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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and complaint of current flight suit derived with the
questionnair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the 137 aviators in Army Aviation School from April to May, 2007.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usage characteristics, wearing characteristics and free com-
ments. Regard to the questionnaire of usage characteristics, they wore the flight suit over 6 hours a day and over 5 days
a week. For wearing convenience item in usage characteristics it was revealed that fitness, ease and the location of pocket
were not proper. Also, it showed that the material characteristics(e.g. insulation, absorption, and tactile sensation) for
flight suit was not proper. Regard to the questionnaire of wearing characteristics, the most inconvenient part is crotch as
the answer on the question of "unfitting part in size" and "inconvenient part when wearing". Free comments for the
improvement requests are various size, material, stitch strengthening, pattern modifying, and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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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행복은 조종사가 비행 시 착용하는 의복으로 외부 환경으

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능률적인 비행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의복이며, 착의성, 동작용이성, 안정성, 편의성, 내구성 등의 요

구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행복은 설계 시 착용환경에

서 요구하는 환경적합도, 작업수행도, 보호기능성, 쾌적성 등 복

합적인 요인들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Ashdown,

watkins, 1996). 특히 비행복의 동작용이성은 비행 시 능률적인

기기조작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작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비행복 제작 시 체계적이고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조종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비행복은 디자

인, 치수, 패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첫째 비행복의 디자인은 미군 비행복의 디자인을 수정 없

이 그대로 적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치수체계 역시 18개 사이즈

로만 구분되어 있어 한국 조종사들의 다양한 체형에 대응 할

수 없다. 둘째 비행복 패턴의 문제로는 패턴 설계 시 신장과

가슴둘레만을 적용해 패턴을 제작함으로써 각 부위별로 적절한

치수 및 여유량이 적용되지 못해 착용 시 부위에 따라 불편

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또한 현재 조종사들은 비행

복을 비행임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외의 지상 근무 시에도 장

시간 착용하고 있어 조종사들이 느끼는 비행복의 사용특성과

불편부위의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며 불편부위를 개선한 인간공

학적 비행복 개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행복 관련 연구에서 Faerevik and Reinertsen(2003)은 환

경조건에 따른 조종사의 인체생리반응, 주관적 평가를 통해 열

적중립지역을 결정하고 의복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열적 스트레

스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ucharme(2006)는

핼리콥트 조종사가 침투 보호복 착용 시 느끼는 불쾌감과 열

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체생리반응과 열적 쾌적감을 조

사하였으며, Turpin-Legendre and Meyer(2007)는 보호복의 통

기성 유무에 따른 작업수행시의 인체생리반응과 주관적 반응을

비교 평가 하였다. 

Huck et al.(1997)은 비행복과 같은 오버롤 형태의 의복 설

계와 관련해서 동작성 개선을 위해 각 관절 부위의 동작 범위

(Range of Motion, ROM)와 쾌적감, 피로도, 착의 용이성, 맞

음새 만족도 등의 주관적 평가를 실시해 오버롤 형태 의복설계

시의 적절한 여유량 파악을 하였다. Huck et al.(1997)의 연구

는 관절부위의 동작범위(ROM)와 관련하여 여유량의 배치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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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유량을 파악하였으나 관절부위를 제외한 패턴 각 부위의

구체적인 여유량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오버롤 형태의 패턴 제

작에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군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현대군복의 디자인 연구(권상

희, 하지수, 2006)와 군복의 개발과 적합성(장지혜 외, 1999 ;

Gaul and Mekjavic, 1987), 육군 전투복의 기능성 향상(최지숙

외, 2003), 미래병사 체계를 위한 전투복의 프로토 타입 디자

인(박선형 외, 2005)등이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비행복의 인체생리반응과 주관적 평가, 오

버롤 형태의 의복설계, 군복관련연구가 있으며, 군복관련연구는

주로 전투복에 제한되어 있으며 기능과 적합성에 관한 것으로

비행복과 같은 특수복의 인체 착용시의 사용특성, 착용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항공기의 제

작 및 설계 기술은 첨단화되고 기기구조와 장비는 인간공학적

으로 디자인 되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첨단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착용하게 되는 비행복의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비행복의 설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절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작성을 개선한 인간공학적 비행복

설계를 위해 실제 착용하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복의 사

용특성과 착용특성 및 개선부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비행복의 개선부위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연구인 동작성을 개선한 인간공학적

비행복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설문조사는 현재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사용하고 있

는 비행복의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

하여, 추후 착의성, 동작용이성, 편이성이 개선된 인간공학적 비

행복 설계 시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

다. 설문지는 기존 비행복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직 조종사들의

인터뷰를 통한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2.1. 조사기간 및 대상

설문조사는 현재 사용 중인 상하일체형 비행복의 착용 시 문

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7년 4월-5월에 걸쳐 육군 항공학교 조

종사 137명을 대상으로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개선부위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설문지 문항

설문문항은 개인 신상사항, 비행복 사용특성, 비행복 착용특

성, 자유기술 문항의 순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며 문항별 내

용은 비행복 착용 시 착용감, 동작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요소

들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개인 신상사항에는 성별, 생년월일, 계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행복 사용특성 문항에는 착용시간, 관리방법 문항(1일 평균

비행복 착용시간, 1일 평균 비행시간, 주당 평균 착용일수, 주

당평균 세탁횟수, 세탁방법), 착용편이성 문항(맞음새 적절성,

여유량 적절성, 착의용이성, 탈의용이성, 동작용이성, 주머니위

치적합성, 앞여밈조작편리성), 소재 관련 문항(보온성, 흡수성,

통기성, 내구성, 촉감, 정전기 발생, 보푸라기발생, 세탁 후 변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복 사용특성 문항 중 착용편이성

과 소재 관련 문항은 5단계 평가 척도를 사용 하였다. 비행복

착용특성 문항으로는 치수가 잘 맞지 않는 부위, 움직임이 불

편한 신체부위, 사용이 불편한 여밈(지퍼) 부위, 사용이 불편한

주머니, 손상 및 마모가 많은 부위, 오염이 많은 부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복 착용특성 문항은 비행복의 도

식화를 제시 한 후 문항별로 해당하는 부위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Fig. 1의 도식화에 제시된 13부위는 인터뷰를 통한

예비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다. 자유기

술 문항은 비행복 착용 시 불편부위에 대한 의견과 개선 요구

사항을 자유기술 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개인 신상사항

개인 신상 사항은 성별, 생년월일 관한 내용이며 설문에 응한

육군 항공학교 조종사 137명은 모두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25-

30세 49명(35.8%), 31-35세 18(13.1%), 36-40세 13명(9.5%),

41-45세 21명(15.3%), 45-50세 22명(16.1%), 51-60세 9명

(6.6%), 60세 이상 1명(0.7%), 무응답 4명(2.9%)로 나타났다. 

3.2. 비행복 사용특성

3.2.1. 착용시간, 관리방법 

Table 1은 비행복 사용특성 문항 중 착용시간, 비행시간, 주

당 착용일수, 세탁방법에 관한 문항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착용

시간 문항에서 1일 착용 시간은 6시간이상 착용이 106명

Fig. 1. 비행복 착용특성 설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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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비행 시 이외의 일상

생활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행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일 6시간 이상 착용하므로 조종사에게 있어서 비행복

은 임무 시에만 착용하는 특수복이라기보다는 일상복의 개념도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종사들은 1일 1-3시간이내의 비행을 수행하고 비행복의 착

용시간은 1일 6시간이상이며 주당 5일 이상을 비행복을 착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복 관리방법에 관한 문항에서 주당

세탁 횟수는 1-2회 세탁한다는 대답이 86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방법으로는 드라이크리닝과 물세탁 비율이 유사하

게 나타났다. 

3.2.2. 착용 편이성 평가

착용편이성 문항은 맞음새, 여유량, 착의용이성, 탈의용이성,

동작용이성, 주머니위치 적합성, 앞여밈 조작 편리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2는 착용편이성 관련 문항에 관한 설

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내용 중 ‘보통이다’는 표시하지

않았다.

맞음새 적절성과 주머니위치 적합성문항의 결과에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맞음새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55명(40.2%)으

로 맞음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하일체형 의

복의 경우 상하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체가 움직일 때 하의도

같이 영향을 받아 인체의 움직임이 구속된다고 한 김영희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주머니위치 적합성 문항

의 결과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46명

(33.6%)으로 비행복에 부착된 주머니의 위치가 사용하기 적당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머니의

위치와 모양 및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 시 편리성 및 실용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유량 적절에 관한 문항의 결과는 여유량이 ‘적당하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으로 인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의견이 나

온 이유는 여유량이 적절히 삽입되지 않은 의복부위가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김영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하

지의 운동기능성은 밑위길이 여유분이 가하여 질 때 점점 증가

하다가 적정 여유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기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유분이 지나칠 경우 밑위길이에 여유분

을 두지 않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하지의 기능성을 더 구속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복의 부위별 적절한 여유량의 정

도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착의용이성과 탈의용이성 문항의 결과는 ‘그렇다’, ‘매우 그

렇다’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의견도 다수 포함됨에 따라 착탈의용이성에도 불편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소재 평가

소재 관련 문항은 보온성, 흡수성, 통기성, 내구성, 촉감, 정

전기가 발생, 보푸라기 발생, 세탁 후 변형 등의 8개의 문항으

Table 1. 비행복 사용 특성(착용 및 관리특성)                                                                               (N=137) 빈도(%)

 1일 착용시간  1일 비행시간  주당 착용일수 주당 세탁횟수 세탁방법

1-2시간 16(11.7) 1시간이내 38(27.7) 1-2일 22(16.1) 1-2일 86(62.8) 드라이크리닝 60(43.8)

3-4시간 4(2.9) 1-2시간 53(38.7) 3-4일 13(9.5) 3-4일 11(8.0) 물세탁 70(51.1)

5-6시간 2(1.5) 2시간이상 38(27.7) 5일이상 99(72.3) 5일이상 37(27.0) 병행 6(4.4)

6시간이상 106(77.4) 무응답 8(5.8) 무응답 3(2.2) 무응답 3(2.2) 무응답 1(0.7)

무응답 9(6.6)

Fig. 2. 비행복 사용특성 (착용편이성 평가)                                                                         (N=137)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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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3은 소재 관련 문항에 관한 설문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내용 중 ‘보통이다’는 표시하지 않았다. 

소재 관련 문항에서 보온성과 흡수성 관한 문항 결과는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온

성에 관한 문항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비

율이 112명(82%)으로 보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수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감에 관한 문항 결과는 ‘그렇지 않다’ 44명(32.1%), ‘보통

이다’에 63명(46%)으로 노멕스 소재의 특성상 방염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 소재이기 때문에 촉감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정전기가 발생과 보푸라기 발생에 관한

문항 결과 정전기와 보푸라기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관련 문항의 설문 결과로 볼 때 비행복의 소재는 동,

하계 구분이 없이 한가지의 소재로 제작 되어 착용됨으로 인해

겨울철 착용 시 보온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땀 흡수가 잘되지

않으며 촉감이 나쁘고 흡수성이 낮음으로 인해 정전기 발생과

보푸라기 발생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복의 경우

비행기 조종시의 안전과 관련해 소재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적

절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장시간 착용 하고 있는 의복이

므로 비행복 소재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보온성,

흡수성, 촉감을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기성에 관

한 문항 결과 전반적으로 통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렇지 않다’ 22명(16.1%)으로 나타나 하절기에는 통

기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비행복의 전반적인

통기성 개선을 위해서는 개구부의 위치조절 및 통기구 삽입, 여

밈 부위의 개선을 통하여 통기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구성에 관한 문항의 결과 전반적으로 내구성에 관한 불편 사항

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탁 후의 변형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3.3. 비행복 착용특성

비행복 착용특성 문항은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 ‘착용시

불편부위’, ‘손상 및 마모가 많은 부위’, ‘오염이 많은 부위’ ‘사

용이 불편한 여밈(지퍼)부위’, ‘사용이 불편한 주머니’ 로 구성

되어 있으며 Table 2는 착용특성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는 샅 61명(44.5%), 엉덩이 53명

(38.7%), 허리 38명(27.7%), 손목 35명(25.5%), 발목 30명

(21.9%), 허벅지 30명(21.9%), 겨드랑이 20명(14.6%)의 순서로

비행복의 경우 치수가 가장 맞지 않는 부위는 샅 부위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착용 시 불편부위’는 샅 72명(52.6%), 엉덩이 48명(35.0%),

손목 25명(18.2%), 어깨 21명(15.3%), 목 21명(15.3%), 겨드랑

이 20명(14.6%), 허리 16명(11.7%), 발목 10명(7.3%)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착용 시 불편 부위 중 가장 불편한 부위로는

샅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복 착용자가 작업 시에

느끼는 가장 불편한 부위를 밑위부위(44%)로 제시한 조희림

(1996)의 연구와, 운전 시 느끼는 가장 불편한 부분(57.9%)을

바지 가랑이 부위라고 제시한 이혜진, 최혜선(2002)의 연구 결

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와 ‘착용 시 불편부위’ 로 샅 부위가

치수가 가장 맞지 않고 그 결과로 착용 시 가장 불편한 부위

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복이 상하 일체형의 디자인임으로 인해

앉은 자세나 구부리는 동작 시에 샅 부위, 엉덩이, 허리 부위

의 당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어지며 샅 부위의 당김

현상 개선을 위해서는 비행복 설계 시 샅 부위, 엉덩이부위의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정 방법으로는 샅 높이 조

정과 뒤 허리길이 연장, 곡선수정 등의 패턴을 수정할 경우 샅

부위와 엉덩이부위 뿐만 아니라 앞 목 부위와 겨드랑이의 당김

현상에도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패턴 수

정의 예로는 Huck et al.(1997)의 연구에서 소방용 오버롤의

등과 뒤 허리 부위에 여유량을 삽입 할 경우 몸통 굴곡에서

가장 높은 ROM 증가율(28.8%)을 보였으며, 상체 및 몸통 굴

곡동작에 상당한 기능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강순희(1973)의

연구에서는 허리 아래쪽 부분에 앉는 동작시의 필요 여유량을

Fig. 3. 비행복 사용특성 (소재 평가)                                                                               (N=137)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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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증가 시킬 경우 바지의 기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

다. 또한 샅 부위의 착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샅 앞뒤

길이의 경우 연령에 따른 치수의 차이와 변화가 큰 부위로 나

타나 조종사들의 연령에 따른 샅 부위 치수의 차등 적용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강여선 외, 2006). 샅 이외에 치수가 맞

지 않는 부위로 나타난 부위는 손목, 발목, 허벅지 부위로 이

는 의복부위별로 적절한 여유량이 삽입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

각되어지며 비행복의 전체적인 맞음새의 개선을 위해서는 패턴

제작 시에 각 부위별 적절한 여유량을 삽입하여 동작 시에 불

편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상 및 마모가 많은 부위’와 ‘오염이 많은 부위’로는 엉덩

이부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사용이 불편한 여밈(

지퍼)’ 로는 좌측 허리 주머니, 우측 허리주머니, 앞 중심 지퍼

이며, 불편한 여밈 부위로는 손목 여밈과 좌측, 우측 발목 여

밈으로 나타났다. ‘사용이 불편한 주머니’ 로는 좌측 허리주머

니 45명(32.8%), 우측 허리주머니 42명(30.7%)으로 이는 허리

주머니가 주머니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식용 혹은 속옷

정리 목적의 주머니로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허리주머니에 안주

머니를 삽입하여 실제로 주머니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하여야 할 것이다. 

3.4. 개선 요구사항

Table 3은 개선 요구사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개선 요구

사항의 전반적인 항목은 치수, 소재, 패턴과 기타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치수 항목에서의 개선 요구사항은 치수의 다양화, 치

수체계의 재작성 등으로 이는 현 비행복의 치수체계가 18개로

다양한 체형에 대응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되어진다.

소재 항목에서의 개선 요구사항은 동, 하절기의 구분과 보온

Table 2. 비행복 착용특성 문항별 분포                                                                                      (N=137) 빈도(%) 

부위 A B C D 부위 E F

앞 진동 14(10.2) 5(3.6) 2(1.5) 1(0.7) 가슴주머니(우) 9(6.6) 10(7.3)

팔꿈치 3(2.2) 0(0.0) 8(5.8) 14(10.2) 가슴주머니(좌) 11(8.0) 14(10.2)

손목 35(25.5) 25(18.2) 29(21.2) 34(24.8) 손목 여밈 12(8.8) 4(2.9)

샅 61(44.5) 72(52.6) 22(16.1) 8(5.8) 앞 중심 20(14.6)

허벅지 30(21.9) 5(3.6) 13(9.5) 21(15.3) 허리주머니(우) 22(16.1) 42(30.7)

무릎 12(8.8) 4(2.9) 20(14.6) 19(13.9) 허리주머니(좌) 24(17.5) 43(32.8)

발목 30(21.9) 10(7.3) 14(10.2) 39(28.5) 발목 여밈(우) 11(8.0)

뒷 진동 2(1.5) 3(2.2) 2(1.5) 1(0.7) 발목 여밈(좌) 10(7.3)

목 12(8.8) 21(15.3) 14(10.2) 33(24.1) 허리 여밈 7(5.1)

겨드랑이 20(14.6) 20(14.6) 2(1.5) 9(6.6) 종아리주머니(우) 15(10.9) 11(8.0)

허리 38(27.7) 16(11.7) 20(14.6) 6(4.4) 종아리주머니(좌) 15(10.9) 11(8.0)

엉덩이 53(38.7) 48(35.0) 61(44.5) 49(35.8) 상완주머니 4(2.9)

A; 치수가 맞지 않는 부위          B; 착용 시 불편부위          C; 손상 및 마모가 많은 부위        D; 오염이 많은 부위 
E; 사용이 불편한 여밈             F; 사용이 불편한 주머니 

Table 3. 비행복 개선 요구사항                                                                                            단위(명)

항목 개선 요구사항 

치수   치수의 다양화(13), 치수체계 재 작성(11), 개별 맞춤식(6), 알기 쉬운 치수체계(3)

소재
동, 하절기 구분(18), 보온성(11) 통기성(8), 부드러운 소재(7), 신축성소재 (7), 
보푸라기 방지(3), 엉덩이 부분 소재 강화(2), 정전기 방지(1), 물세탁 가능소재(1) 

패턴

목  앞 목 여유량 부족(2), 목둘레의 곡선화(1)

가슴  가슴 여유량 부족(1)

팔  손목둘레가 넓음(6), 팔둘레가 넓음(2), 겨드랑이 당김(2), 하절기용 반소매(1)

엉덩이  뒷부분 지퍼 삽입(7), 샅 당김(6), 엉덩이 둘레 넓음 (1)

다리  허벅지 둘레 넓음(4), 바지길이가 짧음 (2)

주머니
 허벅지 부위 주머니 추가(4), 허리포켓 안주머니 삽입(4), 무릎주머니 추가(2), 
 다리주머니 길이 수정(2), 오른쪽 팔 주머니 추가 부착(1),

기타
지퍼고장(14), two-piece로 개선(10), 벨크로 조임 강화(5), 봉제 강화(5), 보급벌수 추가(2), 마모부분 2중 처리(2), 
탈 부착 가능한 부대마크의 탈부착 가능화(1), 허리벨트 신축성 강화(1), 동 하절기 색상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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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통기성개선, 촉감과 신축성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비행복이 동일한 소재로 동, 하절기 구분이 없이 제작됨으로 인

해 동절기의 보온성이 떨어지고 하절기에는 통기성이 저하되며,

또한 비행복의 특성상 소재에 방염처리를 함으로 인해 소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패턴 항목에서의 개선 요구사항은 목, 가슴, 팔, 엉덩이, 다

리, 주머니 등으로 분류하였다. 패턴 항목에서의 개선 요구사항

으로는 앞 목 여유량 증가, 손목둘레와 소매 폭 축소, 엉덩이

부분 지퍼 삽입, 샅 당김 개선, 허벅지 둘레 축소 등으로 나타

났다. 주머니 부위의 개선 요구사항은 허벅지 부위의 주머니 추

가, 허리포켓 안주머니 삽입, 무릎 주머니 추가, 다리주머니 길

이 수정, 오른쪽 팔 주머니 추가 부착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개선 요구사항은 지퍼고장, two-piece로 개선,

벨크로 조임 강화, 튼튼한 봉제 등으로 주로 봉제의 개선과 부

자재의 강도 개선 및 강화에 관련한 내용이였으며, two-piece로

개선의 요구사항은 현 비행복이 상하 일체형임으로 인해 샅 부

위, 목 부위의 당김의 불편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개선 요구사항 문항 결과 치수의 다양화, 보온성개선, 동 하

계 구분, 팔 둘레와 손목둘레 축소, 샅 당김 개선, 허리 주머니

부착, 지퍼 고장개선 과 같은 요구사항이 많았으며 이의 개선

을 위해서는 이러한 패턴 항목에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현 비행복의 패턴에서 앞 목 깊이 조절과 목둘레를 곡선화하고

손목 둘레와 소매통은 폭을 줄여주어야 하며 샅 부위의 당김

개선을 위해 샅 부위의 곡선 수정 및 허리부위의 여유량 삽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머니 부위의 개선을 위해서는 허

벅지 주머니를 부착하고 허리주머니에는 안주머니를 삽입하여

주머니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다리주머니는 길

이 수정으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여 제작 할 경우 동작성

과 착용감이 향상 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동작성을 개선한 인간공학적 비행복 설계에 적용

하기 위해 실제 착용하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복의 사용

특성과 착용특성 및 개선부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비행복의 개선부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비행복 사용특성 문항에서 비행사들은 비행복을 1일 6시간

이상 주당 5일 이상을 착용하며, 1일 1-3시간이내의 비행을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평균 세탁횟수는 1-2회 세탁한

다는 대답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 방법으로는 드라이크

리닝과 물세탁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편이성 문항에서의 비행복의 전체적인 맞음새와 여유량

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 부위별로 적절

한 여유량이 삽입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며 비행복의

전체적인 맞음새의 개선을 위해서는 패턴 제작 시에 각 부위별

적절한 여유량을 삽입하여 제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재 관련 문항에서는 보온성, 흡수성, 촉감이 떨어지며 정

전기와 보푸라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복의 소재

는 동, 하절기 구분 없이 제작되어 착용됨으로 인해 동 절기

보온성이 문제가 되며 방염 처리로 인해 흡수성과 촉감이 나쁜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복 착용 특성 문항에서 ‘치수가 잘 맞지 않는 부위’ 와

‘착용 시 불편 부위’ 는 샅 부위와 엉덩이 부위로 가장 불편한

이유로는 비행복이 상하 일체형의 디자인임으로 인해 앉은 자

세나 구부리는 동작 시에 샅 부위, 엉덩이, 허리 부위의 당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사용이 불편한 여밈(지퍼)’

과 사용이 불편한 주머니의 결과로는 좌측, 우측 허리 주머니

로 나타났으며 이는 허리주머니의 경우 안쪽 옷을 정리하는 용

도로 제작되어져 안주머니 없이 트임 부분만이 부착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주머니를 삽입하여 주머니의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손상 및 마모가

많은 부위’ 로는 엉덩이부위가 가장 손상과 마모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오염이 많은 부위’로는 엉덩이, 발목, 손목, 목,

허벅지, 무릎, 팔꿈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현재 사용 중인 비행

복의 사용특성, 착용특성,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으며 얻

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불편부위, 개선부위, 문제점 등을 파악하

였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되어진 내용을 토대로

치수, 소재, 패턴분야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인간공학적 비행복

설계에 적용하여 착용감, 동작용이성이 개선된 비행복을 제작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작된 개선 비행복의 착의편

이성 및 운동범위평가를 실시하여 착의성 및 동작성 개선정도

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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