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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analyze digital camouflage from different countries to promote the conti-

nuous development of a camouflage combat uniform. This effort should lead to developing a camouflage

pattern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expand its performance of night camouflage. This study

investigates digital camouflage by comparing camouflage fabrics sampled from Korea and eight other coun-

tries (USA, UK, Singapore, Croatia, Colombia, and Mongolia) in terms of textile, near-infrared reflectivity

of colors, and color distribution. First, the fabric construction of camouflage from Korea, UK, US, Singap-

ore, Span, and Croatia were all characterized by derivative plain weaves, while derivative twill weaves were

generally used in Croatia and Mongolia. It is assumed that derivative plain weaves are adopted to improve

the tearing strength of fine yarns. However, twill weaves enhance the flexibility of coarse yarn fabrics. Next,

reflectivity change was analyzed based on camouflage color. The reflectivity of a combat uniform in Korea,

Colombia, Croatia, and UK increased before 780nm in the visible light range, but remained consistent from

800nm which falls under the near-infrared range. In contrast, camouflage samples in Mongolia, Span, Sing-

apore and USA showed a gradual increase of reflectivity in the near-infrared range. Finally, the color distri-

bution analysis of digital camouflage found that camouflage of countries with desert or woodland combat

settings dominantly contained brown colors. It indicates the color pattern consideration of different geogra-

phic regions is important to determine camouflage performance. This research involves basic study that will

ha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atterns and colors suitable for the South Korean environment and expand

its use as night camouflage that helps achieve continuous improved camouflage performance.

Key words: Camouflage, Combat dress, Near Infrared Reflectance (NIR), Night vision devic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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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투복의 카무플라주 성능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사

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위장성능으로, 주

간은 위장무늬, 야간은 적외선 반사율 등의 요소가 종합

적으로 적용되어 성능이 발현된다. 국내 전투복은 2010년

까지 미군의 우드랜드(Woodland)와 유사한 형태의 얼룩

무늬가 적용된 전투복이 사용되어 왔으나 201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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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무늬가 적용되도록 함으로

써 전투원의 작전 수행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

장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3). 신형 전투복의 디지털 무늬 개발

시 한국의 4계절에 따른 지형을 분석하고 색상을 추출하

여 가장 적합한 표준색상과 디지털 무늬를 개발하였는

데, 이를 위해 구형 전투복의 얼룩무늬는 4도색을 적용하

였으나 신형 전투복은 디지털 무늬 5도색을 적용하였다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3). 또한

신형 전투복은 디지털 무늬와 색상의 관리를 위해 표준

디지털 무늬 패턴을 제시하고 있으며, 야간 위장성능의

주요한 핵심요소인 가시 영역 및 근적외선 영역(Near In-

frared Reflectance; NIR)의 반사율 범위를 국방규격으로

정하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야간 위장성

능은 현재 국방규격에서는 일정 범위의 가시광선 및 NIR

영역 반사율을 규격으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시광선 및 NIR 영역 반사율을 이용한 위장성

능의 경우 주로 국방분야 외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민간의 경우 등산복 등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

에 유사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오히려 눈에 잘 띄게

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투복은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위장

성능 표준화와 성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군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무늬 패턴은 미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패턴을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하여 보완한 형태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색을 조합하여 적용한 것으로 추가

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하계에는 위장

성능이 적절하게 발현되지만 타 계절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들고 야간 감시장비의 발달로 인해 야간 위장성능

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카무플라

주의 연구방향은 전투복에 관한 자료를 제외하면 패션

에 적용되어 시각적 표현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Choi, 2013; Choi et al., 2003; Hong et

al., 2003; Jin & Hwang, 2006; Lim & Kwon, 2014; Shim,

2004).

따라서 국내 전투복의 위장무늬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

투력 향상을 위한 카무플라주 성능 연구를 위해서는 미

군뿐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의 디지털 무늬의 색상, 조직,

반사율 등에 대한 다양한 항목별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투복 위장용 무늬

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나라의

전투복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카무플라주의 개념 및 특징

위장, 변장의 뜻을 가진 ‘카무플라주’는 프랑스어 ‘ca-

moufler’에서 유래된 단어로 유기체의 몸 빛깔을 주변 환

경과 식별하기 어렵게 위장하여, 적으로부터 유기체의 몸

을 숨기는 방법으로 현재 사전적 정의로는 군대의 군인,

장비, 설치물을 페인팅이나 덮는 것으로 주변의 것과 혼

합되게 만드는 위장을 일컫는 단어이다(New Oxford Am-

erican Dictionary, 2010). 또한 주변의 것과 혼합되어 보

이게 하는 동물의 자연적인 색상이나 형태를 의미하며,

동물의 보호색처럼 위장한 군복 등이 대표적인 카무플

라주이다(Stevens & Merilaita, 2011). 최근에는 위장을 의

미하는 카무플라주 패턴은 군복의 상징으로 일반화되었

으며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공중전의 도

입으로 항공정찰을 위해 항공기의 패턴으로 처음 사용

되었다. <Fig. 1>과 같이 영국 군함에 적용되었던 데즐 패

턴(Dazzle Pattern)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된 기하

학적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전투함의 모양이 부서진 듯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어 적의 잠수함이 전투함의 정확한

코스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

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카무플라주는 군함, 전투기,

탱크, 대포 등 <Fig. 2>와 같이 전쟁용 장비를 감추기 위

해 주로 사용되었다(Newark & Miller, 2007).

2. 전투복의 카무플라주

제1, 2차 세계대전은 전쟁이라는 큰 변화 속에 현대적

인 전투복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군복의 역사상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이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성능으로 위장

성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숨어서 기습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유사한 색상의 카키색 등을 활용

한 카무플라주 성능을 최대한 발현한 군복들이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Jin & Hwang, 2006).

국내 전투복의 경우 1960년대부터 군복의 형태를 갖

추기 시작하여 몇 차례 개정 이후 1990년에 들어 4도색

얼룩무늬의 전투복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미군의 우드

랜드 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군복 최초로 적외선 반사처

리를 하여 적외선을 이용한 야간 감시장비로부터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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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였다. 2011년 이후 한국 지형에 적

합한 디지털 무늬가 적용된 전투복을 개발 ·보급함으로

써 전투원의 작전 수행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

장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색상 측면에서 신형 전투복

은 디지털 무늬 5도색을 적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국 지형의 사계절 색상과 지형을 분석하여 적합한 표준

색상과 디지털 무늬를 개발하였다(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3).

미국 전투복의 경우 위장패턴은 1948년 미군 ERDL(En-

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y)에서 개발

한 ERDL Camouflage가 그 기원이며 한국전쟁, 베트남

전 그리고 걸프전을 거치며 지속적인 개선 및 개량을 통

해 발전해 왔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해병대를 시작으

로 기존 BDU(Battle Dress Uniform)으로부터 전투복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때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위장패턴이었다. UCP(Uni-

versal Camouflage Pattern)을 기반으로 UCP-A, UCP-B,

UCP-C, UCP-D, UCP-E에 이르는 다양한 버전의 패턴을

개발하였는데 2005년까지는 수풀지형의 이미지를 분석

하고 대표적인 색상들을 조합하여 만든 우드랜드 패턴

을 주로 이용하였다. 다양한 실전경험과 시뮬레이션 등

을 토대로 디지털 픽셀 위장무늬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ACU(Army Combat Uniform)을 개발하고 이후 해군, 해

병, 공군의 경우에도 디지털 위장무늬를 적용한 패턴을

개발해 오고 있다(Jin & Hwang, 2006).

현재 국내 전투복의 카무플라주 기능은 일반적으로

근적외선 투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려면 이론상으로

700~1,500nm의 파장 영역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주변 환

경과 유사한 적외선 반사율을 가져야 카무플라주 기능

이 발현될 수 있다(Ko et al., 2007). 또한 대부분 국가에

서 근적외선 영역 최대범위를 1,000nm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고,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독일은 1,250nm

까지 근적외선 반사율의 관리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Park, 2013). 그러나 야시장비의 측정능력이 현재 한국

군에 적용되고 있는 파장인 1,040nm를 초과하거나 근적

외선 반사율 파장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조화되지 못하

는 경우 위장성능이 저하되어 관측장비에 노출되기 쉽다.

이와 같이 전투복에 사용된 카무플라주는 각 나라의

전투지역의 특성에 따라 위장에 필요한 다양한 색채와

무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적인 환경의 질감과 섞

인 그린, 카키 색상이 중심 컬러로 대부분 사용되며 여

러 가지 색상들의 불규칙적 요소나 추상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 단순혼합, 중첩 등의 패턴 사용으로 위장하고

자 하는 물체의 외곽선이 흐트러져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각 나라의 전투복은 전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전시에는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되어 전투복 샘플수

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전투복의 카무플라주 패턴

과 유사한 국가 중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샘플수집이 가

능한 7개 국가(미국,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크로아티

아, 콜롬비아, 몽골 등)의 전투복 원단을 샘플로 선정하

였다.

국내외 디지털 무늬 전투복 시료의 카무플라주 성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되는 조직, 색상

Fig. 1. A Ship bearing Dazzle Renault

camouflage (1919).

From Newark and Miller. (2007). p. 75.

Fig. 2. Camouflage French FT-17 Tanks.

From Newark and Miller. (200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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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카무플라주의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해 근적외선 반사율을 분석하였

다. 각 국가별 전투복의 시료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5cm

×5cm 크기로 6점을 채취하여 3점을 하나로 묶은 후 2묶

음에 대해 각각 측정한 후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각 국가

별 전투복의 조직은 FT-IR(Agilent 사, 660-IR)을 ATR 방

식으로 측정하였으며 광학 화상현미경(Sometech사, I-

Megascope)과 전자현미경(Coxem사, CX-100S)으로 촬

영하였다. 또한 국가별 전투복의 색상 분석은 X-rite사

의 7000A를 이용하여 표준광원 D-65, CWF(Cool White

Fluorescent)에서 측정하였으며, 근적외선 반사율은 UV-

vis-NIR(Agilent사, Cary 5000) 장비를 활용하여 600~

1,200nm 영역의 반사율을 20nm 단위로 측정하여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국가별 전투복의 조직

각 국가들의 전투복 원단 조직을 비교하기 위해 광학

및 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형상을 촬영한 결과, 국가별

로 원사의 번수에 따라 평직, 변화평직, 능직 등의 조직

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국가별 전투복의

조직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영국과 콜롬

비아는 평직이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싱가포르, 스

페인 등은 변화평직 중 rip stop 조직 그리고 크로아티

아, 몽골의 경우에는 능직을 적용하고 있었다. 각 국가

별 전투복의 조직들의 연관성은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국내의 전투복의 경우에도 육군, 해병대, 특전사 등 전

투복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조직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투복에서 세 번수를 사용할 경우

인열강도 보완을 위해 변화평직 형태를 사용하였고, 태

번수를 사용할 경우 원단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능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아열대 기후

의 경우 원단의 촉감을 위해서 평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추정되었으나, 각 전투복의 용도와 역할에 따라 조직특

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2. 국가별 디지털 무늬 색상

국가별 전투복에 사용된 디지털 무늬의 색상은 3~5가

지로 크게 Gray 계열, Beige 계열, Green 계열, Brown 계

열, Blue 계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5가지 색상 계열별

로 Dark, Medium, Light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각 국가별 정량적인 색차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색차계를 통해 표준광원 D-65, CWF

에서 수치화 해본 결과, 같은 계열 내의 색이라도 수치

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투복의 색

상 관리 시에는 색의 위치를 동일한 사분면에 위치하거

나 색상의 범위를 더 좁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전투복의 카무플라주의 색상 추출 시에 국내 계절에

따른 환경적 부분과 지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색상 변화

등을 통해 전투 시 카무플라주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

Table 1. Structures of combat uniform according to country

Country Structures
OM

(×60)

OM

(×160)

SEM

(×100)
Country Structures

OM

(×60)

OM

(×160)

SEM

(×100)

Korea Rip stop Singapore Rip stop

USA Rip stop Croatia Twill

United

Kingdom
Plain Colombia Plain

Spain Rip stop Mongolia T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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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한 색상의 선정이 요구된다.

또한 각 국가별 디지털 무늬 색상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CIELAB을 이용하여 a값과 b값으로 색상을 가상

의 좌표로 표시한 것이다. <Fig. 3>에서와 같이 대부분

국가들의 전투복 색상이 a값이 (+)이고 b값이 (+)인 영

역인 1 사분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 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의 전투복 색상은

빨강색과 노란색의 조합으로 베이지, 아이보리, 갈색 계

열 색상을 주로 것을 의미한다. 사막지형의 지형적 특성

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색상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반면 산림지형을 고려한 녹색 계열은 a값이 (−)인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때 b값은 대부분 (+)를 나타내며

Table 2. ClELAB color space of combat uniform according to country

Country Color S.I L a b Country Color S.I L a b

Korea

Gray tone

(D)

D-65 23.73 −1.00 −0.40

Singapore

Green tone

(D)

D-65 25.14 −4.06 1.76

CWF 23.28 −1.34 −1.17 CWF 24.97 −3.36 1.75

Brown tone

(D)

D-65 25.61 6.26 5.01 Green tone

(M)

D-65 36.78 −12.52 10.87

CWF 25.89 3.46 5.42 CWF 36.56 −9.90 11.41

Green tone

(D)

D-65 31.05 −2.56 11.12 Green tone

(L)

D-65 48.53 −13.09 20.76

CWF 31.34 −2.37 12.16 CWF 48.84 −10.79 18.62

Green tone

(L)

D-65 34.05 −1.45 5.81 Beige tone

(M)

D-65 44.69 0.18 19.31

CWF 34.06 −1.80 6.11 CWF 46.06 −1.42 21.99

Beige tone
D-65 49.65 7.28 10.53

Croatia

Gray tone

(D)

D-65 19.20 0.24 −1.21

CWF 50.47 4.46 11.94 CWF 19.01 0.15 −1.57

USA

Blue tone

(D)

D-65 43.19 −3.02 1.99 Green tone

(M)

D-65 27.63 6.96 11.50

CWF 43.02 −2.90 1.68 CWF 28.42 4.54 12.90

Gray tone

(L)

D-65 52.08 −1.54 3.43 Green tone

(L)

D-65 32.69 −1.53 15.84

CWF 52.16 −1.82 3.46 CWF 33.39 −2.09 17.26

Beige tone

(L)

D-65 67.43 2.20 11.17 Beige tone

(L)

D-65 46.47 4.74 20.85

CWF 68.55 1.20 13.34 CWF 47.73 2.17 23.22

United

Kingdom

Brown tone

(D)

D-65 44.64 7.53 20.63

Colombia

Gray tone

(D)

D-65 21.88 −1.76 2.91

CWF 46.03 5.88 23.36 CWF 21.43 −1.67 2.35

Gray tone

(M)

D-65 48.44 4.57 15.26 Brown tone

(M)

D-65 26.03 6.85 8.44

CWF 49.48 3.47 17.34 CWF 26.49 4.54 9.33

Beige tone

(M)

D-65 59.12 2.50 14.16 Green tone

(M)

D-65 32.76 −7.78 14.33

CWF 60.05 1.63 16.00 CWF 32.62 −6.28 16.63

Beige tone

(L)

D-65 71.45 1.94 12.14 Beige tone

(D)

D-65 51.76 −1.83 17.84

CWF 72.30 1.00 13.74 CWF 52.20 −1.85 19.21

Spain

Brown tone

(M)

D-65 29.38 8.60 5.98

Mongolia

Green tone

(D)

D-65 17.40 0.08 −1.13

CWF 30.22 5.85 7.14 CWF 17.22 0.03 −1.42

Beige tone

(M)

D-65 51.93 4.80 11.30 Brown tone

(M)

D-65 31.02 11.29 6.73

CWF 52.99 2.67 13.09 CWF 31.66 6.90 7.56

Beige tone

(L)

D-65 58.00 4.32 5.69 Brown tone

(L)

D-65 40.76 12.25 11.95

CWF 58.71 2.55 6.68 CWF 41.80 7.28 13.55

Beige tone

(L)

D-65 62.81 10.42 12.06

CWF 64.18 6.22 14.04

Color tone: Dark (D), Medium (M), Ligh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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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녹색 및 연두색 계열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IELAB에서 a값과 b값을 색상별 분포를 그래프로 분석

해 본 결과, 사막지형 및 산림지형의 환경을 고려한 국

가들의 전투복은 갈색 계열 색상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형을 고려한 카무플라주의 색상 패턴이 중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3. 국가별 전투복의 반사율

각 국가별 전투복의 디지털 원단의 색상별 반사율 분

석결과는 <Fig. 4>−<Fig. 5>와 같다. 가시광선 영역인

780nm 이전까지는 각국의 디지털 원단의 색상 반사율

이 대부분 증가하다가 근적외선 영역인 800nm부터는

일정하게 반사율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율

의 변동 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정도로 각

국가별로 유지되는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국가별 전투복 원단의 색상별 반사율 변화를 분석

해 본 결과,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영국, 한국의 전투복

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이 780nm 이전까지는 반사율이 증

가하다가 근적외선 영역인 800nm부터는 일정하게 반

사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몽골,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 등의 전투복 시료에서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점진

적으로 반사율의 수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고파장 대에서 반사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

느 반사율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국내에서 선행연구된 결과에서 보면 자연물들이 가

시 영역에서부터 850nm 이하의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급

격히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파

장이 증가하더라도 반사율이 유지되는 것이(Korea Fed-

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3) 위장 측면에서는 유리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반사율이 증가하더라도 위

장의 특성상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위장성은 크게 저

하되지 않으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위장성이 감소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였다.

또한 국가별 전투복의 명도와 반사율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국가의 전투복 시료에서 명도가 증가할수록 반사

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Fig. 6>은 명도와 적외

선 반사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명도에 따

른 반사율의 변화가 높은 국가는 한국, 콜롬비아, 반사율

변화가 낮은 국가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크

로아티아, 몽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국가별로 명

도에 따른 반사율이 다른 것은 한국과 같이 지역별 특성

에 따른 환경의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어 전투복의 반사

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국내 전투복의 디지털 무늬 원단을 비롯한 적외선 흡

수/차단 섬유류의 성능 기준 부재 및 모호함으로 인해 원

Fig. 3 Color distribution of combat uniforms (digital pattern) according to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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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품질의 균질성이 떨어지거나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성능 미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 각 국가별 디지털 원단의 반사율과 색상, 조직 등

의 분석을 통해 전투복의 카무플라주 성능을 연구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실험용 샘플수집에 있어서 국가의 전

투력을 대표하는 전투복이라는 특성상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의 전투복 원단만을 비교 분석한 것이 본 연구

의 제한점으로 모든 전투복 원단의 확대 해석에는 어려

움이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전

투복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국내외 전투복의 카무플라주 성능 연구를 통해 전투

복의 조직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평직, 능직 rip stop 등

이 활용되고 있으나 카무플라주 성능과의 연관성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투복의 색상은 전투복의 카무

플라주의 색상 추출 시에 각 국가별 계절에 따른 환경

적 부분과 지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색상 변화 등을 통

해 전투 시 카무플라주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정

확한 색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동일한 색상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색의 위치에는 미세한 차이가 나타

났다. 또한 카무플라주 색상 관리 시에는 색의 위치를

동일한 사분면에 위치하거나 색상의 범위를 더 좁게 설

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표준색상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전투복의 근적외선 반사율은 800nm

이상 1,200nm 영역에서 반사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국

가 그룹과 일정하게 증가하는 국가 그룹으로 나타났다.

야간 위장을 자연물을 이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로부터

850nm 이상의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위장성능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국가별의 전투복 원단의 색상별 명도에 따른 반사율을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전투복에서 명도가 증가할수

록 반사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복의 색상

Fig. 4. NIR of combat uniform according to count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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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lation and distribution of brightness and Near Infrared Reflectance (NIR) according to country.

Fig. 5. NIR of combat uniform according to countr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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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간에 밝은 원단이 야간에는 반사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주간에도 흑백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므로 주간 위장에서 사용되는 원단의 색상

이 야간 위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투복의 디지털 무늬의 카무플라주 패턴 제작 시 고려

하여야 할 항목이다. 또한 CIELAB에서 a값과 b값을 색

상별 분포를 그래프로 분석해 본 결과 사막지형 및 산림

지형의 환경을 고려한 갈색 계열 색상이 주로 쓰이고 있

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카무플

라주의 색상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국제적인 기준에서 국내 전투복 위장성능의 개발

수준을 비교 평가해 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 제시

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위장성능의 표준 카무플라주 패

턴 개발을 통해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전투력 증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장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중

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국가들의 전투복의

카무플라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본 연구가 위장성

능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

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전투복의 카무플라주의 무늬

와 색상을 개발하고, 야간 위장영역을 확장을 통한 카무

플라주 성능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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