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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blems of design, fitness, suitability for movement, and comfort
in current Korean military tank driver's clothing through analysis of actual wearing condition by questionnaire and field
evalua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improved design of Korean military tank driver's clothing. The sur-
vey was done for 477 military tank driver and the field evaluation was also done for evalua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for design of military tank driver's clothing(3.25) was higher than that for the easiness in wearing and taking off(2.76).
The military tank drivers evaluated that current coverall type of clothing is more suitable than two-piece type of clothing.
The overall satisfaction for fitness of clothing was as a whole low(2.82~3.09), Especially, the satisfaction for fitness of from
front and back rise length was the lowest one. In the satisfaction for clothing materials, the satisfaction for the breathabil-
ity of material was the lowest, followed by clothing insulation and air permeability. The satisfaction for movement was
low in bending waist and raising forward and aside. The part which surveyors think most dissatisfactory was also front
and back rise length. The frequency in use of pocket was the highest in chest pocket, followed by waist and pants pockets.
The satisfaction for opening easiness of hips opening part was very low(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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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2,300대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의 강력한 전선이나 기갑부대 돌파에 사용되며 전차병이 착

용하는 전투복은 전차병복으로 구분되어 착용된다(국군홍보책

자, 2010). 전차병이 처한 상황은 어떤 환경보다도 가장 복잡

하고 총체적인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차병복의

디자인은 다른 군복과 마찬가지로 소속, 계급, 역할 등 여러 가

지 대외적 상징 의미와 함께 신체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군

작전 수행 및 전투에 대비한 신체 방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인체를 보호하여야 한다(한순자, 1997; 최지숙 외, 2003).

그러나 현재 군의 전차병복은 전차병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아닌 필요 시 부대에서 보급을 받고 반환하는 부대피복 방식으

로 대부분의 전차병복이 매우 낡아서 의복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치수가 체형의 구분 없이 가슴둘레와 키 항목으로 적

절한 치수의 전차병복을 선택하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이 매우

클 뿐 만 아니라, 임무의 특성상 상·하의 구분이 되지 않는

오버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착용 및 훈련 시에 매우 불편하

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용변 시에 엉덩이 개폐부위의 지퍼를

열고 닫는 것이 쉽지 않고, 유사시에 부상당하여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전차병을 이동시키기 위한 등 고리 부위도 전혀 역할

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개

선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국내 군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투복의 디

자인이나 기능성 향상에 대한 연구(권상희, 하지수, 2006; 김경

희 외, 1990; 최지숙 외 2003)들과 비행사복과 같은 상하일체

형 의복 패턴에 대한 연구(김영희, 2007; 나미향 외, 1997; 전

은진 외, 2010) 등이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전차병복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며 실제 전차병의 근무환경과 착용 실

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제품개발을 통한 전차병들의

군생할 만족 및 군전투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차병복은 기존의 일반 보병용 군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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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 때문에 전차부대 병사들의 특수 업무환경에 맞는 신개

념의 디자인, 신체 적합성, 동작 적합성, 소재 적합성 등 디자

인 및 기능성이 향상된 전차병복 개발이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차부대 소속병력을 중심으로 현 전차

병복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불편사항과 운동적응성, 디자인, 여

유분, 소재에 대한 만족도, 세부적인 의복기능성에 대한 문제점

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개선한 새로운 신체 적합성과 동작 적

응성 및 환경에 대응한 인체 보호성능이 향상된 전차병복 의복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착의실태 조사

2.1.1. 현장실태 및 전차병 작업환경분석

현 전차병복의 착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체 적합성

과 동작 적응성이 향상된 전차병복 의복설계를 위하여, 현장 인

터뷰를 통한 현 전차병복의 착의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장인터

뷰는 서울 육군 30사단과 포항 해병 1사단 기계화 부대에서

진행되었다. 전차에 탑승하는 전차장, 조종수, 탄약수, 포수가

전차병복과 장구류를 착용하고 전차병복에 착용에 대한 문제점

과 전차 탑승과 하차 시 불편한 사항 및 전차 내부서 훈련 시

의복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2.1.2. 설문조사 

설문은 전차병복에 대한 국방규격, 국방기술품질원 문헌자료

와 현 전차병대원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1차로 제작하였

으며 이를 보완, 수정하여 본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설문조사

는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육군 30사단과

포항 해병 1사단 기계화 부대소속의 전차병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511부 중 확인 및 검증이 완료된

47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14.0 for

Table 1. 전차병복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

설문내용 문항수

전체적인 만족도

디자인 12

형태 1

착탈용이성 1

여유분 10

소재특성 10

동작적합성 11

세부 부위에 대한 만족도

주머니 디자인(사용빈도, 휴대물품의 종류, 개수, 위치 및 크기의 적정성) 6

엉덩이 개폐부위 착탈용이성, 착탈 시 불편사항 2

등고리 디자인, 운반용이성 3

전체 56

Fig. 1.설문 예시(전체디자인 만족도, 여유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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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등의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2.1.3. 설문내용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및 전차병복에 대한 전체적

인 만족도(디자인, 형태, 착탈용이성, 여유분, 소재특성, 동작적

합성)에 관한 문항 총 45, 엉덩이 개폐부위, 등고리, 주머니 등

의 세부 부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 총 56 대해서 조사

하였으며, 설문내용과 예시를 Table 1, Fig. 1에 제시하였다. 

설문내용에 대한 문항은 디자인, 형태, 착탈용이성, 여유분,

소재특성, 동작적합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그렇지 않다(매우 불편하다)’ 1점, ‘매우 그렇다

(매우 편하다)’의 5점으로 각 문항당 1점의 차점을 주어 측정

하였다. 주머니 및 엉덩이 개폐부위, 등고리 부위에 대한 문항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디자인, 사용빈도, 개수, 위

치 및 크기에 대한 적정성을 측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전차병의 작업환경 분석 및 착용 현황

3.1.1. 전차병 작업환경분석

현재 전국에 총 30여개의 전차대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한

대대당 32대 이상의 전차로 구성되어 있다. 전차에 탑승하는

총 인원은 4명으로 전차장, 조종수, 탄약수, 포수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차장은 직업군인으로 전체적인 작전통제와

지휘를 맡고, 조종수는 차체 전방 우측에 탑승하여 전차의 조

종을 맡고 있으며, 탄약수는 탄약을 넣고 포수는 포를 조준하

는 역할을 한다. 전차병들은 전차의 구조상 허리를 젖히거나 숙

인상태에서 조종을 해야 하는 등 움직임의 제한이 많으며 발포

시 나오는 열기와 탄피의 위험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전차는 수상작전 및 화생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

하여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며 겨울철에는 난방이 되어 그나마

보온을 유지할 수 있으나, 여름철에는 태양열 및 전차의 온도

를 내려줄 수 있는 냉방시설이 없으므로 병사들은 고온 밀폐환

경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어 보병에 비하여 고온 및 저온의 극

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차 내부의 경우, 일

반적인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여러 장

구 및 부품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앉고 일어설 때 전차병복이

걸리거나 신체가 부딪칠 위험이 있다. 

3.1.2. 전차병복 착용 현황

전차부대 병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현행 전차병복은 부대피

복으로 관리되므로 의복이 매우 낡은 상태이며 치수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방규격(규격번호 KDS 8405-0010-8)에 의하면 현재 한국군

전차병복은 4도 날염 얼룩무늬의 상, 하의 일체형의 단일형태

로, 소재의 신축성이 매우 적고, 커버올(Coverall) 형태이기 때

문에 착용이 불편하므로 일상 내무생활이나 비훈련상황에는 활

동편의성을 위하여 일반 보병용 전투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었

으며, 훈련 및 작전 시에만 전차병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행 전차병복(커버올)의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조성은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냈다. 

Table 2. 전차병복 디자인 모식도

구분 도식화

전차병복
 

 



전차병복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585

3.1.2. 전차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전차병의 나이는 최소 18세에서 최대 41세

이며, 평균나이는 21.7세로 나타났다. 전차의 구성인원 특성상

일반사병과 함께 지휘를 책임지는 전차장이 직업군인이기 때문

에 비교적 나이가 많아 최대연령(48세)과 최소연령(18세) 사이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가장 높은 비중(5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전차병 내부가 매우 좁아서 체격이 작으면서도 상대적으

로 나이가 어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어린 연령의 병사들

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차병의

연령구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차병의 연령구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3. 전차병복의 만족도 분석

3.3.1. 전차병복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현 전차병복의 전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13문항의

평균 만족도는 3.25로(Table 5 참조) 이중 45.1%가 “매우 적

절하다”하거나 “적절하다”로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전자병은 32.0%, “매우 부적절하다”하거나 “부적절하다”로

응답한 전차병은 22.9%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전차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탈의 편이성부분에서의 만족도는 2.76으로 매우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한다”거나 “불만족한다”가

46.7%, “매우 만족한다”거나 “만족한다”가 28.7%로 불만족하

는 전차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차병복의 형태에 대한 문

항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일체형 의복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40.9%로 투피스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35.6%)보다는

많았다(Table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전차병들이 처한 위험상

황과 위협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과 착탈

의 편이성 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과 신체보호 및 업무

수행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에서는 임무

상 일체형이 바람직하나 밑위부위나 엉덩이 개폐부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타 세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에서 상의부위와 하위부위

모두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의(칼라: 3.30 , 중심여밈 : 3.30, 어깨 견장:

3.45, 소매: 3.28, 소매단: 3.25)와 하의(허리: 3.11, 허리둘레조

절부위: 3.04, 무릎: 3.22, 바지 밑단: 3.26) 세부디자인에 대해

서도 모두 “보통이다”를 넘어서 상하의 세부디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전차병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에 따르면 전차병복은 세부 디자인 보다는 착탈의 용

이성 등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3.2. 전차병복의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 

현 전차병복의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2.82~3.09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여유분에 대한 점

수는 2.93으로 이중 “매우 부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로 응답

한 전차병은 36.4%,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로 응답한

전차병은 33.3%로 적절하다지 않다고 여기는 전차병이 더 많

았다. 

Table 3. 현 전차병복의 주요 원, 부자재 조성(국방규격 KDS 8405-0010-8) 현 전차병복의 주요 원, 부자재 조성(국방규격 KDS 8405-0010-8)

주요 원부자재 조성

원단(겉감용) 작업복감(국방규격 8305-0008요2)중 P/C 235, 4도 날염. IR가공 

스라이트 파스너(지퍼, 각종 채움용)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규격 중 단독 엘리먼트 M종 사용, 국방색

단추(견장채움용) 플라스틱 단추(국방규격 8315-0004요5) 중 3형 19호, 위장색 사용

조임테이프(주머니, 허리, 소매부리 채움용) 조임테이프(국방규격 8315-0003요2)중 25호, 국방색

세폭직물(구명끈 보강용) 세폭직물(국방규격 8305-0016요2)중 P1803, 국방색

Table 4. 전차병의 연령구성                            (n=476)

연령 빈도(명) 백분율(%)

10대 후반 (18~20세) 168 35.3

20대 초반 (21~25세) 249 52.3

20대 후반 (26~30세) 33 6.9

30대 (30~39세) 21 4.4

40대 (40~49세) 5 1.1

합계 476 100.0

Table 5. 전차병복 디자인 만족도 (n=476)

No. 세부사항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전체 의복 디자인 3.25 1.04

2 상의부위 디자인 3.17 1.01

3 칼라 디자인 3.30 1.00

4 중심여밈 디자인(지퍼) 3.30 1.03

5 어깨 견장 디자인 3.45 0.91

6 소매 디자인 3.28 1.00

7 소매단 디자인 3.25 0.98

8 하의부위 디자인 3.09 1.06

9 허리부위 디자인 3.11 1.03

10 허리둘레 조절(벨크로) 3.04 1.07

11 무릎 디자인 3.22 1.01

12 바지 밑단 디자인 3.26 1.08

13 착탈용이성 2.76 1.15

(1점 : 매우 부적절하다,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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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부위는 밑위길이(2.82)로 이

중 “매우 부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로 응답한 전차병은

36.8%,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로 응답한 전차병은 28.6%

로 밑위길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전차병이 더 많았

다. 설문의 응답과 현장 조사에서도 에서도 밑위길이가 활동 시

즉, 전차를 오르내리거나 팔을 올리거나 앉을 시에 끼게 되므

로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가 조여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

한 전차병들이 많았다. 

다음으로 엉덩이둘레(2.93)와 바지길이(2.93), 바지통 넓이

(3.13) 순으로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매길이(3.15), 목둘레(3.19), 어깨너비(3.21), 허리둘

레(3.27), 가슴둘레(3.30)의 순으로 상의 보다는 하의에 대한 만

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전차병복 하의에 대한

치수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의 응답과 현장 조사결과, 전차병복은 동계 시 보온을

위하여 의복 내에 다른 의복을 많이 껴입게 되므로 원래의 사

이즈보다는 다소 더 큰 사이즈를 원하는 전투병들의 의견이 많

았으며 특히 전차병복은 신장과 몸체가 작은 인원들이 입도록

되어 있어서 큰 신장의 전차병이 입기에는 불편하며 주로 상의

와 밑위의 길이부분의 조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3.3.3. 전차병복의 소재에 대한 만족도

현 전차병복의 소재에 대한 만족도에서 소재의 땀흡수성

(2.7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소재의 보온성(2.82)과 통풍성(2.86) 등의 순으로 소재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41.7%가

땀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

다”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전자병은 20.4%로 땀 흡수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 외 소재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3.01~3.46으로 땀흡

수성, 보온성, 통풍성에 대한 기능성 외에는 세탁 후 발생하는

줄어듬, 뒤틀림, 구겨짐 등의 발생에 따른 전차병복의 변형에

대한 불만족이나 그 외 일반 생활 시 발생하는 정전기, 보풀

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대한 응답과 현장평가에 의하면 전차병은 동계 시 -

20까지 내려가는 기후에서 전차 내부에 난방이 되기는 하나 효

과적이지 않으므로 매우 추워서 보온성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많았으며 또한 하계 시에는 외부의 온도가 35이상의 고온과 전

차가 금속재질이므로 전도 및 복사열로 인하여 전차 내부는 외

부의 온도보다 더 올라가게 되므로 전차내부는 매우 고온으로

땀의 배출이 매우 많아지므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의복의 디자인 시 소재

에 대한 시급한 개선 또한 필요하며 보온성과 통풍성 등의 기

능성을 고려한 의복의 구성 설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3.4. 전차병복의 동작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현장평가를 통하여 전차병의 작업환경과 일반 훈련 시, 전차

탑승 및 하차 시, 전차 내부에서의 운전 시의 동작 등 전차병

작업 동작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11가지의 자주 취하게 되는

Table 6. 전차병복 형태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명) 백분율(%)

1. 임무 특성상 일체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193 40.5

2. 상하 분리형이 바람직하다 172 36.1

3. 상관없다 64 13.4

4. 기타 14 2.9

무응답 33 6.9

합계 476 100

(1점 : 매우 부적절하다,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적절하다)

Table 7. 전차병복 여유분 만족도

No. 세부사항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전체 의복의 여유 2.93 1.14

2 목둘레 여유 3.19 0.99

3 어깨너비 여유 3.21 0.99

4 소매길이 3.15 1.01

5 가슴둘레 3.30 0.94

6 허리둘레 3.27 0.98

7 엉덩이둘레 2.93 1.10

8 바지통 넓이 3.13 0.99

9 밑위길이 2.82 1.14

10 바지길이 2.93 1.09

(1점 : 매우 부적절하다,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적절하다)

Table 8. 전차병복 소재 및 의복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No. 세부사항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의복이 무거움 3.06 0.92

2 소재가 두꺼움 3.18 0.88

3 통풍성이 되지 않음 2.86 0.95

4 보온이 되지 않음 2.82 0.97

5 땀 흡수가 되지 않음 2.73 0.94

6 구김이 잘 일어남 3.13 0.85

7 보풀이 일어남 3.45 0.84

8 정전기가 일어남 3.46 0.83

9 마모강도가 약함 3.28 0.90

10 소재가 약하고 잘 찢어짐 3.28 0.92

11 염색물이 빠짐 3.01 0.97

12 의복이 줄어듬 3.36 0.84

13 의복의 형태가 뒤틀림 3.42 0.86

14 다림질을 해야함 3.45 0.91

(1점 : 매우 그렇다,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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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추출하였으며 전차병들이 각 동작을 취한 후의 의복의

동작적합성에 대해서 설문평가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전차병복의 동작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선자세,

보통걸음, 의자에 앉기, 탄약을 감싸는 자세 등의 움직임이 적

은 동작에서는 비교적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움

직임이 비교적 큰 동작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2.49)나 다리를 앞으로 올리기

(2.49), 다리 옆으로 들어올리기(2.50), 쪼그리고 앉기(2.50)의 순

으로 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동작

에서의 만족도는 “매우 불편하다” 혹은 “불편하다”고 응답한

전차병은 51.2%으로 “매우 편하다” 혹은 “편하다”고 응답한

전차병은 16.3%에 비에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작 시 가장 불편한 부위는 밑위부분이라고 응답한 전차병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엉덩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커버올로 되어있는 전차병복의 특성 상 동작

시 상, 하체부위의 움직임에서 다리와 팔을 최대한 앞과 옆으

로 움직일 경우에 의복의 딸려 올라가서 몸에 끼게 되는 것이

며 전차를 오르내리거나 팔,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전차병의 동

작 특성 상, 전차병들의 의복의 동작 시 여유분에 대한 개선요

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3.5. 전차병복의 주머니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주머니의 사용빈도는 가슴주머니(3.90)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허리주머니(3.67), 바지 밑단 주머니(3.41) 순

으로 나타났다. 주머니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

문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차병들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9 참조). 그 외 주머니 개수(3.39)와 사용용이성

(3.29)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머니에 소지하는 물픔으로는 수첩, 펜 등의 필기류가 가

장 많았으며 그 외 장갑, 휴대전화, 랜턴, 드라이버나 칼과 같

은 공구류 등을 휴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인터뷰를 통한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차병은

전차병복 위에 탄피, 총 등을 소지 할 수 있는 장규류를 부착

하게 되며 이러한 장구들이 주머니를 가리게 되므로 주머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앉고 일어설 때

주머니의 뚜겅이나 돌출부위가 전차내부의 기기 등에 자주 걸

리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장구들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머니를 용이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머니의 위치나 디자인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 

3.3.6. 전차병복 엉덩이 개폐부위 및 등고리 디자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엉덩이 개폐 부위의 착탈용이성에 대한 만족도(2.64)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매우 불편하다(16.1%), 불편하다

(26.3%)로 42.4%의 전차병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착탈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용변 시 불편하다(58.7%)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착탈 시간이 많이 걸린다

(21.9%), 지퍼로 되어 있어 착탈이 불편하다(12.6%)는 순으로

나타났다. 

등고리 부위의 사용용이성에 대한 만족도(3.07)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등고리 부분의 디자인의 가장 불편한

점은 고리 끝 부분의 내구성이 약하다(40.8%), 활동 시 등부분

이 배긴다(38.8%), 고리부분이 잘 걸린다(16.6%)는 순으로 나

Table 9. 전차병복 동작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No. 그림 자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선자세 3.41 0.97

2 보통 걸음 3.26 1.00

3 팔 앞으로 최대한 올리기 2.64 1.03

4 팔 옆으로 최대한 올리기 2.77 1.01

5 허리 앞으로 90
o

 굽히기 2.49 1.09

6 다리 앞으로 90
o

 들어올리기 2.49 1.06

7 무릎을 최대로 세워 올리기 2.52 1.09

8 다리 옆으로 90
o

 들어올리기 2.50 1.09

9 쪼그리고 앉기 2.50 1.06

10 의자에 90
o

C 로 앉기 3.12 0.94

11 팔로 탄약을 감싸는 자세 3.17 0.85

(1점 : 매우 불편하다,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편하다)

 

Table 10. 주머니 사용에 대한 적절성

주머니 

종류

사용 빈도
주머니 위치의 

적절성 

주머니 크기의 

적절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슴 주머니 3.90 0.93 3.85 0.87 3.63 0.85

허리 주머니 3.67 0.99 3.60 0.94 3.52 0.88

바지 밑단

 주머니
3.41 1.08 3.32 0.94 3.37 0.95

(1점 : 전혀 사용하

지 않음, 3점 : 보통

이다, 5점 : 매우 자

주 사용함)

(1점 : 매우 부적절

, 3점 : 보통이다, 5

점 : 매우 적절)

(1점 : 매우 부적절

,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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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현장 인터뷰에서도 엉덩이 개폐부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

았으며 고리 부위의 경우 손잡이의 폭이 좁고 고리가 약해 끊

어질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차병복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 전차병복의 착용 시 불편사항과 운동적응

성, 디자인, 여유분, 소재에 대한 만족도, 세부적인 디자인의 기

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차병복 개발을 위한

신체 적합성과 동작 적응성이 향상된 전차병복 의복설계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차병은 전차의 내부가 매우 좁아서 체격이 작고 민첩한

부대원이 선호되며 평균나이는 21.7세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반의 병사들이 가장 높은 비중(52.3%)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차병복은 부대피복으로 관리되므로 의복이 매우 낡은 상태이

며 소재, 치수 등에 대한 관리가 젼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전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3.25로 대체적으로 적절하다

고 여기는 전차병이 많았으며 형태에 대한 문항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일체형 의복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40.9%로 투

피스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35.6%)보다는 많았다. 상의(칼라, 중

심여밈, 어깨 견장, 소매, 소매단)와 하의(허리, 허리둘레조절부

위, 무릎, 바지 밑단)의 세부디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

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유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2.82~3.09 사이로

특히 밑위길이(2.82)에 대한 불만족이 전차를 오르내리거나 팔

을 올리거나 앉을 시에 끼게 되므로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가

조여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한 전차병들이 많아서 가장 개

선이 시급한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소재에 대한 만족도에서 소재의 땀흡수성(2.73)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재의 보온성

(2.82)과 통풍성(2.86) 등의 순으로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 전차병은 하계 시에는 고온에

서의 땀 배출을 위한 땀흡수성, 동계 시에는 보온성에 대한 개

선의 요구가 많았다. 

5. 동작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굽

히기(2.49)나 다리를 앞으로 올리기(2.49), 다리 옆으로 들어올

리기(2.50), 쪼그리고 앉기(2.50)의 순으로 만족도는 매우 낮으

며, 이러한 동작 시 가장 불편한 부위는 밑위부분이라고 응답

한 전차병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엉덩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의 응답이 많았다.

6. 주머니의 사용빈도는 가슴주머니(3.90)의 사용 빈도가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이 허리주머니(3.67), 바지 밑단 주머니(3.4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서는 주머니의 위치와 크기, 개수,

사용용이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전차병들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인터뷰를 통한 조사에서는 탄피, 총 등

을 소지 할 수 있는 장규류를 부착으로 주머니가 가리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머니의 뚜겅이나 돌출부위가

전차내부의 기기 등에 자주 걸리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는 불만이 많았다. 

7. 엉덩이 개폐 부위의 착탈용이성에 대한 만족도(2.64)는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뷰에서도 엉덩이 개폐부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으며 가장 불편한 점은 용변 시 불편하

다(58.7%)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착탈 시간이 많이

걸린다(21.9%), 지퍼로 되어 있어 착탈이 불편하다(12.6%)는

순으로 나타났다. 등고리 부위의 사용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3.07)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전차병

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 전차병의 착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차병복은 다양한 극한의 위험으로부터 착

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군복의 일종으로 착용하고 있는 전차병

들 또한 이러한 잠재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였으며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시급한 개

선이 필요한 품목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설문과 현장조사를 통

하여 얻어진 결과는 새로운 전차병복의 소재와 의복의 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존 전차병복의

수정을 거쳐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

차병복의 개선이 없이 착의실태 조사로만 끝난 것을 한계점으

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기능성,

쾌적성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극한의 충격으로 최대한 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차병복의 설계를 할 것이며 의복의 디자인

뿐 만 아니라 소재의 설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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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주머니의 개수와 사용용이성

No. 세부사항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주머니의 개수 3.39 0.88

2 주머니에서의 사용용이성 3.29 0.88

(1점 : 매우 부적절,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적절)

Table 12. 엉덩이 개폐부위 착탈용이성와 등고리 부위 사용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No. 세부사항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개폐부위 착탈용이성 2.64 1.03

2 등고리 부위 사용용이성 3.07 0.86

(1점 : 매우 부적절, 3점 : 보통이다, 5점 : 매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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