본 재료물성, 내관

통성, 충격흡수성, 반사성능, 내수성, 난연성, 충격강도,

헬멧의 낙하시험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방법 및 성능기

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소방용 헬멧의 성능은 대부분 안

전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난연, 방염, 내열

성에 대한 상세 규정도 추가되어 있다. 헬멧의 모체 및

보안렌즈의 탄화길이는 25mm 이하, 헬멧 물받이 부분의

잔염 및 잔진시간 3초 이내, 그리고 헬멧의 모체를 포함

하여 착장체, 충격흡수장치 등이 260
o

C에서 분리, 용융,

적하, 기능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을 통과해야만 화재진압, 구급, 화재조

사 등의 활동 시 소방헬멧으로 사용될 수 있다.

Fig. 12. Shock absorption mechanism of D3O and various products.

From D3O smart materials. (2017). https://www.d3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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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

인 개인방호장비인 헬멧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요구되는 성능부터 규격까지 전반적으로 살

펴보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헬멧은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착용자의 머리를 외

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요구성능

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머리까지 전달되는 충격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일하다. 다만, 사용되는 환

경이나 목적에 따른 요구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나

형태,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군수용 헬멧은 탄환과 파편탄의 위협으로부터 착용자

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대한

경량의 고강도 슈퍼섬유 및 이를 이용한 섬유강화복합

재료들이 헬멧 Shell 소재로 사용되며, 방탄헬멧 관련된

Table 3. Representative standards for industrial safety helmets

Standard No. Content

ISO 3873:1977 Industrial safety helmets

KS G 6805 Safety helmets

EN 397:2013 Industrial safety helmets

ISO 11999-5:2015 PPE for firefighters - Part 5: Helmets

EN 443:2008 Helmets for fire fighting in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EN 960:2006 Headforms for use in the testing of protective helmets

Table 4. Representative standards for sports safety helmets

Standards Contents

KS G 7004 Safety helmets for bike

KS G 7001 Safety helmets for car

KS G 5816 Climbing equipment-Safety helmets-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BS 6658:1985 Specification for protective helmets for vehicle users

ASTM F717:10 Standard specification for football helmets

ASTM F2040:11 Standard specification for helmets used for recreational snow sports

ASTM F1447:12 Standard specification for helmets used in recreational bicycling or roller skating

ASTM F1952:15 Standard specification for helmets used for downhill mountain bicycle racing

ASTM F1045:16 Standard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ice hockey helmets

EN 1077:2007 Helmets for alpine skiers and snowboarders

EN 1385:2012 Helmets for canoeing and white water sports

EN 966:2013 Helmets for airborne sports

EN 1080:2013 Impact protection helmets for young children

Fig. 13. Impact absorption testing apparatus accord-

ing to KS G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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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으로는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소의 NIJ

STD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민수용 헬멧은 크게 산업용 안전헬멧과 스포츠 ·레저

용 헬멧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차이가 크다. 공통적으로는 충격흡수성이 보장되어

야 하며, 소재, 디자인, 복합화 방법 등에서 다양한 Lin-

ing system이 적용되고 있다. 평가표준 또한 각각의 용

도별 헬멧에 대하여 세분화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

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융합안전모 등과 같이 기존 규

격으로 인증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국가통합인증절차

등을 거쳐서 제품출시가 가능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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