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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esent study proposed a newly developed test method to evaluate the dexterity and mobility of a

firefighter's protective gloves. The first step evaluated the mobility and dexterity of the current type of fire

protective gloves and three new types of protective gloves using Don-doff test, ASTM dexterity, Minnesota

dexterity, Bennett hand tool test, and ASTM torque test. Three firefighters (47.3±5.0 yr in age, 178.6±2.9cm

in height) participated in a series of experiments. The second step was to design and suggest an integrated

test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experiment. As a result of the first experiment, we concluded

that 1) the mobility and dexterity tests for firefighting gloves should include both wet and dry tests, 2) The

three kinds of dexterity tests could be integrated into one test, and 3) The don-doff test and the torque test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newly developed integrated test. In summary, we suggested a simplified test

method that combined ASTM dexterity, Minnesota dexterity, and Bennett hand tool test. The integrated sys-

tem can reduce total time spent on dexterity tests and improve the validity of the test in terms of firefight-

ers' manual work.

Key words: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Dexterity test, Don-doff test, Torque test, Integrated test; 소방

용 보호장갑, 기민성 시험, 착탈 시험, 회전력 시험, 통합형 시험

I. 서 론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건

수는 각각 42, 110, 41% 증가하였고(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2015), 건물의 고층화/대형

화로 인해 소방관들은 보다 더 복잡 다양한 종류의 위험

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화재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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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력도 꾸준히 증가되었으나 이러한 소방 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629명

의 공사상자가 집계되었다(MPSS, 2015). 소방관의 직무

중 사망이나 부상의 일차적 원인은 화염에 의한 것보다

주로 화재진압 및 구조 작업 중 추락이나 실족, 낙하물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장갑의 동작성과 기민성

향상에 의한 착용 성능 및 작업 효율 향상은 화재진압 중

사상을 일정 정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Bang(2010)에 따르면 보호장비에 대해 가장 큰 어

려움을 호소하는 항목은 보호성능보다 불편한 착용감과

무거운 중량감이었다. Choi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현

직 소방관들이 보호장비들 중 가장 부족하게 지급받은

장비는 안전장갑이었고, 보호장비들 중 가장 개선이 시

급하다고 생각하는 장비 역시 안전장갑으로 전체 응답

자의 6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장비

들 중 성능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장비도 안전장

갑으로 55%의 응답자들이 불만을 표시하였다. 위 연구

에서 안전장갑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은 장갑의 내피

분리였는데, 이러한 불만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중간 휴

식이나 무전 송수신 등을 위해 장갑을 잠깐 벗을 경우 장

갑 내피가 빠져 나와 재착용이 어려웠었다는 경험들과

장갑 재질이 너무 뻣뻣하여 주먹이 쥐어지지 않거나 방

수 시 관창을 잡는 게 힘들었던 경험들에 기인하였다. 마

찬가지로, D. H. Kim et al.(2016)의 설문조사 연구에서

도 개인소방장비들 중 소방관들이 가장 잦은 불만을 표

현하는 장비는 안전장갑이었고, 인체 부위들 중 손과 손

목에 화상을 입었던 경험이 전체 화상 경험의 34%로 여

러 부위들 중 가장 자주 화상을 입는 부위로 조사되었다.

약 1,200명의 중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도 화상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부위는 손이었다(Hu-

ang et al., 2012).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서 소방관들이 입

는 손의 화상은 안전장갑의 착탈 반복 시 내피 분리로

인한 불완전한 착용이 그 이유들 중 하나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소재 상태의 벤치 스케일 시험이 아닌 완제품 상

태의 인체 착용 시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소방용 안전장갑을 다룬 국내 연구들(Lee et al., 2016;

Syn & Lee, 2015)이 최근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이들은 소

방장갑의 디자인에 대한 분석으로 인체 착용 성능 평가

를 위한 시험 항목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어 D. Kim et

al.(2016)은 국내외 소방 선진국들에서 현재 판매 중인 소

방용 안전장갑 총 13종을 수집한 후, 건조 상태와 습윤

상태에서의 안전장갑에 대해 다섯 종류의 기민성을 평

가하였고 각 기민성별 성능 기준을 제안하였다: 착탈 시

험(Don-doff test), 미세 기민성 시험(ASTM dexterity test),

중형 기민성 시험(Minnesota dexterity test), 수공구 기민

성 시험(Bennett hand tool dexterity test), 회전력 시험

(ASTM Hand torque test). 이 연구는 소방용 안전장갑의

착탈 성능, 기민성, 회전력 시험 등을 국내 최초로 다뤘

다는 점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방용 안전장갑

시험 기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 연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다섯 가지 시험법들은 일반적인 보호

장갑의 착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소방용

안전장갑에 특화된 시험법은 아니며, 특히 기민성 시험

3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소방용 안전장갑의

기민성 시험에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방용 안전

장갑에 특화된 새로운 통합형 착용 평가법 개발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국내 소방용 안전장갑은 제조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

안전장갑의 KFI인정기준’(Korea Fire Institute [KFI],

2014)에 의거한 16가지 시험을 거쳐 인정 승인하며 이

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합격 표시를 하고 출고/유통하

게 되는데 이 시험 항목들의 대부분이 직물 시료 상태에

서 이루어지며 완제품 상태에서 요구되는 시험은 열통

과, 내열성, 방수성, 유연성, 내식성 시험의 다섯 가지이

다. 이 다섯 가지의 완제품 시험 평가 항목 중 실제 인체

착용 시 손의 착용 성능을 측정하는 항목은 ‘유연성 시

험’ 한 가지로 이는 소위 D. Kim et al.(2016)의 연구에서

중형 기민성 시험이라 명명된 ‘Minnesota dexterity test’

이다. 이 유연성 항목은 소방용 안전장갑뿐만 아니라 용

접용 장갑이나 라텍스 장갑 등 보호장갑의 기민성 시험

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험법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8월 개정된 KFI인정기준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맨손 대비 소요시간이 2배 이상인 경우 시험 탈락으로

정하였다. KFI(2014)에서는 이외에도 소방용 안전장갑

이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착용감이 좋고, 신속 착용하

여 지장 없어야 한다”(p. 2)는 문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제시

하고 있지 않다.

KFI 성능 인정기준에 비해 ISO나 NFPA 등 해외 시험

기준들의 특징은 착탈, 기민성, 회전력 등 다양한 각도

에서 장갑의 인체 착용 시험 평가법을 제시하며, 건조와

습윤 상태의 여러 조합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재진압 작업 중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용수뿐만

아니라 작업 중 흘린 땀에 의해 손과 장갑이 흠뻑 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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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갑을 착용한 손을 물 속에 침지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건조한 경우와 젖

은 상태의 착용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항목이 반드시 필

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KFI

인정기준에는 장갑 완제품의 인체 착용 평가 항목으로

유연성 시험 항목이 유일하며 건조와 습윤 상태를 별도

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소방용 안전장갑의 착

용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기준 제안을 위해 국내외 알

려진 다양한 시험법의 타당도를 평가한 후 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통합형 평가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용 안전장갑의 착탈 및 동작 기민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형 시험법(Test met-

hod)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D. Kim et al., 2016) 결과에서 국내 장갑들 중 가장

상급의 평가를 받은 기존 소방장갑 1종과, 국내외 시판

장갑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 개발된 3종의 신형 장

갑들을 대상으로 소방관 착용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통합형 착용 평가법을 고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갑 착용 성능 시험법으로는 착탈성, 기민성(AS-

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rity test, Bennett hand

tool test), 회전력 시험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

게 고안된 통합형 착용 평가법을 통해 소방용 안전장갑

의 성능 시험법을 보완한다면 보다 우수한 성능의 안전

장갑을 보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공무 중

부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시험 장갑 및 피험자

본 연구는 2단계로 계획되었다. 연구의 1단계로 A사

에서 새롭게 개발된 신형 소방용 안전장갑 3종과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방용 안전장갑 1종을 선정하

여 인체 착용 성능을 비교하였다. 선정된 신형 소방용

안전장갑 3종은 동일 소재 제품이며, 장갑의 총 길이는

26.5, 28.0, 33.5cm로 화재규모에 따라 소방관이 선택 가

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A사에서는 기존 국내 소

방장갑들의 손가락 부분이 다소 길어 착용 시 남는 빈 공

간으로 인해 미세한 손 동작이 불편하다는 소방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새로 개발된 3종 모두 상대적으로

짧은 손가락 길이를 가지도록 하였다. 현재 시판 중인 장

갑 1종은 선행연구(D. Kim et al., 2016)의 착용 성능 평

가에서 국내 시판 장갑 중 가장 높은 평가를 얻은 제품

인 B사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장갑에 대한 정보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NFPA 1971-2013(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2013)의 기준을 반영

하여, 시험에 사용되는 장갑은 세탁기에서 중성 세제로

1회 세탁된 후 세제 없이 헹굼과 배수를 4회 실시한 후

건조된 상태로 준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갑의 ‘건조

조건’과 ‘젖은 조건’을 비교하였는데, 이 때 ‘젖은 조건’

은 양손에 장갑을 착용한 채 22±1°C의 물 속에 2분간 완

전히 침지한 후 꺼내어 장갑의 손가락 부분이 위를 향하

도록 하여 2분간 수직으로 걸어 두어 물을 뺀 후 착용한

상태(NFPA, 2013)를 지칭한다. 착용 시험에는 화재진압

경험이 있는 현직 남자 소방관 세 명(키 178.6±2.9cm, 체

중 88.9±7.8kg, 나이 47.3±5.0세, BSA 2.1±0.1m
2
)이 참여

하였다. 체표면적은 Lee and Choi(2006)의 식으로 추정

하였고, 손 길이와 손 너비는 제6차 Size Korea(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시험

평가는 23±0.3°C, 상대습도 59±2%RH로 유지되는 인공

기후실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시험은 서울대학교 연구윤

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SNU IRB

No.1601/002-15).

2. 시험 평가법

이상 선정된 장갑 4종과 현직 소방관 3인을 대상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항목을 이용하여 소방용 보호장갑의

착용 성능을 평가하였다(Fig. 1): 착탈 시험, 미세 기민성

시험, 중형 기민성 시험, 수공구 시험, 회전력 시험, 또한,

장갑은 건조 상태와 젖은 상태 모두에서 평가가 진행되

었다. 착탈 시험에 사용된 장갑은 각각 Type O(구형),

Type N1(신형 소형), Type N2(신형 중형), Type N3(신형

대형)라 명명되었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학습 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의 순서와 장갑의 종류는 무

작위로 배정하였다.

1) 착탈 시험(Don-doff test)

착탈 시험에서는 ISO 15383(ISO, 2001)과 NFPA 1971-

2013(NFPA, 2013)에 제시된 시험 방법을 기준으로 피험

자들이 장갑을 끼고 벗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였다. 실험은 건조 조건과 젖은 조건에서 각각 3회씩 진

행되었다. 1회의 실험은 장갑을 끼지 않은 우세손으로

비우세손의 장갑을 끼우고 벗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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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신호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인 장갑 한 쪽을 우

세손으로 집어 들어 비우세손에 장갑을 끼우기 시작하

고, 다섯 손가락을 끝까지 넣는 순간을 착용 종료 시점

으로 보고 착용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장갑을 벗기 시작

하였다. 장갑을 벗을 때에는 가운데 손가락 부분을 잡아

당기도록 하였으며 다섯 손가락 모두를 장갑에서 뺀 후

장갑을 테이블 위에 놓은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착탈 시

험을 종료하고 시간을 기록하였다. 건조 조건과 젖은 조

건에 대하여 각 장갑에 대한 3회의 실험이 종료된 시점

에 장갑의 착탈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아주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아주 좋음)

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2) 미세 기민성 시험(ASTM dexterity test)

미세 기민성 시험에서 피험자들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을 이용하여 작은 구멍에 얇은 막대를 집어 넣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피험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우세손을 사

용하여 직경 9.5mm, 길이 38.0mm의 스테인리스 스틸

핀 25개를 200×200mm 크기의 페그보드에 뚫린 지름

10.0mm의 구멍 25개(5×5 배열)에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꽂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여 1회

의 시험으로 보았다. 스테인리스 스틸 핀은 장갑을 착용

한 상태에서도 핀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낮은 플

라스틱 박스에 놓여있도록 하였다. 시험 방법은 ASTM

F2010(ASTM International, 2010)을 기준으로 하였다. 피

험자들은 실험은 맨손 조건, 건조 조건, 젖은 조건에서

각각 3회씩 실시하고 3회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채택

하였다. 각 조건에 대한 3회의 실험이 종료된 시점에 장

갑의 미세 기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아주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아주 좋음)

Table 1.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four firefighting protective gloves in this study

Type Picture Illustration
Material-

Shell

Material-

Lining

Mass in

dry (g)
a

Mass in

wet (g)
b

Mass ratio

(b/a)

Type O

(Old)

Aramid

& Silicon 

PU film

& Aramid
205 384 1.87

Type N1_

Short New

Aramid

& Silicon

X-STATIC

(Silver& 

Nylon)

216 458 2.12

Type N2_

Middle New

Aramid

& Silicon

X-STATIC

(Silver& 

Nylon)

361 612 1.70

Type N3_

Long New

Aramid

& Silicon

X-STATIC

(Silver& 

Nylon)

422 70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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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중형 기민성 시험(Minnesota dexterity test)

중형 기민성 시험은 Minnesota dexterity test(Desrosiers

et al., 1997)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피험

자는 우세손으로 아래쪽에 배열되어 있는 60개의 원반

형 블록을 위쪽의 틀에 하나씩 차례대로 옮겼다(오른손

잡이일 경우 모든 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김). 둘째,

비우세손에 대하여 첫 번째 과정을 반복하였다. 셋째, 왼

손으로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블록을 집어 들어 오른

손에 건네며 뒤집었다. 뒤집은 방향을 유지하여 원래 있

던 위치에 두는 작업을 최상위 한 줄에 대해서 반복하였

다. 넷째, 두 번째 줄에 대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바꾸어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위의 네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

는 시간을 특정하여 기록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맨손 조건, 건조 장갑

Test (Ref.) Picture Test procedure

(a) Don-doff test

(ISO 15383,

NFPA 1971*)

(b) ASTM dexterity test

(ASTM F2010,

NFPA 1971-2013)

(c) Minnesota dexterity test

(KFI)

(d) Bennett hand tool test

(Bennett,

NFPA 1971-2013**)

(e) Torque test

(ASTM F2961 - 15,

NFPA 1971-2013)

*: NFPA Glove hand function test is similar as the ASTM F2010.

**: NFPA Glove tool test is similar as the Bennett test.

Fig. 1. Five tests which were chosen in this study: (a) Don-doff test, (b) ASTM dexterity test, (c) Minnesota

dexterity test, (d) Bennett hand tool test, and (e) Torque test. All tests were conducted in both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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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젖은 장갑 조건에서 매 2회 반복하여 시험을 진행

하였고, 각 조건에 대한 시험이 끝난 후 장갑의 중형 기

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아주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아주 좋음)에 의해 평가

하도록 하였다.

4) 수공구 기민성 시험(Bennett hand tool test)

Bennett(1981)에 기초한 수공구 기민성 시험법에서 피

험자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ㄷ’자 형태의 나무판 구멍

에서 12개의 다양한 볼트, 너트, 와셔를 렌치와 드라이

버를 사용하여 해제하고, 다시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Bennett(1981)의 수공구 시험 장치는 양 쪽에 각각

12개씩의 구멍이 뚫려 있는 ‘ㄷ’자형 나무판과 대, 중, 소

크기의 볼트, 너트, 와셔 각 4세트씩 총 12쌍으로 구성되

었다. 피험자들은 렌치 2종과 드라이버 1종을 지급받아

선 자세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시작 시 나무판의 왼

쪽에 12쌍의 볼트, 너트, 와셔가 모두 조여져 있는데 피

험자는 시작과 함께 주어진 수공구를 이용하여 이를 모

두 해체하여 나무판의 가운데에 모아 두고, 왼쪽의 해체

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 다시 이를 모

두 조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볼트와 와셔는 바깥쪽으

로 끼워져 있었으며 너트는 나무판의 안쪽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맨손 조건, 건조 장갑 조건 그리고

젖은 장갑 조건에서 1회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조건

에 대한 시험이 끝난 후 장갑의 수공구 기민성에 대한 주

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아주 나쁨, 2-나쁨, 3-

보통, 4-좋음, 5-아주 좋음)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5) 회전력 시험(Torque test)

회전력 시험은 ASTM F2961-15(ASTM International,

2015)과 NFPA 1971-2013(NFPA, 2013)를 기준으로 하여,

Shimpo TNP-10 digital torque meter(Shimpo, US)에 지

름 41.5mm, 높이 600.0mm인 아크릴 기둥을 꽂아 사용

하였다. 피험자들은 우세손을 사용하여 주어진 원기둥

을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90
o
 꺾어 실린더를 쥐고 토크

장치를 여는 방향(오른손잡이일 경우 반시계 방향, 왼손

잡이일 경우 시계 방향으로 회전)으로 돌리는 작업을 조

건별로 5회씩 반복하였다. 이 때, 어깨가 아닌 손목을 이

용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전 시도가 5초

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조건별로 5회 반복하여 얻어

진 값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근력

수준에 따른 회전력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ASTM

F2961-15(ASTM International, 2015)의 기준에 따라 맨

손 회전력이 4.5~9.0Nm인 피험자만을 사전 선정하였다.

각 조건에 대한 시험이 끝난 후 장갑의 회전력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5점 리커트 척도(1-아주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아주 좋음)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진행 중 기술적 이유로 구형 장갑에 대한 주관적 평

가 결과는 배제하고 신형 3종의 주관적 결과만 제시하

였다.

3. 통합형 착용 시험법 제안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이상 다섯 가지 평가 결과와

현직 소방관들과의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소방용 장갑에

특화된 통합형 착용 시험법을 고안하여 제안하였다. 다

섯 가지 시험법 중 착탈 시험과 회전력 시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사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세 가지 기민성 시

험법(AS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rity test, Ben-

nett hand tool test)을 하나의 시험으로 통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통합형 착용 시험법이란 세 종류의 기

민성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방장갑의 기민성을 효

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

과물로 고안된 시험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형

기민성 시험 장치의 도식화도 함께 제시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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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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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을 착용하였을 때의 결과값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총 4종

의 장갑 종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PSS Ver. 22

를 사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

Bare Hand Control Ratio (BHC)
DTTg

DT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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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 Turkey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건조와 젖은 장갑의 착용 시험 결과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각 차이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은 p<.05로 정하였다. 선행연구들(ASTM Int-

ernational, 2010, 2015; D. Kim et al., 2016; NFPA, 2013)

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시험 결과에 대해 맨손 대비 장

갑 착용 시 착용 성능을 세 가지로 등급화하였다. Class

A가 우수 등급, Class B는 보통 등급, Class C는 하급으로

시험 탈락을 의미하며 이 기준은 건조와 젖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Table 2).

III. 결 과

1. 착탈 시험

건조 상태에서 착탈에 소요된 시간은 구형 장갑의 경

우 5.6±0.7초로 신형 장갑들(N2와 N3)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으나(p<.05), 젖은 상태일 경우에는 오히려 구형 장

갑의 착탈 시간이 17.0±5.7초로 가장 길게 나타나 건조

와 젖은 상태 간 착탈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2). 건조와 습윤 상태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장갑은

N1으로 평균 3초 이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2. 미세 기민성 시험

건조 상태에서 미세 기민성 시험에 소요된 시간을 보

면 네 장갑 중 구형 장갑의 경우가 가장 길어 96.7±32.5초

를, 신형 장갑 중 N3가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어 72.7

±21.4초를 보여주었으나 네 장갑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a)). 젖은 상태일 경우에도

구형 장갑의 착용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네 장갑 조

건 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건조 시 시험에 비해서

Table 2. Classification of dexterity and mobility for firefighters' gloves

Don-doff test ASTM dexterity test Minnesota dexterity test Bennett hand tool test ASTM torque test

Class A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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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BHC 1.5<BHC 1.5<BHC %BHC<60

Fig. 2. Consumed time to don-doff four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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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요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다(Fig. 3(a)). 네 장갑 조

건별 맨손 대비 소요시간값을 비교해 본 결과 건조 상

태에서는 평균 2.0~2.7배, 습윤 상태에서는 1.7~2.5배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네 장갑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주관적 성능 평가

결과의 경우 건조 상태에서는 평균 2.7~3.7점, 습윤 상태

에서는 2.0~3.3점으로 습윤 시 더 나쁘다고 평가되었고,

장갑 4종 중에는 N2가 가장 높은(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4).

3. 중형 기민성 시험

중형 기민성 시험 결과 건조 조건에서는 네 장갑 조건

모두 평균 212~225초 사이로 장갑 간 유사한 수준을 보

였으며, 습윤 조건에서도 네 조건 평균 200~227초 사이

로 네 장갑 간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b)).

맨손 대비 장갑을 착용한 경우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

과, 모든 조건에서 평균 1.1~1.2배로 장갑 종류 간 혹은

건조 습윤 조건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주

관적 성능 평가 결과 신형 3종과 구형 간 차이는 없었으

나 신형 N2와 N3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평균적으로

건조 상태에서 더 높은(좋은) 점수를 받았다(Table 4).

4. 수공구 기민성 시험

수공구 기민성 시험 결과 건조 상태에서 장갑 네 조건

간 통계적 차이 없이 평균 9.2~10.2분이 소요되었으며, 습

윤 상태에서도 평균 9.3~11.5분이 소요되었다(Fig. 3(c)).

신형 3종의 경우 건조와 습윤 상태 간 큰 차이는 없었으

나 구형 장갑의 경우 습윤 조건에서 1분 지체된 시험 결

과가 얻어졌다. 맨손 대비 장갑 착용 시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1~1.4배로 장갑 조건 간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형 장갑을 착용한 경우 건

조와 습윤 조건 모두에서 맨손 대비 가장 긴 소요시간

을 보여주었다(Table 3). 주관적 성능 평가의 경우 신형

N2와 N3 장갑에 대한 점수가 N1과 구형 장갑에 비해

높았다(좋았다)(Table 4).

5. 회전력 시험

건조 상태에서 회전력은 구형 장갑의 경우 9.8±2.4Nm

로 신형 장갑들(N1, N2, N3)에 비해 낮은 힘을 보여주었

으며, 이러한 차이는 젖은 상태일 경우 보다 명확하게 나

타나 구형 장갑의 경우 6.0±1.2Nm로 신형 장갑들(N1,

N2, N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회전력을 보

여주었다(Fig. 4). 맨손 대비 장갑 착용 시 회전력 값의 경

우 건조 상태와 습윤 상태 모두 네 종류 장갑 중 구형 장

갑만이 1.0 이하 값을 보여 회전력이 감소했지만 신형 장

갑들의 경우 모두 1.2~1.4의 값을 보여 장갑 착용에 의해

건조와 습윤 상태 모두에서 회전력이 증가함을 보여주

었다(Table 3). 주관적 성능 평가의 경우 장갑 종류 간,

혹은 건조와 습윤 조건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

ble 4).

6. 신형과 구형 장갑의 등급화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구형 장갑과 신형 3종 장갑의 등

급을 평가한 결과 신형 장갑 3종 모두 건조 시 미세 기민

성 시험을 제외하고 A급으로 평가된 반면, 구형 장갑은

습윤 시 착탈 시험, 미세 기민성 시험, 수공구 기민성 시

험, 회전력 시험에서 B급으로 평가되었다(Table 5).

7. 소방용 장갑의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 고안

이상 다섯 가지 시험 결과와 본 실험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 세 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통합형 기

민성 시험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장

치 초안을 제시하였다(Fig. 5). 본 연구단계에서는 시험

평가 장치를 제작하여 이의 시험 성능 평가 결과를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을 고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안된 시험법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를

제작하여 이 기기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연구

는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본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을 고안한 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본 연구에서 소방장갑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

는 동안 소방관들은, 특히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을 반

복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팔의 피로를 호소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는 각 시험을 충분한 간격을

가지고 수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체적인 피로라기

보다, 각 시험을 건조와 젖은 장갑 상태에서 각 1~5회씩

반복해야 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지루함과 피로라고

판단된다. 특히 미세 기민성 시험, 중형 기민성 시험이

단순 반복 작업에 치중해 있으며 두 종류의 시험에서 측

정하고자 하는 기민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인 것이라 평가되었다. 수공구 기민성 시험의 경우, 미

세 기민성 시험이나 중형 기민성 시험에 비해 시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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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sumed time to do (a) the ASTM dexterity test, (b) the Minnesota dexterity test, and (c) the Bennett hand

tool test with four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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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뚜렷하였으나 소요시간이 길어 시험을 반복하여 진

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어느 한

가지 기민성 시험만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작업

및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손으로 접하는 다양한 물체들

Table 3. Bare hand control rate (BHC) for four types of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Test Condition
Glove type

p-value
Type N1 Type N2 Type N3 Type O

ASTM dexterity

test

Dry 2.37±0.73 2.13±0.67 2.03±0.67 2.68±0.89 .725

Wet 1.83±0.49 1.74±0.56 1.89±0.78 2.49±0.46 .437

p-value .143 .618 .628 .317

Minnesota dexterity

test

Dry 1.19±0.12 1.17±0.13 1.14±0.15 1.21±0.09 .914

Wet 1.12±0.19 1.08±0.17 1.12±0.22 1.23±0.23 .814

p-value .105 .337 .897 .690

Bennett hand tool

test

Dry 1.12±0.25 1.09±0.24 1.09±0.25 1.30±0.69 .903

Wet 1.17±0.36 1.09±0.25 1.13±0.26 1.41±0.64 .772

p-value .156 .730 .260 .906

ASTM torque

test

Dry 1.21±0.27 1.23±0.20 1.18±0.18 0.84±0.27 .207

Wet 1.36±0.16
a

1.28±0.15
a

1.19±0.04
a

0.76±0.28
b

.014

p-value .524 .843 .417 .507

Type N1, N2 and N3 were newly-developed gloves, while Type O is currently-used gloves for firefighters in Korea.

All data were expressed as Mean and S.D.

Bare hand control ratio (BHC) = DTTg/DTTb

Where, DTTg: Consumed time to finish the wear test with gloves on, DTTb: Consumed time to finish the wear test with bare hands

a, b: Represent group differences between four conditions by Tukey's post-hoc test.

Table 4. Subjective evaluation for four types of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Test Condition
Glove type

p-value
Type N1 Type N2 Type N3 Type O

ASTM dexterity

test

Dry 2.7±1.5 3.7±0.6 3.3±0.6 2.8±1.6 .722

Wet 2.0±1.0 3.3±1.2 2.0±0.0 3.2±1.0 .217

p-value .184 .423 .184 .808

Minnesota dexterity

test

Dry 3.0±1.7 4.0±1.0 4.0±1.0 3.3±0.3 .639

Wet 2.3±1.5 3.3±1.2 3.7±1.2 2.8±0.8 .562

p-value .742 .529 .423 .667

Bennett hand tool

test

Dry 3.0±1.0 4.3±0.6 4.0±1.0 3.3±0.6 .250

Wet 2.3±1.5 4.0±1.0 3.3±1.5 3.3±0.3 .447

p-value .057 .423 .184 .529

ASTM torque

test

Dry 3.3±1.5 3.3±0.3 3.0±1.0 -* .914

Wet 3.7±0.6 3.0±1.0 2.3±0.6 - .171

p-value .423 .225 1.000 -

Type N1, N2 and N3 were newly-developed gloves, while Type O is currently-used gloves for firefighters in Korea.

Subjective evaluation score: 1-Very bad, 2-Bad, 3-Normal, 4-Good, 5-Very good.

All data were expressed as Mean and S.D.

*: Data was not obtained because of techn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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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얻어졌다.

이에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을 통합한 착용 시험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을 간소화하고 피로에 의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는 한편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시험의 반복을 용

Table 5. Classification of four types of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Test Condition
Glove type

Type N1 Type N2 Type N3 Type O

Don-doff test

Class A: Time<15s

Class B: 15s<Time≤20s

Class C: Time≥20s

Dry A A A A

Wet A A A B

ASTM dexterity test

Class A: 0.0<BHC≤2.0

Class B: 2.0<BHC≤4.0

Class C: 4.0<BHC

Dry B B B B

Wet A A A B

Minnesota dexterity test

Class A: 0.0<BHC≤1.3

Class B: 1.3<BHC≤1.5

Class C: 1.5<BHC

Dry A A A A

Wet A A A A

Bennett hand tool test

Class A: 0.0<BHC≤1.3

Class B: 1.3<BHC≤1.5

Class C: 1.5<BHC

Dry A A A B

Wet A A A B

ASTM torque test

Class A: 90≤%BHC

Class B: 60≤%BHC<90

Class C: %BHC<60

Dry A A A B

Wet A A A B

Type N1, N2 and N3 were newly-developed gloves, while Type O is currently-used gloves for firefighters in Korea.

Class A (Excellent), Class B (Good), and Class C (Poor).

All classes were based on the average values of each condition.

Fig. 4. Averaged ASTM torque test results for four firefighting gloves in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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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하며, 소방관들이 실제 접하는 다양한 형상의 물

체들을 반영한 통합형 착용 시험법이 제안되었다.

더 나아가, NFPA와 ASTM에서 제시하는 기존 착용

평가들이 ‘건조 조건’과 ‘젖은 조건’의 두 조건에서 진행

되었다면,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에서는 ‘침수 조건’을 추

가하여 양손을 물에 담근 상황에서의 기민성 시험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현직 소방관들과의 인터뷰에

서 다양한 재난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작업 특성

상, 장갑을 낀 손이 물에 침수된 상태에서 로프를 풀거

나, 공구를 조작하여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의

Fig. 5. SNU dexterity test for firefighters' gloves in both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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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들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의 평가 방법은 장갑이 물과

땀에 젖은 상태에서의 성능을 평가할 뿐, 장갑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에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

장갑의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에 침수 조건을 추가하고,

침수 성능 평가를 위한 수조의 설계도 추가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에 사용될 장

치는 크게 메인 어셈블리(ㅗ자형 판)와 오브젝트(볼트와

너트, 슬리브) 그리고 수조(외곽 챔버)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였다(Fig. 5). 메인 어셈블리는 ㅗ자형 판구조물

로 수직판과 수평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직판에는 총

12개의 구멍(구멍 지름 3cm 대형 4개, 지름 2cm 중형 4개,

지름 1cm 소형 4개)을 만들며, 이 구멍에는 서로 다른 크

기의 볼트와 너트가 차례로 결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

였다. 수평판에는 볼트와 너트의 헤드 부분에 상응하는

크기의 구멍을 좌우 12개씩 총 24개 구성하였다. 수평판

의 오른쪽에는 볼트의 결합을 위한 원형의 요철이, 왼쪽

에는 너트의 결합을 위한 육각형의 요철을 디자인하였다.

본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이 시작되면 피험자는 수

직판에 미리 결합되어 있는 볼트와 너트 총 12세트를 분

리하여 수평판의 구멍에 맞춰 넣는 과정을 3회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건조 상태와 젖은 상태의 경우 외곽

수조 없이 메인 어셈블리만을 사용하여 착용 평가를 진

행하도록 고안하였다. 위의 실험 방법에서 볼트와 너트

를 분리하는 작업은 수공구 기민성 시험에, 볼트와 너트

를 수평판에 장착하는 과정은 중형 기민성과 미세 기민

성 시험에 상응하는 평가 방법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침수 상태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 메인 어셈블리를 수

조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분리형으로 디자인하였

다. 수조의 수직 벽면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 소재를 사용

하여 실험 진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조

에는 두 개의 플랜지(flange)로 형성된 구멍을 디자인하

였고, 플랜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복 소매를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침지 시험을 위해 먼저 수조

플랜지 부분에 시험용 슬리브와 장갑을 부착한 후, 플랜

지의 아래 부분까지 물을 채운다. 피험자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물이 가득 찬 수조의 소매 부분을 통해 장갑을

착용하여 침수 상태에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수직판에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수평판에 넣는

시험법은 위와 동일하다. 시험 과정은 장갑 없이 슬리브

만 착용한 경우에서의 시험 결과 대비 장갑 착용 시의

시험 결과로 기민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용하

는 물의 온도에 따라 찬물에서 혹은 뜨거운 물에 침지된

경우에 대한 기민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IV. 논 의

실험 결과, 착탈 시험과 회전력 시험에서는 장갑 간 차

이가 구별되었으나,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 항목에서는

네 종류의 장갑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수가 세 명으로 충분하지 않

은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 선

정한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법들이 성능이 어느 정도 입

증된 소방용 안전장갑 간의 기민성 차이를 충분히 변별

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선정한 4종

의 장갑 모두 기본적인 성능 검사를 통과한 장갑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미세한 차이는 변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조 상태와 습윤 상태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민성 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장갑

한 종류당 평균 22.2분으로, 장갑 4종에 대한 실험을 모

두 진행하였을 경우 기민성 시험에만 총 177.2분의 시간

이 소요되어, 결국 피험자들이 장갑과 실험 프로토콜에

익숙해지고, 계속된 실험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들이 실험 오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전 시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민성 시험

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나 이로 인해 총 참여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

형 기민성 시험 장치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기민

성 시험을 통한 타당도 향상뿐만 아니라 시험 평가에 소

요되는 총 시간을 줄이는 효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

다.

미국의 ASTM International(2010, 2015), 유럽의 Europ-

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2009), ISO(2001, 2015)

의 관련 규격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험 항목에 대해서

도 ‘시료 평가’, ‘마네킨에 착용하는 완제품 평가’, ‘인체

에 착용하는 완제품 평가’ 등으로 단계가 나뉘어져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은 통합형 기민성 시험 항목은 아직 없다. ISO 11999-4

(ISO, 2015)의 소방용 안전장갑의 시험 평가법 중 인간

공학적 요구 성능의 시험 항목으로 ‘기민성, 쥔힘(grip st-

rength), 안감 뒤집힘, 착탈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

서 장갑의 기민성 시험은 본 연구에서의 미세 기민성 시

험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호장갑 전체를 대상으

로 하며, 시험에 소요된 시간이 30초를 초과할 경우 탈락

으로 간주한다. 소방용 안전장갑 착용 시 쥐는 힘은 시험

시 힘이 맨손 대비 80% 이하일 경우 탈락으로 규정한다.

쥐는 힘의 경우에도 건조 상태와 젖은 상태 모두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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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oss et al., 2012). 안감 뒤집힘 시험은 본 연구의 착

탈 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장갑을 반복

적으로 착용하고 벗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도 건조와

습윤 상태 모두에서 평가하며, 장갑을 끼고 벗을 때 소요

된 시간, 착탈 시 다섯 손가락 모두 장갑 내 들어가는지

의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이외 ISO 11999-4(ISO, 2015)

는 수조에 장갑 낀 손을 담가 5분 동안 유지하면서 10초

마다 다양한 손 동작을 반복한 후 장갑 내 침투한 수분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FPA 1971-2013(NFPA, 2013)의 소방용 안전장갑의

시험 평가법 중 인체 착용 평가 항목으로는 착탈 시험,

장갑 손 기능 시험, 장갑 도구 시험, 회전력 시험, 쥐는

힘 시험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바와 같은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은 다루지 않는다.

NFPA(2013) 착탈 시험의 경우 특정 순서에 따라 건조

와 젖은 상태의 장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시험 도중

안감이 딸려 나오는 경우 탈락으로 평가된다. 장갑 도구

시험은 ASTM F2010(ASTM International, 2010)에서 제

시한 방법에 따라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원기둥 형태의

핀을 일정 프로토콜에 의해 빼고 끼워넣는 데 걸리는 시

간으로 평가하는 방법(본 연구의 미세 기민성 시험과 동

일)과 T자형 보드에 볼트와 너트, 와셔를 이용하여 정해

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평가하는 방법(본 연구의

수공구 기민성 시험과 유사)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방법

모두 맨손 대비 증가한 시간(맨손 대비 175% 이상은 탈

락)으로 등급을 평가하게 된다. NFPA(2013)의 회전력

시험은 본 연구의 회전력 시험과 동일한 시험으로 맨손

대비 회전력 변화율(맨손 대비 80% 이하는 탈락)로 장

갑의 착용 성능을 평가한다. ISO(2001, 2015)나 NFPA

(2013)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은 통합형 장

치를 이용한 기민성 시험법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는 실

정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형 기민

성 시험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에 착탈 시

험과 회전력 시험은 포함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하

였다. 본 연구의 기민성 시험들에서 장갑 간의, 혹은 건

조 상태와 젖은 상태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던

것과는 달리, 착탈 시험과 회전력 시험에서는 장갑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착탈 시험과 회전력 시

험이 기민성 시험 평가법들과는 달리, 장갑들 간의 미세

한 특성 차이도 변별할 수 있는 독립적 시험법임을 시사

한다. 나아가, 세 종류의 기민성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

는 장갑의 성능이 유사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반면, 착

탈 시험과 회전력 시험은 평가하고자 하는 성능이 기민

성 평가 항목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통합형 기민성 시

험법과는 분리하였다. D. Kim et al.(2016)에서는 소방장

갑의 착탈 시험을 인체 착용 시험의 첫 단계로 실시하여

내외피가 분리되는 장갑은 일차적으로 탈락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민성 시험을 통과한다 하여도 착탈

시험 시 내피가 외피로부터 분리된다면 재착용 시 불편

함이 초래되고 불완전하게 착용된 소방 안전장갑은 보

호장갑으로서의 기본 의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착탈 시험을 소방장갑 착용 평가법의 첫 단계로 정하

여 다른 성능들보다 우선 통과하여야 하는 시험법으로

제시함이 타당하다. 또한 회전력 시험은 손가락들의 빠

르고 정확한 움직임이 아니라 손바닥과 손목의 힘을 측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으로부터 분

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ISO나 NFPA의 소방장갑 시험법 관련 규정들은

성능 등급을 대체로 통과와 탈락 2등급으로 나누고 있

다. 즉, 일정 시간 내로 수행이 완료되면 통과, 그 시간을

초과하면 탈락인 셈이다. 탈락을 시간 기준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도 탈락에 해당

한다. 예를 들어 착탈 시험의 경우 착탈 시험 중 내피가

분리되는 장갑들을 탈락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보다 편안한 장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장갑의 성능을 ‘통과’

와 ‘탈락’이라는 2단계보다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누

어 제시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ISO, AS-

TM, NFPA와 같은 기존 해외 표준들에서 제시한 Psss/

Fail 값들을 기준으로 성능 단계를 Class 1, 2, 3의 세 단

계로 나누었으며, 개발된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에 대해

서도 3단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피험자 수(세 명)가 통계적 유

의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분한 수는 아닐지라도, 회전력 시험 평가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 ASTM F2961 - 15(ASTM International, 2015)

에서는 최소 세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착탈 시험이나 기민성 시험에 대

해서는 권장 인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동일 종류 장갑

의 3회 반복 시험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각각의 시험

평가법이 ISO(2001, 2015)나 ASTM International(2010,

2015), D. Kim et al.(2016)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

분히 검증되었음을 고려할 때, 세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

로 한 결과도 장갑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

려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이 제안하는 통합형 시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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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실물로 제작하여 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

는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충분한 수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소방관들의 개인보호장비 중 안전장갑의

착용 성능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가장 많다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갑의 기민성과 동작성을 효과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착용 시험법을 제안

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직 소방관을 대상으로 시판 1종

과 새로 개발된 3종의 소방장갑에 대해 착탈 시험, 미세

기민성 시험, 중형 기민성 시험, 수공구 기민성 시험, 회

전력 시험을 시행하였고, 실험 결과 착탈 시험과 회전력

시험은 나머지 3종의 기민성 시험과는 분리되어 독립적

으로 평가되어야 함이 얻어졌다. 미세 기민성, 중형 기민

성, 수공구 기민성 시험의 경우 4종의 소방장갑 간 기민

성 차이가 변별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3종의 유사한

착용 테스트를 연속 수행하는 경우 시험 간 충분한 휴식

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2~5회 반복 시험에 의한 훈련 효과가 오히려 시험 오차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3종의 기민성 시

험법을 통합한 새로운 시험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ㅗ자형 수직/수평판에 3종류 크기의 볼트와 너트

를 이용한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현

행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장갑 시험 평가법(KFI, 2014)

에서는 건조 상태의 장갑 성능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결과 건조 상태보다 습윤 상태에서의 착용 성능

을 평가하는 것이 소방장갑의 기민성 평가에 효과적이

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안되는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은

건조와 습윤 상태 평가뿐만 아니라 양손이 물에 침수된

상태에서의 기민성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수조를

추가적으로 디자인하였다. 기존의 기민성 평가법들은 일

반 보호장갑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험법인 반면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통합형 기민성 시험법은 소방관들이 작업

중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작업(소형 물체 조

작, 중형 물체 조작, 공구 사용 등)을 하나의 시험 기기에

통합하여 소방관의 손 동작을 평가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험법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통합형 기민성 시험 장치를 실제 제

작하여 충분한 수의 현직 소방관들과 국내외 다양한 종

류의 소방장갑을 대상으로 본 통합형 시험법의 타당도

와 신뢰도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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