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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of protective clothing for riot policewomen. The protective clothing 
that riot policewomen currently wear are not suitable for them because they are structurally designed for men. A 
survey was conducted about satisfaction of protective clothing for 190 riot policewomen who work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focused on functionality and comfort of the protective clothing. It examined overall 
condition of protective clothing and policewomen's satisfaction in terms of safety, activity, fitness, comfort, 
convenience and design. The first three aspects were examine to measure its functionality and the last three to 
measure its comfort. Most results show under 3 out of 5 point in terms of functions and comfort level.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new design which fits better to women according to their body 
structures and sizes as well as new fabric materials that permeability better are needed.  

Keywords: protective clothing(보호복), riot policewomen(여자경찰 기동대원), functionality(기능성), wear comfort 
(착용감) 

 

I. Introduction

여경기동대란 여자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

부대로, 근무 양식에 따라 정해진 정복 또는 근무

복을 착용한다. 경찰기동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

위 진압용 보호복은 2009년 이전까지는 방석복(防
石服)이란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현

재 착용되고 있는 보호복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경찰보호복’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착용

되는 경찰보호복(이하 보호복)은 1996년부터 보급

되어 착용되던 방석복(防石服)이 충격보호에 약하

고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개선해서 2009년
부터 보급해서 착용 중에 있다. 

여경기동대는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Police Riot 
control Operating rules , 2009)에 의해 서울지방경

찰청을 비롯하여 지방경찰청 단위에 설치되어 있

고, 우리나라 여경기동대원의 총 인원은 지방을 포

함해서 300여 명이다. 여경기동대의 주요 임무는 집

회․시위관리, 재난경비, 경호경비, 혼잡경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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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이며, 생활안전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교
통지도단속 등이 지원임무이다. 집회 행사장에서는 

질서유지와 시위대의 준법행진을 유도하며, 우선적

으로 여성, 장애인․노약자․임산부․소아동반자 등

의 보호관리․단속․체포 등의 임무를 우선 수행

한다. 여경기동대는 1999년 창설된 이후로 각종 대

규모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유도, 관리하여 신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전기를 마

련하였다. 경찰은 여경기동대가 기존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어, 시위대의 긴

장과 과격성을 순화하여 불법폭력시위를 감소시키

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Shin, 2001), 특
히 행진대열을 질서정연하게 안내하고, Police Line
을 들고 서 있는 여경기동대는 평화적 시위문화의 

상징으로도 떠오르게 되었다.   
기동대원들은 교육훈련 및 집회시위 관리 시에

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고, 개인장비(방
석모, 보호복, 방패, 경찰봉, 개인소화기 등)를 지참

하게 되어 있으며, 민생치안 지원 근무 시에는 정모 

또는 근무(교통)모, 근무(교통)복, 단화를 착용하고, 
수갑, 이격용 분사기, 경찰봉 등을 지참한다( Police 
Riot control Operating rules , 2009). 기타 근무 시에

는 사복 혹은 해당 임무에 맞는 복장 및 장구․장

비를 착용한다. 여경 기동대원들이 착용하는 정복, 
근무복, 기동복 등은 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 

맞춤복으로 제작되고 지원된다. 그러나 가장 활동

성과 안전성을 요구되는 시위 진압 시 착용하는 보

호복은 남성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디

자인된 보호복과 동일한 것을 착용하고 있으며, 사
이즈 체계만 다르기 때문에, 신체 구조도 다르고, 
시위 진압의 종류와 형태가 다른 여경기동대원들

이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경기동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복은 날개형 조끼(vest), 상박보

호대(upper arm protector), 팔보호대(arm protector), 
허벅지보호대(thigh protector), 다리보호대(leg pro-
tector), 낭심보호대(protective pad)로 구성되어 있

고, 낭심보호대는 조끼 앞쪽에 달려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각각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경기동대원들

은 시위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일반 기동복을 착

용하거나, 과격 시위가 예상될 경우 기동복 위에 보

호복을 착용한다.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와 사이즈

가 다르기 때문에, 의복을 제작할 때에는 성별의 

특징에 맞게 의복을 설계하고, 사이즈 체계를 나누

어야 한다. 그러나 여경기동대원들이 착용하는 의

복 중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위험으로부터 가장 

보호력이 요구되는 보호복을 남성과 동일한 형태

의 것을 착용한다는 것은 여성 착용자에게는 신체

적합성이 매우 떨어지며, 시위 진압 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소방복, 방진복, 환경

미화원복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복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여경기동대원들이 착용하는 보호복

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남성 기동대원들

을 위한 보호복의 연구도 현재 착용하는 보호복 이

전 모델인 방석복에 관한 연구(Kim, 2000)만이 있

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경기동대원들

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보호복에 대한 착

용실태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개선해야 할 점등을 

분석하여 차후 여경기동대원들의 보호복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복에서 요구되는 기능 중 기능성에 해

당하는 안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의 만족도와 착

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본다.  
둘째, 보호복에서 요구되는 기능 중 착용감에 해

당하는 쾌적성, 편리성,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및 

착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본다. 
셋째, 일반적 사항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

본다.   
 

II. Background

1. Structure of protective clothing 
보호복은 <Fig. 1>과 같이 날개형조끼(vest), 상박

보호대(upper arm protector), 팔보호대(arm protetor), 
허벅지 보호대(thigh protector), 다리보호대(leg pro-
tec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가 3.8kg 정도이다. 
보호복의 소재는 겉감 및 안감용 원단은 100% 방
향족 폴리아마이드계 난연사 직물을 사용하며, 피
부질환,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

는 안된다(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TKNPA], 
2013). 보호복의 상의(조끼)는 어깨와 옆구리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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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all appearance and structure of police 
protective clothing. From. TKNPA. (2013). Police Pro-
tective Clothing Specifications. p.7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조끼 뒤쪽에서 앞쪽으로 

벨크로가 넘어와서 각자의 사이즈에 맞게 여미는 

구조이다. 상박보호대는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어깨

보호대 아래쪽에 벨크로로 연결하고, 상완에도 벨

크로를 둘러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착용한다. 팔보

<Table 1> The materials used in protective clothing

Item Use Standard

100% aromatic polyamide fabric 
treated by flame retardants

Outer, bias tape Application of 2.3.1 section

Lining Application of 2.3.2 section

Thread
Sewing Aromatic polyamide thread treated by flame retardants 30's/3

ST Sewing Aromatic polyamide thread treated by flame retardants 20's/4

Plastic protector Protector from outside ST (Synthetic nylon, ST801BK010A/2T), Front vest 3T

Crosslinked foamed polyethylene Cushioning the impact
(leg, body, arm) Width (leg: 10T, body, arm: 8T) (±0.5)

Velcro Fixing Width 10cm, 5.0cm, 3.0cm (±10)

100% aromatic polyamide thread 
treated by flame retardants suspender

Fixing upper arm Width 5cm

Thigh, leg, etc Thigh, etc 3.0cm, leg 5.0cm

Fixing piece(+, －) Fixing Diameter 1.2cm, length 1.2cm

Ring Fixing Width 5.0cm, 3.0cm

Label Labeling Nylon cross fabric

From TKNPA. (2013). Police Protective Clothing Specifications. p.1

호대는 상박보호대에 연결해서 고정하고, 하완에 2
개의 벨크로를 둘러서 사이즈를 조절한다. 허벅지

보호대는 조끼 밑단에 연결해서 몸판과 고정한다. 
다리보호대는 3개의 벨크로로 종아리 뒤쪽을 감싸

고, 발부분에 2개의 벨크로로 고정하여 활동할 때 

최대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모든 보호복의 

테두리는 특수 봉제사로 봉제하여 접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중요한 부분에는 피스를 이용해서 고

정한다(TKNPA, 2013). 보호복에 사용되는 재료는 

<Table 1>과 같다.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은 보호복 제작 시, 겉감과 

안감 사이에 삽입하는 소재이며, 움직임이 많은 곳

에는 절개를 사용하여 움직임이 원활하게 제작하

고, 다리와 몸통, 팔 부분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완충재 역할을 한다. 플라스틱 보호대

와 가교발포 폴리에틸렌은 정해진 규격에 의한 인

장강도, 충격강도, 압축강도, 인열강도 등이 요구된

다. 고정벨트로 사용되는 벨크로는 각 아이템을 신

체에 부착하는 역할과 아이템끼리 보호대를 고정하

는 역할을 하며, 방향족 폴리아마이드계 섬유 100%
로 두께 0.3mm 이상, 폭, 5.0cm, 3.0cm(±10)의 사이

즈로 제작된다. 

2. Demanded functions of protectiv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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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찰장비관리규칙 제 571호( Established 
principles of standard police equipment , 2009)에는 보

호복을 포함한 경찰장비에 관한 규격 사항을 <Table 
2>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복과 관련된 내용

은 국제 표준화 규격(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2013)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

한다. 보호복은 경찰장비규격의 제정원칙에 적합해

야 하고, 시위 진압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

한 기능이 요구되는 의복이기 때문에, 시위 진압의 

형태와 강도, 위험물의 종류, 착용자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

찰장비 규격과 소방복이나 방진복과 같은 보호기

능복에 관한 선행연구(Choi, 2002; Han, 2009; Kim 
& Kweon, 2009; Kwon et al., 2012; Moon, 2003)를 

참고로 시위 진압 시 착용하는 보호복에서 요구되

는 요소들을 기능적인 측면(안전성, 활동성, 신체적

합성)과 착용감적인 측면(쾌적성, 편리성, 디자인)
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Functionality of protective clothing 
보호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에는 

안전성, 활동성, 신체적합성이 있다. 
보호복의 안전성을 위한 충격 흡수 소재로 사용

<Table 2> Established principles of standard police equipment

Funtion Quality must be ensured according to its purpose

Safety Equipment which can cause of harm or damage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must be safe.

Economic feasibility Quality should be guaranteed and price needs to be cost effective.

A public tender This is determined by competitive tender and must be open to public participation.

Newest type It should not fall behind the trend of the times.

Standard Standardiz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national policy.

From TKNPA. (2009). Established principles of standard police equipment article 571.  

<Table 3> Size of protective clothing for riot policewomen  

Size
Vest Leg protector Arm protector Protective pad Thigh protector

Bust Front Back Length Width Length Width Length Width Length Width

L 90 41 51 56 22 49 21 18 16 22 22

M 85 39 49 55 22 48 20 17 16 22 22

S 80 37 47 54 20 46 18 16 16 20 20

From TKNPA. (2013). Police Protective Clothing Specifications. p.5.

되는 것은 플라스틱 보호대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이다. 경찰보호복규격(TKNPA, 2013)에 따라 플라

스틱 보호대의 인장강도(tensile stress)는 35Mpa 
이상이어야 하며, 충격강도(notched izod impact)는 

－30℃에서 15KJ/m2 이상, 23℃에서 75KJ/m2 이상

되어야 한다.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의 인장강도는 

4kg/cm2 이상이어야 하며, 압축강도 0.5kg/cm 이상

이어야 한다. 보호복의 충격보호와 관련된 연구로

는 태권도 보호구의 안쪽에 주름 방력판을 삽입했

을 때 효과가 있다(Choi, 2009)는 연구와 승마기수

들의 보호 조끼에 체인 구조의 다중 섬유로 된 폴

리에스터 spacer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Dlugosch et al., 2013).
보호복의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의복

의 중량, 여유분, 소재, 디자인 등이 있다. 의복의 

중량이 클 경우, 몸을 압박하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

게 되며, 적절치 못한 여유분량에 의해서도 작업 능

률이 저하될 수 있다. Kim et al.(2012)은 방탄복 설

계 시 여유분을 축소하고, 몸에 밀착시켜 방탄복의 

무게를 인체에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주관적 착용

감과 동작용이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여경

들이 착용하는 보호복의 무게는 3.8kg 정도이다. 그 

외에 보호복과 함께 착장되는 헬멧, 보호봉, 방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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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착용자는 6~7kg 이상을 신체에 착장

해야 한다. 이는 평균 신장과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에게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며,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물론이고, 각종 의

류 장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보호복의 신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용자

의 신체구조를 반영한 보호복 설계가 필요하다. 그
러나 여경기동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복은 남

자기동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복의 디자인과 

동일하며, 사이즈 체계만 다르다. 보호복은 시위 진

압 시 외보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성의 신체구조에 적합하지 않

은 보호복은 오히려 업무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

니라,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개발이 필요하다. 여자 보호복의 사

이즈 스펙은 <Table 3>과 같다. 

2) Comfort of protective clothing         
보호복의 착용감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에는 

쾌적성, 편리성, 디자인이 있다.   
보호복의 쾌적성은 보호복에 사용되는 소재와 

관련이 있다. 보호복의 충격보호용 소재로 다리에

는 10T, 몸통과 팔에는 8T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이 사용된다.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은 충격보호에도 

효과적이지만, 내열성 또한 좋은 소재이므로 여름

에 온열쾌적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호복에

서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는 방탄복 

안에 환기용 베스트를 착장해서 환기성능을 개선

시키거나(Cheuvron et al., 2008), 개인용 냉각장치

를 방탄복에 부착한 후 생리반응 평가를 실시한 연

구(Gonzalez et al., 2006) 등이 있다.  
보호복의 편리성은 착탈용이성과 세탁관리용이

성에 관한 것이다. 보호복의 착․탈은 주로 경찰버

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보호복은 29개의 벨크로를 

이용해서 보호복과 각 보호대를 착용하는 구조이

므로 신속한 착․탈이 쉽지 않고, 충격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소재가 보호복에 봉제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차

후 보호복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용이한 착․탈

을 위한 구조 개발과 위생상 쾌적하게 착용 할 수 

있는 보호복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보호복 디자인은 1996년부터 착용되던 대

나무와 양모펠트가 삽입되어 있는 방석복의 형태

에서 2009년에 소재와 구조가 바뀐 디자인이다. 기
존에 사용되던 방석복은 곤색의 조끼와 아대, 각반

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보호복은 검정색의 조끼와 

팔보호대, 상완보호대, 다리보호대, 허벅지보호대

로 세분화 되어서 보호복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III. Research Method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근무하고 있

는 모든 여경기동대원을 상대로 착용실태 및 만족

도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

간은 2013년 12월 4일~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

며, 총 190부가 배부되었고, 이중 179부가 분석 자

료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에는 Window-SPSS 21.0을 사용하였으

며, 통계기법에 있어서는 보호복의 안전성, 활동성, 
쾌적성, 신체적합성, 편리성, 디자인에 관한 질문의 

각 문항별로 빈도(%)를 구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

로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를 부여한 후(매우 만족 5점~매우 불만족 1점), 평
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

을 위해서 집단 간의 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비교적 보수적인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문

항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α 계수

를 구하였다.

2. Measurement
설문지는 2013년 11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예비조사와 선행연구(Kim, 2000; Na et al., 
1997; Moon, 2003; Park & Park, 2008; Yi, 1997)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설문지의 내용은 보호복의 전반적인 만족도(7
문항), 안전성(17문항), 활동성(10문항), 신체적합성 

(24문항), 쾌적성(10문항), 편리성(8문항), 디자인(6
문항),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11문항)으로 구성하

여 총 9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안전성, 활동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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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합성, 쾌적성, 편리성,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도

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문항에

는 선다형, 다지선다형, 자유응답형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IV.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

기 지역에 근무 중인 여자경찰기동대원으로서 총

19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2.5세이었으며, 평균 신

장과 몸무게는 164.4cm, 53.7kg이었다. 이는 우리나

라 여성 32~33세의 평균키와 몸무게가 160.3cm, 
55.6kg인 자료(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비교해 보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
답자가 기동대에 근무한 평균 기간은 13개월이었

으며, 보호복을 입고 실제 시위 진압을 해 본 경험

은 평균 4.53회, 훈련이나 시위 진압 시 보호복을 착

용하고 있는 시간은 1~3시간(37%), 3~5시간(35%), 
5~7시간(20%), 7시간 이상(4.4%)으로 나타났다.

2. Satisfaction results about functionality of 
protective clothing 

1) Safety 
보호복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보호복의 구성 아이템(보호복 조끼, 상박보호

대, 팔보호대, 허벅지보호대, 다리보호대가)과 보호

복과 함께 착용하는 방석모(헬멧)와 장갑에 대한 

충격 흡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조

사하였고, 그 외 질문에는 선다형과 자유 응답형으

로 기술하게 하였다. 신체에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낮은 점수에 응답토록 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고, 문항 간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0.84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보호복의 안전성에 있어 ‘시위 진압 시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평균값은 2.74점으

로 나타났고, ‘매우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에 응답

한 사람은 10.7%,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에 응답

한 사람은 40.2%로 나타나, 응답자의 50.9%가 위험

<Table 4> Satisfaction about functionality of protective 
clothing

Items

Safety Activity

Cronbach α 
0.84

Cronbach α 
0.89

Mean S.D. Mean S.D.

Perceived physical risk 2.73 0.58 - -

Vest 2.95 0.88 2.10 0.81

Upper arm protector 2.87 0.83 2.27 0.9

Arm protector 2.83 0.84 2.49 0.97

Thigh protector 2.88 0.85 2.28 0.9

Leg protector 2.92 0.87 2.28 0.89

Gloves 2.37 0.83 2.51 0.95

Helmet 2.94 1.18 1.55 0.71

Weight of protective clothing - - 1.77 0.73

Weight of helmet - - 1.59 0.68

Security of sight of helmet 2.15 0.91

Total 2.74 0.86 2.09 0.84

<Fig. 2> Satisfaction about safety of protective clothing 
(%) n=179

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2). 이는 1980년
도부터 착용되던 구방석복에 관한 위험도가 87.1%, 
그 이후 모델인 1996년도부터 착용되던 신방석복

에 대한 위험도가 54.2%(Kim, 2000)임을 고려하면 

시위 진압복에 대한 안전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이템별로 충격 흡수에 대한 만족

도를 살펴보면 장갑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이 가장 

낮으며(2.37점), 나머지 아이템들도 모두 2.95점 이

하로 보통에 해당하는 3점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충격보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장갑에 대한 충격 흡수의 만족도가 낮은 



150 여자경찰 기동대원들의 경찰보호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332 －

것은 현재 착용하는 장갑은 손을 완전히 덮는 구조

가 아니라, 손가락 길이의 중간 정도까지만 덮고 

손끝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끝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방석모(헬멧) 착용 시 시야 확보에 대

한 질문에는 평균이 2.15점이며, 69.1%가 ‘시야 확

보가 되지 않는다’에 응답하여 방석모의 시야 확보

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 외

에 시위 진압 시 외부 충격의 종류를 묻는 항목에

는 몸싸움이 78.1%, 물어뜯기 15.7%, 머리채 잡아 

뜯기가 3.4%로 나타났다. 이는 여경기동대원들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위 진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시위형태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착용하는 보호복은 상대방이 

과격 시위 시, 팔을 물어뜯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

면 그에 대한 적절한 신체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여경기동대원들의 시위 진압형태

에 맞는 손과 팔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의 

구조와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보호복에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에 관한 질문에 주관식으

로 응답하게 한 결과, 낭심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상박 보호대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낭심보호대

는 착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신체보호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다지선다형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머리와 안면부

가 각각 22.1%, 목 19.8%, 손 15.3% 순으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경기동대원들은 남자들의 

짧은 머리기장과 달리 머리기장이 긴 사람들이 많

기 때문에 방석모 안에 머리카락이 다 숨겨지지 않

는다. 그러므로 과격 시위 시, 시위자들이 머리카락

을 잡아당기거나 안면부를 할퀼 경우, 매우 위험하

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

석모와 머리의 밀착감을 향상시켜 머리와 안면부

를 보호하고, 머리를 묶어 방석모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방석모 구조 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Activity 
활동성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아

이템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선다형과 자유응답형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Fig. 3> Satisfaction about activity of protective clothing 
(%) n=179

<Table 4>에서와 같이 보호복의 무게와 방석모의 

무게에 대한 평균은 1.77점과 1.5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보호복에 대해서 ‘무겁다’와 ‘매우 무

겁다’에 응답한 인원은 85.1%였고, 방석모에 대해

서 ‘무겁다’와 ‘매우 무겁다’에 응답한 인원은 90.0%
로 대부분의 인원이 무게에 대한 신체적 스트레스

를 받고 있어서 무게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Fig. 3). 각 아이템에 대한 활동성에서는 방

석모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1.55점), 그 외의 아이

템도 모두 2.51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낮

음을 알 수 있었다. 방석모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방석모의 사이즈가 선택의 여지없이 모두 한 개의 

사이즈이며, 턱밑에서 벨크로를 이용해서 각자의 

머리에 맞게 착용하는데, 머리와의 밀착감이 떨어

져 방석모의 무게를 목에서 그대로 전달 받게 되고, 
머리의 움직임이 많을 때에는 방석모의 무게 때문

에 머리와 목 부분에 많은 부담감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활동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장갑

(2.51점)은 안전성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

이었다. 이는 안전성과 활동성이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

한 방호성능 수준을 갖추면서 활동성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3) Body fitness 
보호복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신체적합성을 알아

보기 위해 둘레항목(4문항), 길이항목(5문항), 너비

항목(5문항), 기타(3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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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Table 5). 보호복의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56점으로 보

통 점수에 해당하는 3점보다 낮았고, 다리보호대 길

이(2.46점), 상박보호대 너비(2.46점), 상박보호대 길

이(2.47점), 가슴둘레(2.52점) 순으로 신체적합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보호구는 충격 순간에 신체 부위에 정확하게 놓

여 있어야만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다(Watkins, 
2003).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다리보호대의 길이

는 착용자들의 다리길이보다 길어서 무릎 보호대

가 무릎의 위치에 놓이지 못하고, 무릎 높이보다 

윗부분에 위치함으로 활동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리보호대를 착용하

고 활동하다 보면 벨크로를 이용하여 다리에 맞게 

여몄음에도 보호대가 다리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

를 원위치로 돌리기 위한 반복 동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외에 사이즈가 적합하지 않아 가장 불편

한 곳을 묻는 질문에는 머리 33.7%, 종아리 11.6%, 
무릎 10.5%, 팔꿈치 8.3%의 순으로 나타나서 방석

<Table 5> Body fitness of protective clothing 

Items Mean S.D.

Circumference

Bust 2.52 0.90

Vest hemline 2.55 0.87

Arm hole 2.59 0.87

Neck line 2.62 0.85

Length

Leg protector 2.46 0.93

Upper arm protector 2.47 0.83

Vest 2.55 0.89

Thigh protector 2.61 0.91

Arm protector 2.61 0.93

Width

Upper arm protector 2.46 0.81

Shoulder width 2.54 0.88

Arm protector 2.57 0.90

Thigh protector 2.57 0.90

Arm protector 2.63 0.93

Etcetera 

Shoulder protector 2.55 0.87

Side velcro size 2.57 0.93

Upper velcro size 2.57 0.93

Total Mean (S. D) 2.56 0.89

모의 사이즈 구분이 필요하며, 종아리와 무릎의 사

이즈는 앞의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다리보호대의 

길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신체적합성이 매우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에 대한 불만사항을 

서술형으로 기술하게 한 결과, 조끼는 신체보다 가

슴둘레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신이 어떤 

사이즈를 착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74%나 되었

다. 보호복의 조끼는 여성의 가슴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낭심보호대가 달려 있는 등 여성의 신체구

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많은 여경의 체형 특성을 고려하

면 현재 보호복의 사이즈는 길이와 둘레면에서 수

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보호복 지급이 각 대

원들의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치수 

당 정해진 개수를 일괄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복 배분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3. Satisfaction results about comfort of protective 
clothing 

1) Clothing comfort   
보호복의 쾌적성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

해서 각 아이템의 통풍 정도와 땀 흡수율, 온열쾌적

성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고, 보호복 

착용 시 땀이 가장 많이 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다지선다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각의 아이템에

서 통풍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조끼(1.87
점)이며, 나머지 아이템도 2.14점 이하로 전반적으

로 통풍에 대해 불만족하였다(Table 6). 통풍은 여름

에 온열쾌적성과 관련이 있고, 이와 관련된 질문에

는 평균 점수가 1.44점으로 본 설문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복

의 충격보호소재로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이 사용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은 

발포폴리에틸렌을 가교하여 만든 소재로 가볍고 충

격흡수력이 좋으며, 내열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욕

실 매트나 스포츠 매트 등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이
런 소재의 특성 때문에 여름에 보호복의 온열쾌적

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안전성과 활동성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복에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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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요구되는 성능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의복 

내 기후를 환기시킬 수 있는 스페이서를 조끼 안에 

부착하거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소재를 충격보호

가 필요한 부분에만 절충해서 사용한다면 보호복의 

온열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Convenience
보호복의 편리성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

해서 각 아이템의 신속한 착․탈 용이성과 세탁 용

이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모

든 항목에서 2.22점 이하의 낮은 착․탈 용이성을 

보였고, 상박보호대와 허벅지보호대, 다리보호대는 

착․탈이 ‘용이하다’와 ‘매우 용이하다’가 빈도분석

에서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 보호복은 다

섯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아이템이 총 

29개의 벨크로를 이용하여 몸에 밀착시키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구조이다. 이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한 아이템씩 신속하게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상박보호대의 경우 혼자서 착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

리보호대와 허벅지 보호대가 함께 달려있는 바지 

형태나, 팔보호대와 상박 보호대의 착용을 용이하

<Table 6> Satisfaction about comfort of protective clothing

Items

Clothing comfort Convenience Design

Cronbach α 0.80 Cronbach α 0.90 Cronbach α 0.84

Mean S.D. Mean S.D. Mean S.D.

Vest 1.87 0.71 1.97 0.89 -　 -　

Upper arm protector 2.07 0.78 1.91 0.84 - -

Arm protector 2.14 0.87 2.22 1 -　 -　

Thigh protector 2.06 0.82 2.02 0.86 -　 -　

Leg protector 2.11 0.83 2.11 0.93 -　 -　

Absorbency of protective clothing 1.78 0.84 - - -　 -　

Thermal comfort (summer) 1.44 0.66 -　 -　 -　 -　

Design of protective clothing -　 -　 -　 -　 2.59 0.95 

Color of protective clothing -　 -　 -　 -　 3.13 1.07 

Outer fabric -　 -　 -　 -　 2.49 0.97 

Lining fabric -　 -　 -　 -　 2.30 0.86 

Total 2.35 0.80 2.50 0.90 2.63 0.96

게 하는 토시 형태의 보호구를 제안해 볼 수 있다.
1년에 세탁을 몇 번이나 하는지에 관한 문항에

는 ‘세탁하지 않는다’가 91.6%, ‘1번 세탁’이 5.6%
로 나타나서 거의 세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보호복이 물에 젖거나 땀에 젖었을 경

우, 관리하는 방법에는 ‘거의 건조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방에 보관한다’가 63.1%, ‘탈의 후 바로 

말리지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 햇별에 널어 말린

다’가 25.7% 응답하여 대부분 위생적인 보호복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미
제시). 이러한 보호복의 관리는 보호복의 구조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보호복은 충격보호용 플라스틱 

보호대와 가교발포폴리에틸렌이 삽입되어 있는 천

(방향족폴리아마이드계 난연사 섬유)이 봉제되어 있

어서 세탁기로 세탁이 불가능하며, 플라스틱과 봉

제되어 있는 천 부분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

에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는 현재 보호복 이

전 모델인 방석복의 내피가 양모 휄트로 되어 있어

서 물에 젖었을 경우,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점을 보완하긴 했으나, 플라스틱이 천에 봉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세탁이 용이하지 않다. 따
라서 차후 보호복 설계 시에는 땀이나 이물질로부

터 오염됐을 때 오염된 부분만 세탁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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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와 충전재가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한

다면 피복 위생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Design
보호복의 디자인과 색상, 안감 소재에 대한 만족

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Table 
6), 안감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30점). 
안감 소재(100% 방향족 폴리아마이드계 난연사직

물)에 대한 만족도는 땀 흡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데, <Table 6>의 쾌적성에서 보호복의 

땀 흡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1.78점)와 일치

한다. 보호복의 안감 소재에서 요구되는 성능은 방

염성, 인장강도 등 보호기능과 관련된 이화학 성능

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흡습성이나 통풍성과 

같은 성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착용자의 

착용감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 성능에 흡수

와 통풍까지 좋은 소재로 대체한다면 매우 바람직

할 것이다. 보호복의 색상만족도 평균은 3.13점으

로, 본 설문에서 유일하게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

타난 항목이었다. 현재 보호복은 검정색이며, 검정

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65.2%로 나타났다. 표준편

차는 1.07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

들이 색상 선호도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4.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general cha-
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reas for improve-
ments  

여경기동대원들의 보호복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찾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

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장, BMI 지수, 
땀을 흘리는 정도, 근무 연한에 따라서는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05 수준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1)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age 
전체 응답자 179명 중 나이를 밝히지 않은 두 명

을 제외한 177명의 자료로 ANOVA test를 실시한 

결과, 전체 여섯 항목 중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은 보호기능, 디자인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호기능과 디자

<Table 7>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age 

Age
Protective function Design

N
Mean S.D. Mean S.D.

20≤~<30 2.79a 0.80 2.85a 0.96  39

30≤~<40 2.51ab 0.90 2.54ab 0.89 119

40≤ 2.11b 0.81 2.00b 1.00  19

F 4.118* 5.476** 177

*p<.05, **p<.01. Scheffe test: a>b

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는 동일한 무게라도 20대와 40대가 느끼는 주

관적인 신체적 부담감이 다르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골격이 약해져서 실제적인 보호기능에 대해 더 

민감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호복의 디자인은 

액션영화나 SF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를 연상시키

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관련

된 것으로 분석된다.   

2)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body weight
몸무게를 50kg 미만, 50~59kg, 60kg 이상으로 분

류했을 때 안전성과 신체적합성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8). 안전성과 신체적합성은 보

호복의 기능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안전성과 신체적합성의 만족도는 증

가하였다. 앞의 신체 적합성의 결과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보호복의 사이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

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

체 적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경기동대원

들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많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체적합

성이 높을수록 안전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body weight

Body 
weight

Safety Body fitness 
N

Mean S.D. Mean S.D.

<50kg   2.75b 0.59 2.54b 0.63  50

50≤~<60kg   2.67ab 0.61 2.44b 0.71 106

60kg≦   2.99a 0.46 2.97a 0.70  23

F 2.434* 5.724** 179

*p<.05, **p<.01. Scheffe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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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호복의 사이즈 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이 

같은 여경기동대원들의 신체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

이다. 

3) The satisfaction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a person has a riot control experience 
or not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시위 진압 경험 여부에 

따른 보호복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호기능을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9). 보호기능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보호복의 

안전성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시위 

진압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비교적 만족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안전성은 모든 항목에서 평

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 6가지 전체 

항목 모두 시위 진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는데, 이것은 시위 진

압 현장에서 느끼는 긴박감이나 현장 상황이 보호

복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편리성과 디자인 항목의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호복의 착․탈 편

리성과 전체적인 구조, 보호대의 소재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긴박한 시위 진압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29개의 벨크로를 이용해서 착․탈

<Table 9>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experience of riot control 

Items　 Riot control 
experience N Mean S.D. t-value

Functionality

Protective function
Yes 114 2.70 0.59

－1.38
No  65 2.83 0.58

Activity
Yes 114 2.00 0.60

－2.78**
No  65 2.26 0.59

Body fitness
Yes 114 2.46 0.71

－1.98*
No  65 2.67 0.64

Comfort

Comfort
Yes 114 1.71 0.59

－2.02*
No  65 1.91 0.64

Easiness
Yes 114 1.89 0.71

－3.69***
No  65 2.32 0.78

Design
Yes 114 2.45 0.82

－4.51***
No  65 2.94 0.63

*p<0.5, **p<.01, ***p<.001 by t-test.

을 해야 하는 구조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보호하

되, 보다 간편하게 착․탈이 가능한 일체형 보호복

을 제안할 수 있다. 디자인 면에서는 먼저 여경기

동대원들의 업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활동업무

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 여경기동

대원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거나 단속, 체포 등의 업무를 할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경찰 버스 안이나 가투대기를 하면서 

근무를 할 경우도 있다. 이 때 보호복의 딱딱한 소

재와 큰 부피로 인하여 앉은 자세를 취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앉았을 경우 옆 사람과 쉽게 부딪히며, 
소재가 딱딱해서 네크라인이 얼굴까지 올라오고 

진동둘레는 겨드랑이를 자극하여 피부를 압박하는 

등 신체에 무리를 주게 된다. 이완 관련된 서술형 

답변으로는 보호대의 소재가 좀 더 유연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보다 유연한 소재 사용과 신체에 좀 더 밀착 

될 수 있도록 사이즈 개선이 필요하다. 

4) The satisfaction difference depending on 
how long a person has worn protective clothing

보호복 1회 착용시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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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satisfaction difference by protective clothing 
wearing time

Time
(hr.) N

Safety Activity Design   

Mean S.D. Mean S.D. Mean S.D.

1≤~<3  67  2.92a 0.50  2.25a 0.63  2.83a 0.63

3≤~<5  63  2.68ab 0.59  2.04ab 0.59  2.58ab 0.88

5≤~<7  36  2.61ab 0.59  1.93ab 0.57  2.43ab 0.77

7≦  13  2.43b 0.82  1.90b 0.61  2.36b 0.96

F-value 179 3.639* 2.734* 2.882*

*p<.05, Scheffe test: a>b

펴본 결과(Table 10), 안전성, 편리성, 디자인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항목 모두 3시간 이

하 착용자와 7시간 이상 착용자 사이에 만족도 차

이가 있었으며, 착용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낮아

졌다. 안전성과 활동성은 보호복의 기능적인 면으

로 착용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디자인 항목 또한 착용 시간에 

따라서 만족도가 낮아졌다. 여기서 보호복의 디자

인은 전체 구조를 포함하는 질문이며, 이러한 결과

는 착용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은 7시간 이상 장시간 보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화장실을 가거나 경찰버스 안에서 

식사를 할 때에 불편함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러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호복에서 필요 

없는 낭심보호대를 생략하고, 각 보호대의 길이항

목에 대한 사이즈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팔꿈

치나 무릎 등 관절 부분의 신체 적합성을 높이는 

보호복 설계가 필요하다.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경기동대원들이 

시위 진압 시 착용하는 보호복에 관한 착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여경기동대원들에게 

적합한 보호복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

무하는 여경기동대원들(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복의 전반적인 만족도면에서 가장 낮

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기능적인 측면인 활동성

과 착용감 측면인 온열쾌적성이었다. 활동성 개선

을 위해서는 좀 더 가벼운 충격보호구 소재의 대체 

삽입, 꼭 필요한 부분에만 충격보호소재를 삽입하

는 등의 방법과 신속한 착․탈을 위한 일체형 보호

복의 구조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온열쾌적성의 개

선을 위해서는 인체의 발한 부위를 고려한 개구부

가 있는 디자인과, 보다 통풍이 잘 되는 소재 개발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호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

호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체중

이 많이 나갈수록 안전성과 신체적합성에 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보호복의  방호

범위에 대한 재검토, 전체적인 사이즈체계의 수정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위 진압 여부에 따른 만

족도는 시위 진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보
호복의 착용시간에 따른 만족도는 착용시간이 길

수록 안전성, 활동성,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여경기동대원들을 위한 

보호복을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착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인 보호복 

설계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보호구

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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