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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겨울 혹한기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야

외환경에서 한국군은 작전 및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데, 이와 같은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하여 체표

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동상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기동력과 동작기능성이 저하된다(Watkins, 
1984/1998). 혹한기 동안 최전방에서 임무 수행 및 훈련 

시 추위로 인해 군 장병들은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활

동성이 떨어져 비전투적 손실이 야기된다. 따라서, 군 

장병들의 생존 및 안전을 지키고 작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동계 방한 피복들이 지급되고 있다(Defen-
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ATQ], 2019b). 
동계 방한 피복은 전투복 위에 방한복과 기능성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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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내 · 외피를 입은 후에 임무 수행을 위한 각종 장구

류와 방한 도구를 착용함으로써 완성된다. 기능성 방

한복은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성과 

여러 겹을 겹쳐 입더라도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 않아

야 하는 동작기능성과 의복 내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여야 하는 인체쾌적성 등 기능성이 강조되는 의복

이다. 그러나 전투복 관련 연구(Choi et al., 2003: Kim et 
al., 2016)와 일반 방한복(Han, Han, Cho, Jung et al., 
2016; Han, Han, Cho, Koh et al., 2016; Jeong & Nam, 
2016)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특수목

적 용도의 기능성 방한복에 관한 연구는 희박하다. 기
능성 방한복은 특수지역에서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한국군 전원이 착용을 경

험하는 의복이 아니며, 겨울이라는 한정적 기간에 착

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군용물품에 비해 착용 

실태 및 사이즈 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낮게 인식

되어 왔다. 군 장병에게 있어서 피복류와 장구류가 효

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임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군 장병의 심

리적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Krueger, 
2012). 따라서, 기능성 방한복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기능성 방한복의 디자인 개선 및 패턴 개발

을 위해 현용 기능성 방한복의 착용 실태와 착용 만족

도를 조사하여 디자인과 기능성에 관한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향상된 군용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형상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시

하고자 한다.
 

II. 기능성방한복

1. 기능성 방한복의 특성

기능성 방한복은 혹한복이라고도 불리며, 군인들 

내에서는 슈퍼 깔깔이(슈깔), 녹색이어서 녹깔깔이

로도 불리기도 하는 일반 방한복 위에 착용하는 기능

성 방한복이다. 방한복은 착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방

한복, 설상복, 기능성 방한복, 스키복, 특수목적 방한

복 등으로 구분된다(DATQ, 2019a; Han, Han, Cho, Koh 
et al., 2016). 기능성 방한복은 방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피복류라는 점에서 일반 방한복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 방한복은 군 장병에게 모두 지급되는 일

반 군복에 해당하지만, 기능성 방한복은 GOP와 같은 

최전방 지역의 군부대, 특전사, 해병 등의 특정 부대에

만 보급되며, 상 · 하의 세트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

서 차별점을 가진다.
기능성 방한복의 적용 범위는 방한용 속옷, 내복, 목

토시, 안면 마스크 두건, 외피 상의, 내피 상의, 외피 하

의, 내피 하의 및 발열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Army 
Logistics Command, 2013). 기능성 방한복은 2005년 

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

기도 하였으나 2009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도에 최전방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DATQ, 2019b). 
기능성 방한복은 76%의 보온력을 가지고 있어 기존 

스키파카의 보온력이 65%의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

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Oh, 2010). 특히 기능

성 방한복은 등 부위에 발열체를 적용하여 탈부착형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해 6시간 동안 50~55°C의 발열

이 가능하여 방한 목적을 향상시킨 것이 주요 특징이

며, 발열체는 전도성 고분자 발열체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겉감은 가장 

질긴 나일론 원사를 사용하면서도 뻣뻣하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에어로 워싱(Airo Wa-
shing, 공기 세탁)’ 처리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향상된 

활동성을 제공한다. 또한 은사를 함유하고 있어 항균

과 보온기능이 향상되었다(Kim, 2010).
 
2.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특성

3군(육군, 해군, 공군)의 기능성 방한복은 특전사용

과 해병대용 기능성 방한복이나 일반 방한복과 달리 

하의 내피가 있어 상 · 하의 한 벌로 구성된 것이 특징

이다(Fig. 1).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합성섬유의 

외피와 보온을 위한 충전재로 구성되어있으며 충전재

의 고정을 위한 세로선의 퀼팅 라인과 단색으로 디자

인되었다. 상의의 경우에는 허리 부분 조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열체를 등 부위에 넣을 수 있도

록 설계되어있다. 하의의 경우에는 전투화를 신은 채

로 기능성 방한복을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옆선 

부위에 지퍼가 부착되어있으며 발목 부위에는 고무줄

과 스토퍼가 부착되어있어 발목둘레를 조절하여 외부 

공기가 옷 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 사이즈는 상의 11개, 하의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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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있다. 상의의 사이즈 규격표시는 ‘용도구

분-가슴둘레-키’로 표기되며 하의는 ‘용도구분–허리

둘레-키’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상의 M95대의 표기

는 ‘일반-가슴둘레 95 cm-키 175 cm’를 의미하며 하

의 M75대(M75L)의 경우에는 ‘일반-허리둘레 75 cm–
키 175 cm’를 의미한다(Army Logistics Command, 2013). 
<Table 1>‒<Table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국방규격

서(KDS 8415-4002)에 명시된 기능성 방한복의 호칭 

및 치수표는 다음과 같다(Army Logistics Command, 
2013). 상의 사이즈표에서는 가슴둘레/키, 가슴둘레와 

같이 인체치수 중 가슴둘레와 키를 사용하였으며, 재
킷길이, 밑단둘레, 화장, 소맷단둘레, 칼라높이, 칼라

둘레 등 7개의 제품 치수로 구성되어있어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의는 허리둘레/키,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와 같이 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무
릎둘레와 같이 4개의 인체치수를 바탕으로 바지길이, 

a. Jacket: front side b. Jacket: back side c. Pants: front side d. Pants: back side

Fig. 1.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flat sketches.

 Size
Body 
measurements

M85S M90M M90XL M95L M95XL M100M M100XL M105L S110XL S115XL S120XL

Bust 
circumference/

height

85.0/
165.0

90.0/
170.0

90.0/
180.0

95.0/
175.0

95.0/
185.0

100.0/
170.0

100.0/
180.0

105.0/
175.0

110.0/
185.0

115.0/
180.0

120.0/
190.0

Jacket length 66.0 67.5 72.5 70.0 75.0 68.0 73.0 70.5 75.5 73.5 77.5

Chest 
circumference 111.0 116.0 117.0 122.0 123.0 127.0 128.0 133.0 139.0 144.0 149.0

Hem 
circumference 105.0 110.0 111.0 116.0 117.0 122.0 122.0 127.0 133.0 137.0 144.0

Sleeve length 
from cervical 48.0 49.0 50.0 51.0 52.0 51.0 52.0 53.0 54.0 55.0 56.5

Sleeve 
circumference

(1/2)
58.5 59.5 64.0 61.0 65.0 59.0 64.0 60.5 65.5 64.5 66.5

Sleeve hem 
circumference

(1/2)
26.0 27.0 27.0 28.5 29.0 30.0 30.0 31.0 32.0 33.0 34.0

Collar height 10.0 10.0 10.5 10.5 10.5 11.0 11.0 11.5 12.5 12.5 13.0

Collar 
circumference 51.5 52.5 53.0 54.0 54.0 55.5 55.5 56.5 57.5 59.0 60.0

Table 1. Functional inner winter jacket size chart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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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길이, 앞밑위길이, 뒤밑위길이, 앞중심 지퍼길이, 
밑단 옆선 지퍼길이, 밑단둘레 등 7개의 제품 치수가 

더해져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3>에서 나타나는 품목별 사이즈 호칭 대응

표를 보면 상의는 11개이며 하의는 12개이기 때문에 

전 사이즈에서 사이즈가 고르게 매칭되는 것이 아니

라, 가슴둘레 100~105구간의 3개 사이즈에서는 하의 

중 엉덩이둘레 80~85구간의 4개 사이즈와 대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전투복 대비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호칭 대응에 대

한 적용 대상 범위가 넓으므로 체계적 평가를 위해 기

능성 방한복 내피의 착용 사이즈의 범위를 제한하여 

착용 실험을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7차 

인체치수 조사사업(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Item Size

Jacket M85S M90M M90XL M95L M95XL M100M M100XL M105L S110XL S115XL S120XL

Pants M65S M70L M75M M75L M75XL M80L M80XL M85M M85XL M90L S95XL S100XL

Table 3. Size match between functional inner winter jacket and pants 

 Size
Body 
measurements

M65S M70L M75M M75L M75XL M80L M80XL M85M M85XL M90L S95XL S100XL

Waist 
circumference/ 

height

65.0/
165.0

70.0/
175.0

75.0/
170.0

75.0/
175.0

75.0/
180.0

80.0/
175.0

80.0/
185.0

85.0/
170.0

85.0/
180.0

90.0/
175.0

95.0/
185.0

100.0/
190.0

Waist 
circumference 64.0 68.0 72.0 72.0 72.0 76.0 76.0 80.0 80.0 84.0 88.0 92.0

Hip 
circumference 109.0 112.0 115.0 115.0 115.0 118.0 118.0 121.0 121.0 124.0 127.0 131.0

Hem 
circumference 23.0 23.0 23.5 23.5 23.5 24.0 24.0 24.5 24.5 25.0 25.5 26.0

Pants length 91.0 96.0 93.0 96.0 99.0 96.0 103.0 93.0 100.0 96.0 104.0 107.0

Inseam length 64.5 68.0 66.5 68.5 70.5 68.5 74.5 66.5 71.5 68.5 74.5 76.5

Thigh 
circumference

(1/2)
33.0 33.5 34.0 34.0 34.0 35.0 35.0 36.0 36.0 37.0 38.0 39.0

Knee 
circumference 

(1/2)
23.5 24.0 24.5 25.0 25.0 25.5 25.5 26.0 26.0 26.5 27.0 27.5

Front crotch 
length 28.5 29.0 29.0 29.5 30.5 29.5 31.0 29.0 31.0 30.0 31.5 32.5

Back crotch 
length 48.2 48.9 48.9 49.5 50.7 49.5 51.3 48.9 52.4 51.2 53.0 54.2

Front zipper 
length 21.0 22.5 21.5 22.5 22.5 22.5 23.5 21.5 22.5 22.5 24.5 25.0

Side zipper 
length 39.0 40.0 39.0 40.0 41.0 40.0 42.5 39.0 41.0 40.0 42.5 43.5

Table 2. Functional inner winter pants size chart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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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KATS], 2015) 중 군인 참여자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SPSS Statistics 21.0, IBM Ltd.)을 통해 기준 

사이즈를 선정하였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 착용 실태는 일반적인 착용 실

태와 의복 착용에 따른 착용 만족도로 구분하여 적용

하였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일반적인 착용 실태는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강원도 인

제군에 위치한 군부대 소속 61명과 안양시 수도군단 

45명으로 구성된 총 10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

며, 106명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착용 

만족도에 관한 설문의 연구참여자는 강원도 인제군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며 기준 사이즈에 해당하는 군 

장병 60명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현용 기능성 방

한복 내피를 착용하게 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준 

사이즈는 키 172.5~177.5 cm, 가슴둘레 92.5~97.5 cm, 
허리둘레 72.5~77.5 cm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상의 

M95L, 하의 M75L 사이즈의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지

급하였다(Table 4). 착용 기간은 2017년 2월 7일에서 3
월 17일까지로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현용 기능성 방

한복 내피를 2주간 매일, 1일 6시간 이상 착용하게 한 

후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0매로서 응답이 불성실한 8매를 제외한 52
매를 기술 통계분석(SPSS Statistics 21.0, IBM Ltd.)에 

사용하였다.
사이즈 체계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6차 인체

치수 조사사업(KATS, 2014)의 인체측정 데이터 중 군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19~59세 남성 2,865명의 인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2. 조사내용

착용 실태에 관한 설문은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

의 착용 목적, 지급 실태, 레이어링 실태, 관리 등에 관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착용 

목적과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착용할 때 레이어링하

는 의복에 관한 설문에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내피 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지급 형태와 사이즈 선택 기준에 관하여 선택형 설

문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탁 관리에 관한 선택

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착용 만족도에 관한 설문의 문항은 일반적 사항, 착

탈편의성, 내피 착용, 치수적합성, 동작적합성, 형태

적합성, 보온성과 관리 및 성능 관련 문항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평
가 이후 군부대 방문하여 군 장병 심층 면접을 통해 리

커트 척도로 부족한 부분 및 기타의견을 반영하였다. 
착탈편의성 관련 문항은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평

상시에 입고 벗을 때의 편의성에 관한 문항으로 각 의

복 품목에 따라 1점 ‘매우 불편함’, 2점 ‘불편함‘, 3점 

‘조금 불편함’, 4점 ‘보통’, 5점 ‘조금 편함’, 6점 ‘편함’, 
7점 ‘매우 편함’을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치수적합성에 관해서는 전투복과 일반 방한복의 

착용 실태에 관련된 연구(Han, Han, Cho, Jung et al., 
2016; Han, Han, Cho, Koh et al., 2016; Jeong & Nam, 
2016; Kim et al., 2016)를 참고하여 상의는 칼라, 재킷, 
소매, 앞품 그리고 뒤품 등의 길이 관련 5개 항목과 가

슴, 밑단, 목, 팔 등 6개의 둘레 관련 항목, 어깨너비와 

전체적인 맞음새 등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
의에 관련해서는 밑위길이, 지퍼길이, 바지길이 등 5
개의 길이 항목과 허리, 엉덩이, 밑위, 허벅지, 무릎, 종
아리 등 6개의 둘레 관련 항목과 전체적 맞음새를 질문

하는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위별 치수적합

성에 대한 문항에서 적합한 정도는 7점 척도로 1점 ‘매
우 작다(짧다/낮다)’, 2점 작다(짧다/낮다)’, 3점 ‘약간 

작다(짧다/낮다)’, 4점 ‘적당하다’, 5점 ‘약간 크다(길
다/높다)’, 6점 ‘크다(길다/높다)’와 7점 ‘매우 크다(길
다/높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동작적합성에 관해서는 동작 범위(ROM; Range of 

Motion)를 고려한 선행연구(Choi et al., 2003; Jeong & 
Nam, 2016; Lee et al., 2012)를 참고하여 상의 평가를 

위해서 선 자세, 목 동작 관련 3개 항목, 팔 동작 관련 

2개 항목, 허리 동작 관련 항목 등 7개의 동작 관련 항목

Body measurements Uniform size

Height Che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Jacket Pants

172.5-177.5 cm 92.5-97.5 cm 72.5-77.5 cm M95L M75L

Table 4. Body measurement and supplied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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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였고, 하의 평가를 위해서 선 자세, 다리 동

작 관련 2개 항목, 허리 동작 관련 2개 항목, 무릎 동작 

관련 2개 항목 등 7개의 동작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평가는 각 의복 품목에 따라 1점 ‘매우 불편함’, 2
점 ‘불편함’, 3점 ‘조금 불편함’, 4점 ‘보통’, 5점 ‘조금 

편함’, 6점 ‘편함’, 7점 ‘매우 편함’을 선택하게 하였다.
보온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상의의 목, 몸통, 팔

의 3개 부위와 하의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의 3개 부

위를 위주로 1점 ‘매우 추움’, 2점 ‘추움’, 3점 ‘조금 추

움’, 4점 ‘보통’, 5점 ‘조금 더움’, 6점 ‘더움’, 7점 ‘매우 

더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 소재 특성

현용 기능성 방한복 소재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겉감

의 경우 나일론 100%가 사용되었으며 중량은 68g/m2, 
밀도는 187×103(course×wale)이다. 보온을 위해 사용

되는 충전재는 폴리에스터 100%의 PAD Type이 사용

되었고 중량은 194.0g/m2로 평균 85.2%의 보온성을 

지니고 있다.
 
2. 연구참여자 체형 분석

7차 인체치수 조사사업(KATS, 2015) 중 현재 군 복

무 중인 참여자는 총 641명이었으며,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20~50대로서 이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는 20대와 30대였다. 연령대별 인원은 20대 333명, 30
대 237명, 40대 54명, 50대 1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령대별 인체 데이터는 <Table 5>와 같다. 인체 데이

터를 비교하기 위해 ANOVA 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

을 시행한 결과,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화장에서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의 경우 2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대, 40대, 
50대의 순서대로 키가 점차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슴둘레와 배꼽수준허리둘레에서는 30대, 40
대, 50대의 사이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
대의 경우 나머지 연령대보다 허리가 가늘게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소매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화장은 키

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20~30대, 40대, 50대의 순서로 

짧아지고 있었으며 20대와 30대는 집단 간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키는 큰 

편이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가늘고 팔은 긴 체형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키, 가슴둘레, 배꼽수준허

리둘레, 화장 등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바, 기준 사

이즈를 정하여 착의평가를 시행할 때 연령의 제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착의평가 

피험자의 경우 경계근무, 보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을 선정해야 했기에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20대로 피험자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7차 인체치수 조사사업(KATS, 2015)에서 나타난 20~ 
29세 군인의 평균 키 173.4 cm, 평균 가슴둘레 95.4 cm
의 인체치수에 근거하여 전투복 상의 기준 사이즈는 

90-173-M과 95-173-M으로 정하였으며, 하의 사이즈

는 70-173-M, 75-173-M을 기준 사이즈로 정하였다. 그
러므로 이에 대응하는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호칭인 상

의 M95대, 하의 M75대를 기준 사이즈로 설정하였다.
 
3.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착용 조건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착용 기간은 2017년 2월 7일
에서 3월 17일까지로, 착용 기간 중 측정된 평균 기온

　 20s
(n = 338)

30s
(n = 237)

40s
(n = 54)

50s
(n = 12) F-value

Height 173.4 173.2 170.7 169.5  5.4*

Chest circumference 95.4 100.2 99.0 98.4 26.5*

Waist circumference 83.3 88.4 87.4 89.6 18.2*

Hip circumference 96.4 98.5 96.7 97.0  6.3*

Sleeve length from cervical 81.2 81.1 79.8 79.6  3.9*

*p≤.05

Table 5. Average comparison of soldier body data by age group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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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저 ‒10.2°C에서 최고 9°C였으며, 평균 풍속은 최

저 1.9m/s, 최고 5.0m/s였다. 1일 평균 착용 시간은 6.54
시간이었고, 세탁 주기는 주 1회였다. 최고/최저 기온

의 변화는 <Table 6>과 같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20~ 
29세의 군인으로 평균 연령이 21.1세로 나타났다. 지
급된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전투복 상의 90-173-M, 
95-173-M에 대응하여 기능성 방한복 내피 상의 M95
대가 지급되었으며, 전투복 하의 70-173-M, 75-173-M
에 대응하여 기능성 방한복 내피 하의 M75대가 지급

되었다(Table 7). 
 
4.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 관련 착용 실태조사 

결과

1) 기능성 방한복 착용 목적

착용 목적에 관한 경우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

한 결과, 경계근무 시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주로 착용

한다는 것이 106명 중 75명(70.8%)으로 가장 높은 응

답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평상시 보온을 위하

여 106명 중 59명(44.3%)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보초 39명(36.8%), 제설작업 36명
(34.0%), 훈련 23명(22.6%), 기타 6명(5.62%) 순으로 착

용 목적을 나타내었다(Fig. 2). 기타의견으로는 작업, 
순찰 등을 위해 착용되고 있었다. 기능성 방한복의 착

용 목적에서 경계근무, 보초 등으로 주로 착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동작 범위가 비교적 적은 동작에서도 

보온 및 방한의 기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능성 방한복의 착용 시기에는 온도가 낮은 추운 

날씨가 많아 평상시 보온용으로 기능성 방한복 내피

의 착용을 착용하고 있어 작전 수행 및 훈련의 목적만

이 아니라 일상복으로서 착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및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2)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지급 실태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지급 현황은 부대에 따라 공

동 지급과 개별 지급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었다

(Fig. 3). 조사인원 중 62명(58.5%)은 기능성 내피를 개

별로 받아 1인이 1세트의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37명(34.9%)은 공동 지급을 받아 1세
트를 공동으로 착용하고 있었다. 기타(7명, 6.6%)는 헌 

옷을 물려받거나 상의만 받고 있었다.
개별적으로 내피를 지급받을 때 사이즈를 선택하

는 기준은 눈대중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24명(39.0%)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Fig. 4). 다음으로 키

(14명, 23.0%), 가슴둘레(9명, 14.0%)와 같은 본인의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자기 신체 치수와 

기능성 방한복 내피 치수표를 대조하여 선택하는 경

우는 8명(13.0%)이었고 5명(8.0%)은 기능성 외피 사

이즈와 동일하게 선택하고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자신의 치수보다 한 사이즈 크게 선택하는 예도 있었

다. 군 장병들은 자신의 신체 치수를 인식하는 데 있어

서 가슴둘레보다는 키를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 높았

Period
Temperature (°C) Wind speed (m/s)

Min. Max. Min. Max.

1st February 7-February 20, 2017 ‒10.2 3.6 2.1 5.0

2nd February 21-March 6, 2017 ‒6.6 6.6 1.9 4.0

3rd March 7-March 17, 2017 ‒6.0 9.0 2.2 4.5

The average length of time to wear Washing cycle

6.54 hours/day Once a week

Table 6. Fitting conditions

Item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Combat uniform

Jacket M95L
90-173-M

95-173-M

Pants M75L
70-173-M

75-173-M

Table 7. Size correspondence between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and combat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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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키, 가슴둘레 등과 자기 신체 치수를 인식하고 고

르는 경우는 총합 28명으로 눈대중으로 대충 선택하

는 경우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여, 군 장병들이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맞음새

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

층 면접에서 기능성 방한복 내피가 개별로 지급되기

는 하지만 개인 피복이 아니라 전역 시 반납해야 하는 

품목이며 각 부대가 보유한 사이즈 내에서 지급받기 

Unit: %

5.6

70.8

36.8

34.0

22.6

44.3

0 10 20 30 40 50 60 70 80

Etc.

Boder work

Sentry

Traning

Snow remval

Usual warmth

Fig. 2. Wearing purpose of functional winter uniform.

Unit: %

6.6

58.5

34.9

0 10 20 30 40 50 60 70

Etc.

Common supply

Individual supply

Fig. 3. Supply status of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Unit: %

3.0

8.0

38.0

23.0

14.0

13.0

0 5 10 15 20 25 30 35 40

Etc.

Same size with outer

By sight

By height circumference

By bust circumference

By size chart

Fig. 4. Size selection of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by individua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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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의 신체 치수에 맞게 내피를 입는다는 것

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공동으로 내피를 지급받을 때 사이즈를 선택하는 

기준 중 대 본인에게 잘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 본인

의 신체 치수보다 한 사이즈를 크게 선택하는 것(18명, 
48.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5). 다음으로 신체 

치수에 적합한 내피 사이즈를 기억하여 선택하는 경

우는 10명(27.0%)이었으며, 외피 사이즈에 적합한 내

피 사이즈를 기억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4명(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지급의 경우에는 기능성 방한

복 내피 사이즈의 선택폭이 작으므로 자신의 치수 대

비 큰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착용 레이어링 실태

기능성 방한복 내피 착용 시 속에 착용하는 군복 복

종의 설문결과는 <Fig. 6>과 같다. 전투복은 필수 착

용 복종이므로 전투복 착용자 수를 기준으로 상대적

으로 비교하면 상의의 경우 언더셔츠 82.2%, 내복 상

의 73.3%, 하의의 경우 팬티 100.0%, 내복 하의 95.4%
로 내복의 착용 빈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내복 하의는 

Unit: %

11.0

2.0

49.0

11.0

27.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Etc.

One size smaller

One size bigger

Compare with other size

By body measurement

Fig. 5. Size selection of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by common supply.

Unit: %

10.4

15.6

100.0

73.3

82.2

0 20 40 60 80 100

Millitary winter jacket

Millitary inner winter jacket

Combat jacket

Thermal underwear shirt

Under shirt

a. Top uniform

Unit: %

100.0

95.4

100.0

0 20 40 60 80 100 120

Combat pants

Thermal underwear pants

Boxer

b. Bottom uniform

Fig. 6. Clothes layering under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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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일반 군복 중 유일한 방한복이므로 착용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땀으로 내복 등이 젖게 되

면 오히려 한기를 더 느끼고 팔이나 무릎을 굽히는 자

세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복을 착용하지 않

는다는 설문결과도 있었다. 특히, 하의의 경우에는 상

체가 주로 추위를 체감되는 부위로 인식하고 있어 상

의가 따뜻하면 하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

하는 의견도 있었다. 기능성 방한복을 착용하는 경우 

상의에서 일반 방한복인 방상내피와 방상외피의 경우 

각각 15.6%, 10.4%로 착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투복 위에 바로 기능

성 방한복 내피를 입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적인 병사들의 군복 착용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심층 면접 시 병사 대부분이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므

로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입을 경우 방상내피와 방상

외피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그 이유로 파

악된다.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복의 레이어링 시스템은 

겨울철 일반 군복 착용 순서에 따라 상의의 경우 러닝

셔츠, 내복 상의, 전투복 상의, 방한용 상의 내피(방상

내피), 방한용 상의 외피(방상외피)를 착용한 후, 기능

성 방한복 내피 상의를 입게 되고, 하의의 경우 팬티, 
내복 하의, 전투복 하의를 착용한 후, 기능성 방한복 내

피 하의를 입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 면접의 

결과, 이와 관련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레이어링 시

스템은 군 장병들의 편의에 따라 조절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투복은 규정상 필수적으로 착용하지

만, 편의를 위해 내복, 방상내 · 외피 등을 입지 않고 

착용하는 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레이어링 시스

템에 관하여 재착의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전투복과 

일반 방한복 외피를 착용하지 않고 ‘겨울 내의-일반 방

한복 내피-기능성 방한복 내피-기능성 방한복 외피 

상의’만을 착용하였을 때 전투효율성에 대한 응답은 

<Table 8>에 나타난 것처럼 전투효율성이 ‘증대되었

다’라는 응답이 32명, ‘증대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33명으로 나타나 레이어링 변화에 따른 전투효율성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투효율성이 ‘증대되

었다’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투복과 

방한복 외피 상의를 입지 않아 활동편의성이 높아졌

다(38.0%)는 응답과 보온성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좋

아졌다(32.0%)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외에 부피, 중량

이 감소(18.0%), 땀 배출이 잘되어 보온성 유지에 도움

(12.0%)을 주어 전투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의견이 있

었다(Fig. 7).
 
4)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세탁 관리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관리 정도에서는 전체의 89.5%
가 냉수에 세탁하고 있으며 73.46%가 자연건조를 실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Fig. 9). 땀과 먼지 등

에 오염된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충전재나 원단 성능

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세탁 온도와 건조 방법

을 공지하고 취급 주의 라벨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온

수 세탁과 건조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온수 세탁과 건조기 사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Response Improved combat efficiency

Yes 32

No 33

Non-response 5

Total 70

Table. 8. Combat efficiency without combat uniform & 
functional winter uniform           Uunit: Person

Unit: %

32.0

12.0

38.0

18.0

0 5 10 15 20 25 30 35 40

Insulation ability

Sweat ventilation

Activities convenience

Volume, weight reduction

Fig. 7. Improved factors of comba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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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심지어 심층 면접에서 기능성 방한복은 공동 관

리 품목으로 개인이 책임지고 세탁하는 것이 아니어

서 겨울철 중에 세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
능성 방한복의 경우 세탁 등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

루어지지 않으면 피복 자체의 보온성 효율을 기대하

기 어려운 품목이다. 따라서,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성

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군복 관리 방법

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5.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 관련 착용 만족도 

조사결과

1) 착탈편의성

군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착용 

방법은 전투복과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능성 

방한복을 착용하는 것이다. 군 권고사항과 동일한 상

태에서 기능성 방한복 내피 착탈 시 편안한 정도를 묻

는 문항에서 편안한 정도는 상의는 평균 5.14점, 하의 

평균 4.97점을 받아 ‘보통’과 ‘조금 편함’의 응답이 많

았다(Table 9). 불편한 기능이나 부위를 묻는 심층 면

접에서는 하의의 경우 착탈의를 돕기 위한 바지 밑단 

옆선 지퍼길이가 짧아 전투화를 신은 채로 하의를 착

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의복 착

용 관련 지침서에 따르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하는 군 

업무 특성상 전투복 하의를 입고 전투화를 착용한 상

태에서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착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기동성과 보온성을 위해 기능성 방한복을 미리 전투

복 하의 속에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

능성 방한복 내피 하의의 바지 밑단둘레가 넓어 전투

복 하의와 함께 밑단둘레에 고무링을 끼우는 통상의 

방식으로 착의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밑단둘레를 줄

여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2) 치수적합성

기능성 방한복 내피 상의의 치수적합성은 각 항목

에서 4점대를 기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Table 10). 하의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

당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바지길이는 짧게, 허리둘레

는 작다고 느끼고 있었다. 면접조사에서는 하의의 밑

위길이가 길고 전체적인 맞음새가 약간 크다는 의견

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서처럼 병사들은 적극적으

로 슬림핏(slim-fit)의 하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
부분의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공동 지급 품목으로 개

인의 치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치수적합

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3) 동작적합성

기능성 방한복 내피를 착용하고 임무 수행 중 취한 

동작에서 편한 정도에 대한 평가는 항목 대부분에서 

5점대를 기록하고 있어 ‘조금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그 외 상의의 양팔을 

Item　 Mean S.D.

Jacket 5.14 1.21

Pants 4.97 1.23

Table 9. Clothing convenience                                                         N = 52

Fig. 8. Washing temperature.

                

Fig. 9. Dry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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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세에서나 하의의 다리 벌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는 ‘보통이다(4점)’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허
리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는 ‘편안하다(6점)’고 응답

하였는데 심층 면접에서 기능성 방한복 내피 하의의 허

리나 엉덩이 부분의 여유가 많으므로 해당 자세가 다

른 자세에 비해 동작에 영향을 잘 받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심층 면접에서 군 장병 스스로가 군

복의 레이어링 피복 수가 많아짐에 따른 동작 시 불편

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어느 정도의 압박감은 

‘편함’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온성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보온성

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상의와 하의 모두 ‘보통’이라 응

답하여 보온성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2). 상의에서는 몸통이나 팔 부위

에 비해 목 부위에서 평균값이 낮게 나오는 결과를 보

였으며, 심층 면접에서 칼라의 높이가 낮아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칼라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동량이 큰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보온성을 위해 외부 공기 유입이 차단된 기능성 방한

복 내피의 특성으로 속에 땀에 젖은 언더웨어, 내복, 전
투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심한 추

위를 느낀다는 의견이 많아 보온성 만족감에 대한 이

중성을 나타냈다. 특히, 안칼라 부위에는 땀에 젖었을 

때 추위를 강하게 느끼며, 쉽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소

            Item
   Posture

Jacket (N = 52)             Item
   Posture

Pants (N = 41)
Mean S.D. Mean S.D.

Stand 5.29 1.08 Stand 5.26 1.19 
Neck ventral flexion 5.10 1.17 Leg spread from ventral to dorsal 4.86 1.26 
Neck dorsal flexion 5.02 1.07 Leg lateral spread 4.86 1.28 
Neck lateral flexion 5.16 1.11 Torso flexion 4.91 1.13 

Shoulder flexion 180° 4.91 1.18 Waist flexion to dorsal 6.03 1.90 
Right shoulder flexion 180° 5.00 1.14 Sit on chair 5.26 1.13 

Torso flexion 5.02 1.13 Kneeling 4.95 1.26 

Table 11. Movement appropriateness of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Measurements
Jacket (N = 52)

Measurements
Pants (N = 52)

Mean S.D. Mean S.D.
Collar height 4.07 .62 Crotch length 4.00 .32 
Jacket length 4.12 .38 CF zipper length 4.03 .37 

Sleeve length 4.18 .47 Cut-line height
(Back of knees) 4.02 .44 

Chest circumference 4.09 .39 Pants length 3.93 .49 
Bottom circumference 4.12 .46 Waist circumference 3.98 .39 
Neck circumference 4.09 .54 Hip circumference 4.07 .37

Armscye Circumference 4.14 .48 Crotch circumference 4.16 .45 
Upper arm circumference 4.04 .44 Thigh circumference 4.05 .48

Wrist circumference 4.10 .45 Knee circumference 4.05 .29 
Shoulder width 4.10 .55 Calf circumference 4.05 .39 
Front interscye 4.09 .34 Leg zipper length 4.12 .46 
Back interscye 4.16 .45 Total fitting 4.02 .23 

Total fitting 4.10 .31 - - -

Table 10. Size appropriateness of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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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의의 경

우에는 기능성 방한복 아래에는 내복과 전투복만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방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

성 방한복 내피를 전투복 하의 속에 착용한다는 의견

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 하의 보온성을 위한 추가적

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5) 형태적합성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디자인 및 형태에 대한 만족

도는 주머니 위치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심층 면접에서는 

디자인, 색상, 소재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는데, 디자

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부피감이 있는 디자

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착용하기가 꺼려진다고 하였

다. 또한 단색이며 퀼팅 형태로 인해 내피로밖에 착용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기능성 방

한복 외피와 세트 품목으로 보초, 경계근무 등 특수업

무 용도로 착용되는데 일반 군 생활에서 기능성 방한

복 내피만 단독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

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에도 전투복을 

착용한 후에는 내피와 외피를 입었을 때 소맷단의 고

무밴드가 너무 조여서 눌리고 불편하므로 고무밴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피의 상의길이

가 전투복보다 길게 제작되었으면 하는 의견과 소매 

부위에 스트레치 원단을 적용하여 활동성을 높여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지 앞중심 플라켓의 지퍼

길이가 현재보다 길어져 착탈에 용이하도록 제작해달

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바지 주머니의 지퍼는 잘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퍼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바지 밑단 옆선 지퍼길이가 짧아 착탈

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바지 밑단 옆선 지퍼길이를 

Items
Formative appropriateness

Mean S.D.

Jacket

Design 4.31 1.39

Color 4.41 1.32 

Fabric 4.71 1.21 

Pocket position 5.00 1.20 

Pocket size 4.95 1.21 

Pocket inside 4.81 1.19 

Pants

Design 4.38 1.31 

Color 4.40 1.24 

Fabric 4.83 1.06 

Pocket position 4.95 1.07 

Pocket size 4.86 1.16 

Table 13. Formative appropriateness                                                    N = 52

Measurements
Heat reservance

Mean S.D.

Jacket

Neck 5.00 1.25 

Body 5.26 1.15 

Arm 5.31  1.08 

Pants

Hip 5.17 1.14 

Thigh 5.17 1.13 

Calf 5.16 1.17 

Table 12. Heat reservance of functional inner winter uniform                                 N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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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공동 지급 품

목으로 분류되는 부대에서는 인식표를 개별 부착할 

수 없으므로 내피만 착용한 상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대 마크, 이름표 등을 부착할 수 있는 벨크로가 부착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6. 현용 기능성 방한복의 사이즈 분포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 상의의 사이즈 체계의 적합

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6차 인체치수 조사사업(KATS, 
2014)의 19~59세 남성 인체 데이터 중 기능성 방한복 

내피 상의의 주요 치수 항목인 키와 가슴둘레 항목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해당 연구 기간 동

안 7차 데이터의 남성 인체 데이터의 분석이 완료되

지 못한 시점이었기에 사이즈 분포를 위해서는 6차 데

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4>는 키와 가슴

둘레에 따른 상의의 사이즈 분포의 빈도분석표이며 

<Table 15>는 키와 허리둘레에 관련된 사이즈의 빈도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4>‒<Table 15>에서 이

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생산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으며 상의 11개, 하의 12개
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핵심 치수는 

생산 사이즈에 근접하여 키를 기준으로 하여 한 단계 

작은 인체치수를 커버한다는 개념으로 설정된 치수로

서 표에서 빗금으로 표시되어있다. 그 외 표에서 음영

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양한 군인의 인체치수를 커버

하기 위해서 각 생산 호칭으로 착용할 수 있는 확장 치

수이다. 본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치수와 확장 치

수의 개념은 국방규격서(KDS 8415-4002)에 기준으

로 하여 적용하였다(Army Logistics Command, 2013).
키와 가슴둘레의 교차분석 결과, Pearson 카이제곱

의 값이 192.07이며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적정 사이

　
Chest circumference

Total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5

H
e
I
g
h
t

150 　
　

　
　 1/0.03 1/0.03 2/0.07 　

　
　
　

　
　

　
　

　
　

　
　

　
　 4/0.14

155 　
　 3/0.10 8/0.28 8/0.28 5/0.17 4/0.14 　

　
　
　

　
　

　
　

　
　

　
　 28/0.98

160 　
　 5/0.17 23/0.80 43/1.50 56/1.95 28/0.98 4/0.14 1/0.03 　

　
　
　

　
　

　
　 160/5.58

165 2/0.07 13/0.45 51/1.78 153/5.34 165/5.76 101/3.53 27/0.94 8/0.28 　
　

　
　

　
　

　
　 520/18.15

170 　
　 20/0.70 81/2.83 218/7.61 271/9.46 169/5.90 83/2.90 13/0.45 7/0.24 1/0.03 1/0.03 　

　 864/30.16

175 　
　 4/0.14 63/2.20 186/6.49 242/8.45 178/6.21 87/3.04 33/1.15 6/0.21 　

　 1/0.03 1/0.03 801/27.96

180 　
　 3/0.10 22/0.77 82/2.86 97/3.39 103/3.60 50/1.75 18/0.63 4/0.14 2/0.07 　

　
　
　 381/13.30

185 　
　 2/0.07 1/0.03 18/0.63 27/0.94 26/0.91 13/0.45 7/0.24 3/0.10 　

　
　
　

　
　 97/3.39

190 　
　

　
　

　
　 1/0.03 2/0.07 4/0.14 1/0.03 0/0.00 　

　 0/0.00 　
　

　
　 8/0.28

195 　
　

　
　

　
　 2/0.07 　

　
　
　

　
　

　
　

　
　

　
　

　
　

　
　 2/0.07

Total 2/0.07 50/1.75 250/8.73 712/24.85 867/30.26 613/21.40 265/9.25 80/2.79 20/0.70 3/0.10 2/0.07 1/0.03 2,865/100.00

χ2 (p) 192.07 (.000)

Functional inner winter jacket production size: italics
Cover-able core size: oblique + bold border
Cover-able expansion size: shading

Table 14. Subject distribution by body measurement items of functional inner winter jacket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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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착의시키기 위해서는 키와 가슴둘레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상의 생산 치수의 커버율은 

34.56%이며 핵심 치수를 포함한 사이즈는 73.52%로 

커버율이 상승한다. 확장 치수의 커버율은 95.17%를 

나타내고 있어 확장 치수까지 적용했을 때 높은 커버

율을 보인다. 이에 비해, 하의는 제품 치수에 사용되는 

키와 허리둘레의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의 값이 

117.78이며 유의확률이 .46의 값을 보여 키와 허리둘

레는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제품 사이즈 체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키와 

허리둘레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하의 생산 치수의 커버율은 35.97%이며 

핵심 치수를 포함하면 61.62%로 상의의 핵심 치수 커

버율보다 비교적 낮은 커버율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확장 치수 역시 91.87%로 상의의 확장 

치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주요 치수 항목 호칭별 피험

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

정한 공기층을 형성해야 하는 원리를 고려하면 생산 

호칭에 따른 커버율이 높아야 하지만, 생산 호칭의 상

의 커버율은 34.56%이며 하의 커버율은 35.97%에 불

과하다. 또한, 핵심 치수 커버율 생산 치수의 커버율보

다 높은 구간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생산 치수 설정 및 

범위 지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 

치수는 근접한 작은 인체치수의 피험자를 커버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치수 체계이며 모든 군인 치수를 커

버하기 위해 피험자 분포가 높은 구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치수 체계를 설계하였기에 생산 호칭 개수

가 많아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버율의 효율성 역시 낮아 사

　 Waist circumference
Total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35 140

H
e
I
g
h
t

150 　
　

　
　

　
　 1/0.03 1/0.03 1/0.03 　

　 1/0.03 　
　

　
　

　
　

　
　

　
　

　
　 4/0.14

155 1/0.03 　
　 2/0.07 6/0.21 6/0.21 9/0.31 3/0.10 1/0.03 　

　
　
　

　
　

　
　

　
　

　
　 28/0.98

160 1/0.03 7/0.24 7/0.24 26/0.91 28/0.98 38/1.33 36/1.26 8/0.28 8/0.28 　
　 1/0.03 　

　
　
　

　
　 160/5.58

165 4/0.14 18/0.63 44/1.54 80/2.79 119/4.15 113/3.94 80/2.79 44/1.54 12/0.42 4/0.14 2/0.07 　
　

　
　

　
　 520/18.15

170 1/0.03 22/0.77 104/3.63 170/5.93 161/5.62 168/5.86 130/4.54 71/2.48 27/0.94 5/0.17 3/0.10 1/0.03 1/0.03 　
　 864/30.16

175 1/0.03 16/0.56 84/2.93 153/5.34 161/5.62 164/5.72 109/3.80 63/2.20 27/0.94 16/0.56 3/0.10 3/0.10 　
　 1/0.03 801/27.96

180 1/0.03 7/0.24 50/1.75 69/2.41 82/2.86 64/2.23 45/1.57 36/1.26 17/0.59 8/0.28 1/0.03 1/0.03 　
　

　
　 381/13.30

185 　
　 1/0.03 8/0.28 21/0.73 19/0.66 17/0.59 8/0.28 15/0.52 4/0.14 3/0.10 1/0.03 　

　
　
　

　
　 97/3.39

190 　
　

　
　

　
　 2/0.07 3/0.10 1/0.03 1/0.03 1/0.03 0/0.00 　

　
　
　

　
　

　
　

　
　 8/0.28

195 　
　

　
　

　
　

　
　 2/0.07 　

　
　
　

　
　

　
　

　
　

　
　

　
　

　
　

　
　 2/0.07

Total 9/
0.31

71/
2.48

299/
10.44

528/
18.43

582/
20.31

575/
20.07

412/
14.38

240/
8.38

95/
3.32

36
/1.26

11/
0.38

5/
0.17

1/
0.03

1/
0.03

2865/
100.00

χ 2 (p) 117.78 (.46)

Functional inner winter pants production size: italics
Cover-able core size: oblique + bold border
Cover-able expansion size: shading

Table 15. Subject distribution by body measurement items of functional inner winter pants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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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체계에 관한 추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고 보인다.
 

V. 결론및제언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일반 방한복 위 외피 겉에 그

리고 기능성 방한복 외피 안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우

리나라의 최전방에서 절기보다 긴 겨울을 견뎌야 하

는 군인들을 보호해 줄 매우 중요한 방한 피복류이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경계근무와 같은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 활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도 많이 착용되고 있었다. 또한 기능성 방한복 내피 아

래 입는 의복의 경우는 군부대에서 고지하고 있는 방

식 외에도 레이어링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 의복을 제

외하고 입는 등 개인의 편의에 따라 레이어링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지

급은 부대별로 개별 지급이나 공동 지급의 형태를 띠

고 있었으며, 자기 신체를 기준으로 하여 착용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공동 착용 품목이라는 제

한점으로 인해 자신에 신체에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

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세탁 관리로 

이어져 본인이 책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

여 권장되는 세탁 방법을 잘 따르지 않고 있었다. 동계 

피복 시스템은 적절하게 피복을 덧입는 레이어링 방

식을 적용하여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기층 형성을 통

해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단열층을 만드는 것

이 핵심이다. 이때 의복 레이어링 수와 중량으로 공기

층이 적어지면 단열 효과가 감소하고 의복 사이의 공

기층이 커서 대류가 발생하면 오히려 추위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효과적으로 단열하기 위해서는 의복 내

에 적절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몸에 붙는 의복보다는 여유가 있는 의복이 방한 효과

가 효율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Havenith et al., 
1990)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용 지급 방식과 같이 비록 

개별 지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체 치수에 맞는 기

능성 방한복의 사이즈를 보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

하고 있는 사이즈 내에서 적당히 고르는 방식은 기능

성 방한복의 착용 효과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

다. 또한, 현재까지의 피복류는 개발 시기와 적용 시

기, 개발 기관이 품목별로 각기 달라 피복류 레이어링 

시스템이 개발 단계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군복 레이어링 시스템에서 품목별 사이즈 체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각 품목이 적절한 효율을 나타

내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능성 방한 내피의 착용 만족도는 설문응답에서 

착탈의 편의성, 치수적합성, 레이어링된 의복의 불편

함을 감수한 동작적합성, 운동량이 적을 때의 보온성, 
의복의 디자인과 관련된 형태적합성 등의 결과에서 

보통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나 심층 면접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디자인 디테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적절한 의복의 맞

음새를 평가하기 위해서 의복 치수와 의복의 형태가 착

용자의 체형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

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Kim & Nam., 2012) 기능

성 방한복 내피는 방한의 일차적 목적 이외에 일상생

활, 전투 훈련, 경계근무 등에서 다양한 동작과 동작범

위를 취하는데 필요한 동작적합성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내피가 외피 속에 착용되기 때문에 간과하였던 

가시적 디자인이 군인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 시 땀이 발

생하면 내부의 습기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오히려 체

온이 저하되는 경험을 다수가 보고되는바, 이는 기능

성 방한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

로 적절한 환기 시스템(ventilation)을 구축하는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방한복의 사이즈 분포를 분석

한 결과, 비록 핵심 치수를 적용하면 커버율이 향상되

기는 하지만, 생산 호칭 대비 해당 인체치수의 커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성 방한

복의 생산 호칭에 따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

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이즈 체계에 

관한 추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군인들의 작전 수행과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비전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능성 방한복 내

피는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개발이 완료

한 이래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성 

방한복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용 기능성 방한복 내

피의 착용 실태와 군 장병의 착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

가 있으며, 이는 추후 기능성 방한복 내피의 개선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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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방부 귀속 데이터로 공개

가 불가함. 하지만 합당한 요청이 있어 국방부 승인하는 

경우 교신저자가 제공 가능함.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본 연구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민 · 군
기술협력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6. 저자의 기여

SK는 자료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주로 담당하

였고, YJK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원고 작성을 주로 담

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김연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주)연주 RnD전담부서, 책임연구원

김선영 KATRi 사이즈코리아센터, 센터장/
(주)이레솔루션 연구개발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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