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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wearing condition on gloves for pilots and to suggest the devel-
opments for pilot gloves design. This survey was performed with 99 pilots and the questionnaires included items about
discomfort, materials and problems when wearing pilot gloves. The respondents felt uncomfortable on the finger tip, the
hollow area of the hand and the end of thumb when they move their hands with the gloves. They replied that the finger
length, palm length, and circumference of the fingers did not match well. Also they complained there was severe abrasion
in the tip of the thumb, finger tips and the middle of the palm of the glove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upports the
following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durability by applying the additional materials to the severely worn
parts. Punching on the glove materials could improve sweat rate and ventilation, and careful washing should be accom-
pani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linters and transformation after laundering. And it is needed to prepare an accurate
and more diversified size system and to design the gloves fitted to the individual hands. With these in mind, it is required
to propose solutions for pilot gloves with reference to the survey results in order to design appropriate pilot gloves in
terms of movement, size and material. It was concluded that an analysis of the wearing condition and developments are
useful for ergonomics pilot glov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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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행장갑은 비행 안전, 작업 수행도, 감성 품질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사고 발생 시 화

염으로부터 조종사의 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착용 상태

에서 각종 기기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우수한 착용감과,

손동작의 민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기 조작 시 미끄

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행장갑은 손바닥

에서 방출되는 땀을 잘 흡수하여 손에 쾌적성을 제공하고 외형

적인 형태가 선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이 사용 중인 비행장갑은 미군의 치수, 디자인, 소

재를 참조하여 제작된것으로, 착용감, 동작성, 그리고 내구성 측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조종사들의 손 특성에 적합한

비행장갑의 치수체계설정, 착용감과 동작성을 향상시킨 패턴

개발, 쾌적성 및 내구성 측면의 장갑 소재의 개선은 조종사의

전투력과 비행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행 장갑의 인간공학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장갑 설계 및 사용에 따른 연구로, Rosenbald-Willian(1987)

는 장갑의 크기와 유형과 같은 설계 요소가 작업 수행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변승남, 이동훈(1999)은

조종사들이 각종 기기의 조작을 위해 다양한 손가락과 손목 동

작을 반복하여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uralidhar et

al.(1999)은 장갑 사용이 손을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지

만 손의 민첩성, 정교성, 최대악력, 동작범위 등과 같은 수행도

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장갑 패턴 개발을 위한 손의 유형 분류(임지영,

2005), 장갑설계를 위한 한국인 성인 남녀의 손 계측 비교(류

경옥, 서미아, 2004), 장갑의 적합성 향상을 위한 손 계측정보

DB구축에 관한 연구(최혜선, 김은경, 2004), 손 형태의 특징

및 장갑의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권명숙 외, 2005), 국내 장갑

제조업체의 실태조사 및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최혜선, 김은경,

2005) 등의 손 유형분류와 손 치수계측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갑에 대한 체계적인 사용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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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개선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장갑의 사용실태

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편안

하며 활동성을 부여한 인간공학적 비행장갑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2.1. 조사대상

비행장갑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육군 헬기조종사 남

자93명, 여자6명, 총99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재의 부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06년 12월로 조종사들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된 99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신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비행장갑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Fig. 1의 예와 같이 a 착용 시

불편한 점에 관한 문항, b 세탁관리에 관한 문항, c 개선요구

사항에 관한 문항의 3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관련

기존 연구들(류현숙 외, 2004; Muralidhar et al., 1999)를 참

조하고 군 관계자, 의복 전문가 및 인간공학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집하여 개발하였다. 

비행장갑 착용 시의 불편한 점에 관한 문항에는 착용 시 손

의 움직임이 불편한 부위,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 마모가 심

한 부위, 소재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며 부위에 대한 설문응답

은 Fig. 1의 a와 같이 제시된 도식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중복표시가 가능하였다. 또한 소재에 관련된 문항은 보온성, 땀

흡수성, 통기성, 보푸라기발생, 세탁 후 변형, 촉감, 정전기발생,

미끄럼 등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비행장갑 세탁관리에 관한 문항은 조종사들이 현재 착용하

고 있는 비행장갑의 세탁여부, 세탁방법, 세탁주기에 관한 것으

로 세탁여부에 대해서는 ‘세탁함’, ‘세탁안함’, ‘기타’의 해당란

에, 세탁을 할 경우 세탁방법에 대해서는 ‘드라이크리닝’, ‘물

세탁’의 해당란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세탁주기에 대해서는 몇

개월에 한번씩 세탁을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비행장갑의 개선요구사항에 관한 문항은 본인이 평상시 착

용하는 비행장갑에 대해 개선요구 되어야 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2.3. 비행장갑의 재료 특성 및 형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갑의 설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료 특성 및 형태관련 국방 규격을 조사하였다. 비행장

갑의 소재는 Table 2에 제시된 국방규격(국방8415-3001공)에

따라 손등 부위는 400
o
C에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인

아라미드(Aramid)원단 노멕스(Nomex)가 사용되었고, 손바닥 부

위는 방염처리 되지 않은 일반 양피가 사용되었다. 

비행장갑의 형태는 Fig. 2와 같이 장갑의 엄지손가락은 손목

입구까지 이음선이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손목부위는 고

무 셔링(shirring)처리로 조임이 형성되어 있고, 손가락 옆면부

위인 크로치(crotch)부위는 일자형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Excel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의 기술

통계치를 얻어 비행장갑 착용시 불편사항, 세탁관리,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 조종사 신상특성

구분 항목 N %

성별
남 93 93.9

여 6 6.1

연령

20대 17 17.2

30대 49 49.5

40대 28 28.3

50대 이상 5 5.0

비행시간

1000시간미만 52 52.5

1000시간대 21 21.2

2000시간대 7 7.1

3000시간대 6 6.1

4000시간대 4 4.0

5000시간대 6 6.1

6000시간이상 3 3.0

Fig. 1. 비행장갑 사용실태 조사 설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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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사용실태 평가분석

3.1.1. 비행장갑 착용 시 불편사항

비행장갑 착용 시 움직임이 불편한 부위,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 마모가 심한 부위에 대해 Fig. 1의 예와 같이 장갑도식

상에 표시한 응답 결과를 문항별로 정리하여 Fig. 3에 빈도수

로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종사들이 장갑의 손가락 끝

부위(23~31명)와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아귀부위(20~30명)에서

움직임의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많은 조종사

들이 장갑의 손가락 길이(57명), 손바닥 길이(24명), 손가락 둘

레(20명)가 손 크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

로, 마모가 심한 장갑 부위로는 손가락 끝부위(27~56명)와 손

바닥 중간부위(33명)가 파악되었다. 

비행장갑 착용시 소재에 관련된 불편사항에 관한 응답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만족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백분율과 척

도 평균으로 표시하였으며, 척도 평균점수가 작을수록 불만족

도가 큰 것이고,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큰 것임을 알 수 있

다. 표에 나타낸 회색음영은 빈도수가 큰 상위 두 영역을 표시

한 것이다. 보온성(2.5), 땀 흡수성(2.7), 통기성(2.6)에 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 장갑 소재 결정시 고려

해야 할 요소로 생각되며, 보푸라기의 발생(2.3)과 세탁 후 변

형(2.1)문항에서도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3.1.2. 비행장갑 세탁관리

비행장갑의 세탁관리에 관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세

탁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99명 중 ‘세탁한다’는 62%로 나타

났고, ‘세탁 안 한다’는 예상외로 38%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

갑의 양피소재 특성상 세탁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탁한다’로 응답한 62%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장갑 세탁방법에 관한 문항에서 물세탁을 하는 응답자수가

95%로 높게 나타난 것은 조종사들이 세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탁주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1개월 미만이 13%로 나

타나 비행장갑을 매일 착용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세

탁하지 않는 것은, 세탁 후에 장갑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와 손바닥부분에 사용된 양피소재에 대한 세탁의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행장갑 설계시 소재의 특성

Table 2. 비행장갑 재료 특성에 관한 국방규격

(국방8415-3001공)

특성
 재료명

노멕스 양피

두께 (mm) ㆍ 0.9(±0.15)

인장절단하중 (kg) ㆍ 10이상

신장률 (%) 100이상 50~90

PH 6~8 4~8

함지량 (%) ㆍ 11~25

강연도 (mm) ㆍ 20이하

마찰(급)
건 ㆍ 3~4

습 ㆍ 3

인열 하중 (kg) ㆍ 1.0이상

조직 Tricot 편직 ㆍ

중량 (g/m
2
) 310 이상 ㆍ

파열 강도 (kg) 120 이상 ㆍ

밀도

(본/5 cm)

경사방향 55 이상 ㆍ

위사방향 50 이상 ㆍ

Fig. 2. 비행장갑 도식화 

Fig. 3. 비행장갑 착용시 불편한 부위에 대한 응답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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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세탁방법의 숙지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3.1.3. 비행장갑의 개선요구사항

현재 평상시 착용하는 비행장갑의 개선요구사항은 조종사들

을 대상으로 자유기술 설문을 통해 도출하여 Fig. 5와 같이 정

리하였다.

응답 빈도수가 6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사이즈의

다양화(17), 손가락의 민첩성(11), 동하절기 구분(11), 보푸라기

발생(10), 손끝마모(7), 세탁 후 변형·뻣뻣해짐(7), 통기성(6)이

파악되었다. 

3.2. 개선안 개발

현재 비행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행장갑 착용실태조사에

서 착용시 불편한 점에 관한 문항, 세탁관리에 관한 문항, 개

선요구사항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형태, 치수, 소재, 봉

제로 구분하여 Table 4에 제시된 개선안을 개발하였다. 

형태와 관련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부위인 손가락끝의 경우

에 기존장갑에서는 손가락의 패턴이 손가락끝에 이르기까지 일

자형으로 되어있어 민첩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손가락끝의 너비를 좁게 하거나 장갑의 시접분을 최소화하여

민첩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는 치수가 가장 맞지 않았던 손

가락길이, 손바닥 길이, 손가락둘레의 치수에 따라 장갑의 사이

즈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재와 관련하여 마모가 심한 부위를 개선하기 위해 기기 조

작시 가장 마찰이 많은 부위인 손가락끝과 손바닥부위에 손바

닥 소재와 같은 양피를 덧대어 마모부위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

하다(류현숙 외, 2004). 기존장갑은 손등부분에 사용된 노멕스

소재의 강도가 커서 마찰이나 세탁에 의해 보푸라기가 발생하

였고(김승진 외, 1994), 손바닥부분에 사용된 가죽소재에 대한

잘못된 세탁방법으로 장갑의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손등부분의 노멕스 소재의 짜임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손바닥

부분의 가죽소재세탁의 올바른 세탁방법 숙지를 통해 보푸라기

발생, 세탁 후 변형 및 손상, 가죽경화를 억제시켜야 한다. 세

탁방법에서 가죽의 부분적 오염제거 시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

여 닦아내고 묽은 식초액을 적신 타월로 두드린 후 물기가 건

조되면 가죽전용 크림을 발라주는 방법을 취하고, 장갑의 전체

적 세탁 시에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중성세제를 희석한 용액

에 손을 씻듯 세탁한 후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방법 등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동하절기 구분을 위해서는 소재의 두께나 종

류를 계절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봉제와 관련하여 기존장갑은 착용시 이음선 부분이 쉽게 잘

풀어지고, 완성선에 대한 부정확한 재봉으로 인해 장갑크기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민첩성의 감소가 초래되고, 잡사 등의 잔

여물로 인해 질적가치가 하락하므로 비행장갑의 이음선을 두

줄로 견고하게 재봉하고, 완성선에 따른 정확한 박음질과 잡사

의 정리 등이 필요하다.

4. 토  의

비행장갑 착용시 불편한 점에 관한 응답결과 중 움직임이 불

편한 부위로 높게 나타난 엄지끝부위, 손가락끝, 손아귀부위는

조종실내의 기기 조작 시에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므로 손가락

끝의 민첩성이 떨어지면 기기조작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Torrens & Newman, 2000; Bata et

al., 1994). 그러므로 장갑설계 시에는 동작성과 민첩성을 높이

Fig. 4. 비행장갑의 세탁관리 사항 

Table 3. 비행장갑 착용시 소재관련 불편사항                                                                               (단위: %)

보온성이 

뛰어나다

땀흡수가 

잘된다

통기성이 

뛰어나다

보푸라기가 

발생하지않는다

세탁 후 

변형이 없다

촉감이 

부드럽다

정전기가 

발생하지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 11 9 18 24 1 1 0

2 그렇지 않다 19 31 35 47 53 17 5 12

3 보통이다 46 39 42 22 14 46 30 38

4 그렇다 13 18 13 13 9 32 54 44

5 매우 그렇다 1 1 1 0 0 4 10 6

척 도 평 균 2.5 2.7 2.6 2.3 2.1 3.2 3.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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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손가락끝 시접부분의 위치를 손등쪽으로 이동하거나

시접면적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손아귀부위의 위치와 형

태를 고려한 패턴설계가 요구된다.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로 나타난 손가락길이, 손바닥길이, 손

가락둘레는 비행장갑의 치수설정과 치수 세분화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부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Rosenbald-Willin(1987)은

군용장갑의 치수체계와 설계를 위한 중요부위로 손길이, 손둘

레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4년 사이즈 코리아에서 측정

된 손관련 항목에는 장갑설계시의 중요부위인 손가락길이, 손

가락둘레, 손너비의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

가 맞지 않는 부위를 묻는 설문을 통해 손길이, 손둘레 항목

이외에도 손가락길이, 손바닥길이, 손가락둘레도 장갑설계시 중

요부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가락길이는 절반 이상의 응답

자(57%)가 치수가 잘 맞지 않는 부위로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손가락길이와 손바닥길이의 비율이 맞지 않거나 조종사들의 손

가락치수에 맞지 않는 패턴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손의 유형별 제작을 한

권명숙 외(2005)의 연구와 미국 Anthrotech 연구소(김은경에서

재인용, 2004)에서 장갑의 디자인과 사이즈 설정 및 손 형태

제작의 필수항목으로 손길이, 손둘레, 손가락 길이, 손바닥 길

이, 손가락 둘레를 제시하고 있듯이 한국남자의 손치수를 분석

하여 치수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행장갑 제작시에는 조

종사들의 실제 손치수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

며, 장갑 치수 선택을 돕기 위한 사이즈 조견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장갑을 사용하는 조종사의 연령이

20~50대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분포되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

록 지방침착이나 손의 사용으로 손둘레 및 너비, 두께가 커지

고 손가락 굵기가 굵어진다는 최혜선, 김은경(2004)의 연구결

과를 볼 때 비행장갑은 개인의 손치수 변화에 따른 치수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비행장갑의 패턴에서는 손가

락과 손가락 사이에 사용된 crotch가 동일한 치수를 적용한 원

통형으로 되어 있어 손가락끝부분에서 여유량이 발생하므로 fit

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손가락끝부분의 좁아진 둘레를 고려한

다면 손가락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crotch패턴을 설계

하여 fit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손가락끝과 손바닥중간부위는 마모가 심한 부위로, 손가락끝

은 조종계기판 위의 버튼조작 시에, 손바닥 중간부위는 스틱을

잡을 때 스틱이 닿아 마찰횟수가 많아져서 마모되게 된 것이므

로 마모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류현숙 외(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인장강도, 마모강도가 강한 천연가죽을 덧대는 것이 필요

하다. 

소재관련 불편사항에서는 보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하절

기용 비행장갑을 구분해서 장갑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

용 중인 비행장갑에 사용된 천연양피는 합성피보다 착용감이

좋고 화재시 탄화되는 속도가 느려 방염성이 우수하지만 하절

기에는 땀흡수성과 통기성이 부족하므로, 국방규격 규정에서 정

한 0.9±0.15 mm내에서 가장 얇은 가죽을 사용하거나 방염성에

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펀칭처리를 하여 통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0.5 mm 펀칭 처리시의 방화도·공기투

과도 시험분석결과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방화도는 펀칭처

리된 것과 미처리된 것이 동일 소재의 오차 범위 내이며, 공기

Table 5. 펀칭 양피의 방화도 및 통기투과도 시험결과

시험항목 미펀칭양피 펀칭양피

방화도

경사방향

잔염시간(s) 7 13

잔진시간(s) 162 196

탄화거리(cm) 14 16

위사방향

잔염시간(s) 4 6

잔진시간(s) 124 161

탄화거리(cm) 11 12

공기투과도(cm
2
/cm

2
/min) 13.5 369.4

방화도: KS K 0585: 2005, 공기투과도: KS K 0570: 2006 

Fig. 5. 비행장갑 개선요구사항의 분류 

Table 4. 비행장갑의 개선안 

개선항목 개선안

형태

손가락의 

민첩성

·손가락끝 너비를 좁게 처리 

·시접부분 최소화 

·검지, 약지, 계지의 외곽선 중심 쪽으로

  곡선 처리

·손가락끝 시접을 손등쪽으로 이동

손바닥의 

맞음새

·그립시 접힘 부위 절개(입체재단)하여 

  신축성 소재 삽입

치수
치수체계의 

다양화

·손가락·손바닥 길이와 둘레의 치수 

  세분화

·개인별 맞춤

소재

동하절기 구분 ·동하절기 소재 구분(두께조절, 보온성)

보푸라기 발생
·소재의 짜임구조 변화 

·부분, 전체 세탁법 사용

마모부위 발생 ·손가락끝, 손바닥중간 부위에 소재를 덧댐

세탁 후 변형 및

손상, 가죽경화

·가볍게 중성세제로 세탁 후 그늘에서 건조 

·내세탁성 가죽사용 

·방수가죽(투습방수효과)사용

·가죽 대체소재 사용

통기성 ·가죽 소재에 미세한 구멍 처리(펀칭)

재질감 ·부드러운 가죽 재질 사용

봉제 봉제 마무리
·이음선을 두 줄로 박음, 박음질의 정확성 

·잡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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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도는 펀칭처리된 것이 미처리된 것에 비해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통기성은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방염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장갑 세탁관리와 관련하여 보푸라기 발생과 세탁 후 변

형에 대한 불만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보푸라기는 비행장갑 손

등부분에 사용된 노멕스 소재의 강도가 커서 마찰이나 세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요구강도 범위 내에서 편직물의 꼬임이

나 밀도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탁 후 변형은 양

피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가죽에 대한 올바른 세탁방법의

숙지가 필요하며, 가죽의 잦은 세탁은 변형을 발생시키므로 부

분적인 오염만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탁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행장갑의 설계는 비

행업무 현장의 실질적인 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비행장

갑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성 장갑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행장갑의 불편사항, 소재, 개선요구사항에 대

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연령대별 착용감, 맞음새에 관한

조사가 없었고, 장갑의 디자인 관련 문항을 평가하지 않았으므

로, 추후 연령대별 착용감, 맞음새를 이용한 비행장갑의 패턴과

디자인관련 조사 및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선안을

토대로 실제 제작하여 착의 평가를 통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으

므로 이에 따른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선안을

토대로 하여 민첩성·착용 용이성·동작성·치수·소재 측면

에서 적합한 비행장갑의 인간공학적인 설계 및 평가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행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장갑의 사용실태

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착용실태조사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은 정확성과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

으며, 동작성, 민첩성, fit성의 향상을 통해 조종사들의 업무수

행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간공학적 비행장갑 설계 시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기능성 장갑설계 시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장갑설계를 위해 현재 조종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행

장갑의 불편한 점에 관한 문항에서 움직임이 불편한 부위로 손

가락끝, 손아귀부분이 나타났고,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로 손가

락길이, 손바닥길이, 손가락둘레가 나타났으며, 마모가 심한 부

위로 손가락끝, 손바닥중심이 많이 나타났다. 소재에 관한 문항

에서 보온성, 땀 흡수성, 통기성, 보푸라기 발생, 세탁 후 변형

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많아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움직임이 불편한 부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손가락끝은

시접부분의 위치를 손등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시접분량을 최소

화시키고, 손아귀부분은 위치와 패턴을 개선하고, 장갑제작시 손

의 측정항목에서 손아귀부위가 추가될 경우 적합성이 향상될 것

이다.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종사

의 손치수를 적용한 치수체계가 만들어져 장갑선택의 폭이 넓

어져야 할 것이다. 마모가 심한 부위로는 손가락끝과 손바닥중

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종실 내 기기 조작시 손가락끝을 많

이 사용하고, 스틱을 잡을 때 손바닥의 마찰횟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장강도, 마모강도가 강한 천연가죽

을 덧대어 마모강도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손가락의 민첩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마모강도를 높

이면서 민첩성도 높일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보온성을 위해서는 동절기용 장갑 개발이 필요하지만 두께감

으로 민첩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보온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고려한 장갑의 개발이 필요하다. 땀흡수성을 위해서는 현재 비

행장갑은 가죽 염색시 가죽의 표면위에 방사하여 염료를 입히

는 방법이 사용되어 땀흡수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가죽내부까지 염료를 침투시켜 가공한 질이 높은 가죽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대비효과의

분석이 요구된다. 통기성, 보푸라기 발생, 세탁 후 변형 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방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 범위내의 펀

칭처리, 직물구조의 변화, 세탁방법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행장갑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 개선안

을 바탕으로 조종사들의 비행업무 시에 손을 보호할 뿐만 아니

라 손동작 시에 민첩성과 동작성, 치수의 맞음새, 우수한 착용

감과 쾌적성을 향상시킨 인간공학적 비행장갑을 설계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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