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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wearing performance of a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belt for fire-

fighters in Korea. A SCBA belt design was suggested based on the wearing evaluation of a SCBA belt; sub-

sequently,  prototypes I and II were created. A wearing evaluation of prototypes with improved design and

design preference was performed. Six designs elements of the SCBA belt for firefighter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wearing the SCBA belt and for the SCBA belt design preference for use by

firefighters. First, belt material should be made of black high-strength aramid textiles. In addition, Velcro

should be used to attach and detach retroreflective and fluorescent materials along with various colors for

visibility. Second, the chest belt should be made of the same material used for other parts; in addition, the

chest belt should be moved to the center for center of gravity and a cobra buckle should be applied. Third,

an O-ring should be applied to the back and the belt connected to the O-ring should distribute the weight in

six axes. Fourth, a detachable air respirator should be able to separate by using upper and lower cobra buc-

kles. Fifth, a separable leg belt and a detachable pocket are also suggested. Sixth, a ring for walkie-talkies,

alarms and equipment as a fabric ring are also suggested. Prototype III with an improved design was cre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sign suggestion.

Key words: Firefighter, SCBA belt, Design improvement, Prototype, Evaluation on wearing; 소방 공무원,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 착용성 평가

I. 서 론

소방 공무원은 화재 건축물 진입과 인명구조 등의 활

동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 요

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 헬멧, 장갑, 안전

화, 공기호흡기, 안전벨트 등의 개인보호장비(PPE; Per-

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한다. 개인보호장비

는 기계적 외력, 열, 알칼리, 유해약품, 전기, 일사광선

등과 같이 생활환경이나 업무환경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로부터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여

러 가지 활동 시 인체의 동작성이 원활하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소방 공무원은 작업현장에서 소방용 방화복과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며 소방용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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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무게만 12.00kg이다. 그리고 공기호흡기는 대부분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지게는 60% 정도가 섬유로

서 벨트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통은 약 3.25kg이

고, 등지게는 약 3.35kg이다.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Type

approval of air respirator and technical standards for pro-

duct inspection]」(2015)에 의하면 소화 또는 구조활동 시

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

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

인호흡장비를 말한다. 공기호흡기의 구성은 면체, 고압

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

지시계, 경보장치 및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등지게 구조에 대한 형식승인은 첫째, 등받이는 착

용하기 쉽고 편안해야 한다. 둘째, 멜빵은 공기호흡기를

등에 지고 활동하기 쉽게 착용자의 체격에 따라서 조절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절 후에는 역방향으로

쉽게 미끄러져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셋째,

용기의 장착벨트는 용기를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는 구

조가 되어야 한다. 넷째, 착용벨트를 사용하는 경우 너비

는 40mm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

는 130mm 이상 150cm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용기를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며,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안전벨트의

경우 국내 기준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NFPA 1983(Na-

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2006)에 의거

하여 내염성, 내열성, 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현재 소방용 개인보호장비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Ba-

ng, 2010), 개인보호장비의 착용과 동작성에 관한 연구

(Huh & Bang, 2014; Kim & Park, 2015) 및 소방 공무원

의 현장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Kim et al.,

2014)에 대한 연구가 있다. Bang(2010)의 연구에서 소방

공무원의 보호장비 보유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의 경

우 54.5%, 30분용 공기호흡기는 85.3%, 50분용 공기호흡

기는 8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기호흡

기의 보유율에 비해 안전벨트의 보유율은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4)에 의하면 수도

권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577명을 대상으로 근

무환경 및 장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현장

활동을 위한 장비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2%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용 개인보호장구의 사례조사 및 디자인 분석

에 대한 연구, 개인보호장비의 인간공학적 디자인 설계,

착용실태 조사에 따른 소방용 개인보호장비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

구로 소방용 개인보호장비의 등지게 벨트의 제품분석

(Kang et al., 2015), 착용실태 분석(Lee et al., 2016), 구체

적인 디자인 제안 및 개발(Kang et al., 2017; Kang et al.,

2016)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현장활동에서 사용하는

안전벨트와 공기호흡기의 등지게 벨트를 결합하여 착

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고감성 소방용 올인

원 등지게 벨트를 개발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

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소방용 등지게 벨트 시제품 개발을 위해 소재개발 기업

및 시제품 제작 기업과 협업하여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

자인을 설계하고자 한다. 셋째,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

인 개선 시제품 제작 및 착용성 설문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 조사

1) 연구대상

<Fig. 1>은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 등

Fig. 1. SCBA belt of firefighters in Korea.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 539 –

지게 벨트의 사진이다. 국내 기존 소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 분석을 위해 전국 소방 공무원 681명을 대상

으로 2015년 12월 1일~15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2) 설문내용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 조사를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총 12개 문항

이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소방용 벨트에 대한 착용빈

도, 불편사항, 제품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3문항, 상해유

무, 불편사항, 불편의 원인으로 착용감에 대한 3문항, 디

자인 만족도, 개선사항, 구체적인 개선항목으로 디자인

에 대한 3문항, 기능성 만족도, 개선사항, 구체적 개선항

목의 기능성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만족도 조사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착용빈도에 대해 얼

마나 자주 착용하는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

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착용 시 불편한 사

항에 대해 소재의 딱딱함, 몸에 끼임, 방염성, 디자인, 중

량, 기타, 없음의 7가지로 구분하고 불편한 사항에 설문

하였다. 또한, 소방용 등지게 벨트선택 시 가장 고려하

는 사항으로 브랜드, 디자인, 가격, 사이즈, 색상, 소재,

중량, 내구성, 기능성, A/S, 기타의 11가지로 구분하고

가장 고려하는 부분을 각 문항에서 1개 이상의 응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2) 착용감 조사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를 장시간 착용할 경우

상해의 유무에 대해 설문하였다. 상해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경우, 착용 시 불편한 사항이나 상해경험 빈도가 가

장 높은 사항을 어깨통증, 허리, 화상, 피부마찰,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하여 1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착용 시

불편한 사항이나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사이즈, 소재,

디자인, 신체 특이성 및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선택

하게 하였다.

(3) 디자인 조사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디자인에 대하여 만

족, 불만족으로 설문하였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디

자인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소재, 색상, 기타의 3가지로

구분하여 1개 이상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구

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포켓 모양, 등부분 소재, 분

리착탈 용이성, 기타, 없음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선택하

게 하였다.

(4) 기능성 조사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기능성에 대하여 만

족, 불만족으로 설문하였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기

능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길이조절장치, 방수성, 방염

성, 버클, 중량, 통기성, 기타의 7가지로 구분하여 선택

하게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인성,

여밈성, 착용성, 충격 흡수성,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는 SPSS for windows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빈

도 및 백분율 분석을 통해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

트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2.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및 시제품 제작

1) 설계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를 계측하여 패턴화하

고,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착용실태 분석결과에 ‘Adobe

Illustrator CC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제

안하고 도식화로 표현하였다.

2) 제작

<Table 1>은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 제작에 사용된

소재를 정리한 것이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은 S사에서

제작하였으며,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해당 사에

서 개발한 고강도 아라미드이다. 고강도 아라미드에 검

정, 주황, 초록으로 염색을 하고 이를 스트라이프 문양

으로 제직한 것이며, 소재의 폭은 3.0cm 및 4.5cm인 것

을 사용하였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I는 R사에서 제작하

였고, 소재는 난연 PET인 것을 사용하였다.

3.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 착용

평가

1) 착용성 설문평가

(1) 연구대상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의 착용성 설문평가는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 시 ·도 소방/응

급구조 자문단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였다. 각 응답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디자인 개선 시제품I 40부, 디자인 개선 시제품II 38부

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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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내용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의 착용

성 설문평가를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총 11개 문항이었으며,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

의 디자인 만족도 6문항, 착용감 만족도 10문항 및 주관

식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만족도는 모양, 색상,

소재, 여밈처리, 기능성, 전체적인 디자인의 문항이 있고,

착용감 만족도는 사이즈, 소재 촉감, 중량, 어깨, 가슴, 등,

허리, 동작성, 맞음성, 전체적인 착용감에 대한 문항이

있었으며, 주관식 문항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는 SPSS for windows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의 착용평가를 실시하였

다.

2)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 제작

<Table 2>는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 제작에 사용된 소

재를 정리한 것이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은 소방용 등

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의 착용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개선하였고 R사에서 제작하였으

며, 사용된 소재는 S사 검정색의 고강도 아라미드 소재

로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 분석

<Table 3>은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에 대한 만

족도 분석결과이다.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착용빈도에서

는 ‘보통이다’ 256명(37.59%), ‘그렇지 않다’ 186명(27.31%),

‘매우 그렇다’ 95명(13.9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용 등

지게 벨트의 불편한 사항에서는 ‘소재가 딱딱하다’의 응

답이 353명(37.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이 예쁘지 않다’ 155명(16.52%), ‘중량이 무겁다’ 143명

(15.25%), ‘방염성’ 122명(13.0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용 등지게 벨트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에서는 ‘기능

성’ 379명(27.89%), ‘내구성’ 252명(18.54%), ‘소재’ 234명

(17.2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소방용 등지

게 벨트의 착용감 평가결과로 착용 시 상해 유무, 착용

시 불편사항, 착용불편의 원인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소방용 등지게 벨트착용 시 상해의 유무에 대한 분석에

서는 106명(15.77%)의 응답자가 상해경험이 있는 것으

로 응답하였고, 불편한 사항은 ‘어깨통증’ 56명(40.88%),

‘허리’ 36명(26.28%), ‘피부마찰’ 30명(21.90%) 순으로 나

Table 1. Material of prototype I and II

Prototype I Prototype II

Material High strength aramid Frame retardant PET

Weave Satin Plain

Width 3.0cm (chest and waist connection), 4.5cm (everything else)

Color Black, Orange, Green Black

Image

Table 2. Material of prototype III

Prototype III

Material High strength aramid

Weave Satin

Width
2.5cm (chest and waist connection),

4.5cm (everything else)

Color Blac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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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불편함의 요소에서는 ‘소재’ 59명(50.86%), ‘사

이즈’ 33명(28.45%), ‘디자인’ 11명(9.48%) 순으로 나타

났다. <Table 5>는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디자

인 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디자인 만족도에서는 324명

(50.31%)이 ‘불만’으로 응답하였고, 개선사항에서는 ‘소

재’ 224명(69.35%), ‘색상’ 68명(21.05%), ‘기타’ 31명

(9.6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항목에

서는 ‘분리착탈 용이성’ 397명(48.89%), ‘포켓 모양’ 189명

(23.28%), ‘등부분 소재’ 176명(21.6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착용성 평

가에 대한 결과이다. 착용성 만족도에서는 324명(49.39%)

이 ‘불만’으로 응답하였고, 개선사항에서는 ‘버클’ 91명

(28.09%), ‘길이조절’ 87명(26.85%), ‘중량’ 72명(22.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항목에서는 ‘착

용성’ 408명(64.25%), ‘충격 흡수성’ 95명(14.96%), ‘시인

성’ 49명(7.72%)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 설문조사 결

과에 따라, 소방용 등지게 벨트 제품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의 개선이 필요하며

Table 3. Satisfaction of SCBA belt for firefighters

Classification N (%)

Frequency

Always worn 95 (013.95)

Frequently worn 75 (011.01)

Average 256 (037.59)

Hardly worn 186 (027.31)

Never worn 69 (010.13)

Total 681 (100.00)

Inconvenience of

SCBA belts

Stiffness of material 353 (037.63)

Fitting 66 (007.04)

Flame resistance 122 (013.01)

Shape 155 (016.52)

Weight 143 (015.25)

Others 65 (006.93)

None 34 (003.62)

Total 938 (100.00)

Part to consider

when selecting

SCBA belts

Brand 36 (002.65)

Design 85 (006.25)

Price 14 (001.03)

Size 88 (006.48)

Color 37 (002.72)

Material 234 (017.22)

Weight 161 (011.85)

Durability 252 (018.54)

Functionality 379 (027.89)

A/S 28 (002.06)

Others 45 (003.31)

Total 1,359 (100.00)

Table 4. Wearing evaluation of SCBA belt for firefig-

hters

Classification N (%)

Injury experience

when worn

Yes 106 (015.77)

No 566 (084.23)

Total 672 (100.00)

Inconvenience in

wearing

Shoulder pain 56 (040.88)

Waist 36 (026.28)

Burn injuries 6 (004.38)

Skin friction 30 (021.90)

Others 9 (006.57)

Total 137 (100.00)

Elements of wearing

inconvenience of

SCBA belts

Design 11 (009.48)

Size 33 (028.45)

Material 59 (050.86)

Body specificity 7 (006.03)

Others 6 (005.17)

Total 116 (100.00)

Table 5. Design evaluation of SCBA belt for firefigh-

ters

Classification N (%)

Design

satisfaction

Satisfaction 320 (049.69)

Unsatisfaction 324 (050.31)

Total 644 (100.00)

Design

improvements

Material 224 (069.35)

Color 68 (021.05)

Others 31 (009.60)

Total 323 (100.00)

Specific

improvements

Shape of pocket 189 (023.28)

Material of back 176 (021.67)

Easy to separate and 

attach
397 (048.89)

Others 32 (003.94)

None 18 (002.22)

Total 81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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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내구성 및 방염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시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능성 개선을 위해 분

리착탈이 용이한 버클과 포켓 모양의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깨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량 분산 형태의 디자인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착용감

의 개선과 중량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

<Fig. 2>는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착용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디자인 개선 시제품I을 나

타낸 것이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의 경우에는 소재 및

컬러변경, 다리벨트, 허리벨트, 무전기 고리 및 경보기

위치의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소재는 기존 국내 제품의

회색벨트에서 검정색, 주황색 및 초록색을 사용하여 스

트라이프 패턴 문양으로 직조된 고강도 아라미드 소재

로 변경하였다. 다리벨트는 공기호흡기 ·레펠 ·일상을 겸

할 수 있도록 허리벨트 아래에 추가하였으며, 허리벨트

는 착탈형으로 변경하여 어깨부분의 상부와 허리벨트 부

분의 하부가 분리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이즈의 무전기 보관을 위해 무전기용 고리, 경보기 및

장비용 O링을 부착하였다.

<Fig. 3>은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착용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디자인 개선 시제품II을 나

타낸 것이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I의 경우에는 O링 적용,

Table 6. Functionality evaluation of SCBA belt for fire-

fighters

Classification N (%)

Functionality

satisfaction

Satisfaction 332 (050.61)

Unsatisfaction 324 (049.39)

Total 656 (100.00)

Functionality

improvements

Length adjuster 87 (026.85)

Waterproof 10 (003.09)

Flame resistance 26 (008.02)

Buckle 91 (028.09)

Weight 72 (022.22)

Breathability 16 (004.94)

Others 22 (006.79)

Total 324 (100.00)

Specific

improvements

Visibility 49 (007.72)

Closure 45 (007.09)

Wearing 408 (064.25)

Shock absorption 95 (014.96)

Others 38 (005.98)

Total 635 (100.00)

Fig. 2. Prototype I with improv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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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벨트, 허리벨트, 다리벨트, 공기호흡기 탈부착, 무전

기 고리 및 경보기 위치의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O링은

어깨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량 분산 형태의 디자인

을 위해 등에 적용하여 7축으로 중량을 분산시켰으며 어

깨 2축, 가슴 2축, 허리 1축, 장비걸이용 2축으로 되어있

다. 가슴벨트의 경우 국내 기존 제품은 플라스틱 버클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얇은 벨트형으로 되어있었는

데, 벨트의 높이를 낮추고 여밈을 중심으로 옮겨 코브라

버클을 사용하고 보호 에어쿠션을 적용하였다. 허리벨트

는 버튼형 사각 금속여밈장치에서 코브라 버클로 변경

하였다. 다리벨트의 경우 구조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착탈

형 포켓에 보관하였다가 필요 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기호흡기의 탈부착을 위해 벨크로 테잎으로

어깨의 상부를 고정하고 허리벨트의 코브라 버클을 적

용하여 하부를 고정하였다. 소방 공무원이 현장활동 시

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구 및 무전기를 걸어두기 위한

것으로 가슴과 허리에 삼각고리를 적용하고, 구조용 밧

줄 보관을 위해 탈출키트 포켓을 가슴벨트에 부착하였

으며 벨크로 테잎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

작하였다.

3.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

의 착용성 분석

1) 착용성 설문평가

<Table 7>은 디자인 개선 시제품I의 착용성 설문평가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 착용감 만족도 분석결과이다. 디자

인 만족도에서 색상은 17명(43.59%), 여밈처리는 15명

(41.54%),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17명(43.59%)이 불만

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 디자인, 벨트여밈

처리 및 색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착용

감 만족도에서는 전체 문항에서 50% 이상이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의 경우 국내 기존 제품

에서 소재가 변경된 것 외에 전체적인 구조적 디자인 부

분에서는 변형된 것이 없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판단된다.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서

는 ‘더 눈에 띄는 색상 또는 다른 색상을 원함’, ‘색상은

형광색 계통(빛에 반사)이면 좋을 것이고, 야광기능이 추

가되었으면 함’, ‘형광소재 사용을 늘여 가시성을 높이

면 좋을 것’, ‘색상은 현장활동 특성상 검정색이 나을 것’,

‘가슴벨트를 스트립형으로 할 것’, ‘고리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구성 테스트 필요’, ‘등지게 홀더가 안전하

게 고정되어야 하며, 착탈이 더욱 용이하도록 착용감 개

선필요’, ‘어깨끈과 허리벨트 결합 시 하강 하네스와 같

은 강도로 유지되며 하체벨트는 등받이에 평소 밀폐되었

다가 사용 시에만 전개하여 긴급탈출할 수 있도록 개선’,

‘벨크로 패스너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변경할 것’이

라는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Table 8>은 디자인 개선 시제품II의 착용성 설문평가

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 착용감 만족도 분석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디자인 만족도에서 모양은 21명(55.26%), 색

Fig. 3. Prototype II with improv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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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5명(39.47%), 기능성 23명(60.53%), 전체적인 디자인

23명(62.16%)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에 의견을 나타내

었다. 착용감 만족도 분석결과는 사이즈 13명(43.44%),

소재촉감 15명(50.00%), 중량 10명(33.33%), 어깨 13명

Table 7. Satisfaction of prototype I with improved design                         (Unit: N (%))

Classification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Normal Satisfied Very satisfied Mean (S.D.)

Design

satisfaction

Shape 4 (10.00) 07 (17.50) 24 (60.00) 4 (10.00) 1 (02.50) 2.78 (0.86)

Color 7 (17.50) 10 (25.00) 17 (42.50) 6 (15.00) - 2.55 (0.96)

Material 2 (05.00) 04 (10.00) 23 (57.50) 9 (22.50) 2 (05.00) 3.13 (0.85)

Closure 5 (12.50) 10 (25.00) 18 (45.00) 5 (12.50) 2 (05.00) 2.73 (1.01)

Functionality 4 (10.00) 11 (27.50) 17 (42.50) 7 (17.50) 1 (02.50) 2.75 (0.95)

Design 5 (12.50) 12 (30.00) 19 (47.50) 4 (10.00) - 2.55 (0.85)

Wearing

satisfaction

Size 1 (02.86) 06 (17.14) 21 (60.00) 6 (17.14) 1 (02.86) 2.89 (0.76)

Material

feeling
- 04 (11.43) 22 (62.86) 8 (22.86) 1 (02.86) 3.17 (0.66)

Weight 1 (02.86) 07 (20.00) 18 (51.43) 9 (25.71) - 3.00 (0.77)

Shoulder 1 (02.86) 07 (20.00) 20 (57.14) 7 (20.00) - 2.94 (0.73)

Chest 1 (02.86) 06 (17.14) 19 (54.28) 8 (22.86) 1 (02.86) 3.06 (0.80)

Back 1 (02.86) 08 (22.86) 19 (54.28) 7 (20.00) - 2.91 (0.74)

Waist 1 (02.86) 08 (22.86) 20 (57.14) 6 (17.14) - 2.89 (0.72)

Movement 1 (02.86) 08 (22.86) 19 (54.28) 6 (17.14) 1 (02.86) 2.83 (0.79)

Fitting 1 (02.86) 07 (20.00) 20 (57.14) 6 (17.14) 1 (02.86) 2.97 (0.79)

Wearing 1 (02.86) 06 (17.14) 20 (57.14) 8 (22.86) - 3.00 (0.73)

Table 8. Satisfaction of prototype II with improved design                       (Unit: N (%))

Classification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Normal Satisfied Very satisfied Mean (S.D.)

Design

satisfaction

Shape 9 (23.68) 12 (31.58) 9 (23.68) 7 (18.42) 1 (02.63) 2.45 (1.13)

Color 7 (18.42) 8 (21.05) 13 (34.21) 6 (15.79) 4 (10.53) 2.79 (1.23)

Material 7 (18.42) 8 (21.05) 19 (50.01) 2 (05.26) 2 (05.26) 2.58 (1.03)

Closure 8 (21.05) 10 (26.32) 11 (28.95) 5 (13.15) 4 (10.53) 2.66 (1.26)

Functionality 10 (26.32) 13 (34.21) 9 (23.68) 4 (10.53) 2 (05.26) 2.34 (1.15)

Design 7 (18.42) 16 (42.11) 11 (28.95) 2 (05.26) 2 (05.26) 2.37 (1.03)

Wearing

satisfaction

Size 4 (13.33) 7 (23.33) 13 (43.33) 5 (16.67) 1 (03.33) 2.73 (1.02)

Material

feeling
4 (13.33) 6 (20.00) 15 (50.00) 5 (16.67) - 2.70 (0.92)

Weight 6 (20.00) 9 (30.00) 10 (33.33) 5 (16.67) - 2.63 (1.30)

Shoulder 5 (16.67) 6 (20.00) 14 (46.67) 4 (13.33) 1 (03.33) 2.67 (1.03)

Chest 4 (13.33) 6 (20.00) 17 (56.67) 2 (06.67) 1 (03.33) 2.67 (0.92)

Back 4 (13.33) 9 (30.00) 12 (40.00) 5 (16.67) - 2.60 (0.93)

Waist 4 (13.33) 6 (20.00) 13 (43.33) 6 (20.00) 1 (03.33) 2.80 (1.03)

Movement 5 (16.67) 5 (16.67) 11 (36.67) 9 (30.00) - 2.80 (1.06)

Fitting 5 (16.67) 7 (23.33) 12 (40.00) 5 (16.67) 1 (03.33) 2.67 (1.06)

Wearing 5 (16.67) 5 (16.67) 16 (53.33) 4 (13.33) - 2.63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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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가슴 17명(56.67%), 등 12명(40.00%), 허리 13명

(43.33%), 동작성 11명(36.67%), 맞음성 12명(40.00%), 전

체적인 착용감에서 15명(51.72%)이 보통의 의견을 나타

내었으며, 동작성의 경우 9명(30.00%)이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서는 ‘공기호흡기와 결합하여 착용할 경우 착용부위에

혼돈이 올 수 있으므로 착용을 용이하게 할 것’, ‘전체적

으로 단순화가 필요’, ‘벨트의 경량화가 필요’, ‘벨트선이

너무 많아서 꼬임이 발생하고 걸리적거림’, ‘삼각링은 개

인탈출용 고리를 2개 이상 사용할 경우 파손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에 대한 착용성 설문평가 결

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여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에 적

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는 검정색의 고강도 아라미드를 사용하고, 재귀반사

및 형광소재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색상에 포인트

를 주도록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슴벨트의 경우

다른 부분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밈을 중심

으로 옮겨 무게 중심을 맞추고 코브라 버클여밈으로 제

안하였다. 셋째, 어깨와 허리를 보호하고 중량 분산을 위

해 등부분에 O링을 적용하고 디자인의 단순화를 위해 O

링과 연결된 벨트를 6축으로 하였으며 허리연결벨트를

제거하고, 장비걸이용 벨트 2축이 허리벨트와 연결되도

록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넷째, 허리벨트는 착탈형이 아

닌 공기호흡기 자체 분리형으로 약 6.6kg에 달하는 산소

통 및 공기호흡기 홀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공기호흡기

착탈용 상부 벨크로 테잎을 코브라 버클로 대체하여 비

상 시 원터치로 단시간에 분리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여섯째, 다리벨트의 경우 보관용 탈부착 포켓을 제안하

였다. 일곱째, 고리부분은 금속부품의 사용을 줄여 중량

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강도 아라미드 소재로 만든 원단

형 고리로 제안하였다.

2)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 제작

<Fig. 4>는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의 착용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이며, 개

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벨트의 소재는 검정색의

고강도 아라미드를 사용하고, 시인성을 위해 재귀반사 및

형광소재 및 다양한 색상의 형광소재를 여러 부위에 탈

부착할 수 있도록 벨크로 테잎을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재귀반사 및 형광소재는 어깨벨트 4곳, 허리벨트 2곳, 다

리벨트 2곳, 다리벨트 보관용 포켓 2곳에 적용하였다. 둘

째, 가슴벨트는 다른 부분의 소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

하였다. 또한, 여밈을 중앙으로 옮겨 무게 중심을 맞추고

코브라 버클 제작하였다. 셋째, 어깨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에 O링을 사용하였고, O링과 연결된 벨트는 총

6축으로 하여 중량을 분산시키고 무게 중심을 맞추었다.

Fig. 4. Prototype III with Improv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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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착탈형 공기호흡기로 상부와 하부에 코브라 버클

을 사용하여 비상 시 원터치로 단시간에 분리가 가능하

게 제작하였다. 이는 시제품II의 경우, 공기호흡기용 등

지게 벨트와 소방용 등지게 벨트를 2중으로 동시에 착

용할 경우의 불편한 착용감, 착용 시 소요시간 및 중량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한 것이다.

다섯째, 분리가 가능한 다리벨트를 제작하고, 다리벨트

를 보관할 수 있는 탈부착 포켓을 부착하였다. 여섯째, 무

전기, 경보기 및 장비용 고리를 원단형 고리로 적용하였

다. 소방 공무원의 현장활동 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물품을 걸기 위한 다용도 고리가 필요한데, D링으

로 할 경우 삼각고리보다 안전하지만 금속으로 되어있어

중량이 증가하므로 고강도의 원단형 고리로 대체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현장활동에서 사용하는

안전벨트와 공기호흡기의 등지게 벨트를 결합하여 착용

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고감성 소방용 올인원

등지게 벨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용 등지게 벨트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분

석하였다. 소재개발 업체 및 시제품 제작 업체와 협업하

여 분석결과를 반영한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을 설

계하였으며,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 개선 시제품을

제작하고 착용성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국내 기존 제품 착용실태 조사

결과 첫째, 공기호흡기용 ·레펠용 ·일상용의 올인원 소

방용 등지게 벨트에 구조대상자를 위한 벨트의 디자인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상경보기의 위치 선

정 및 무전기마다 사이즈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무전

기 고정용 고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소재

의 개선이 필요하며 색상, 내구성 및 방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기능성 개선을 위해 분

리착탈이 용이한 버클과 포켓 모양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어깨와 허리를 보호할 수 있

는 중량 분산 형태의 디자인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착용

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중량

감소 및 시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착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제안하

였으며 디자인 개선 시제품I은 소재 및 컬러변경, 다리

벨트, 허리벨트, 무전기 고리 및 경보기 위치에 대한 디

자인을 개선하였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I는 O링 적용,

가슴벨트, 허리벨트, 다리벨트, 공기호흡기 탈부착, 무전

기 고리 및 경보기 위치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개

선사항을 반영하여 디자인 개선 시제품I 및 II를 제작하

였으며, 이에 대한 착용성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용성 설문평가 분석결과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항으

로 첫째, 벨트의 소재는 검정색의 고강도 아라미드를 사

용하고, 시인성을 위해 재귀반사 및 형광소재 및 다양한

색상의 형광소재를 여러 부위에 탈부착할 수 있도록 벨

크로 테잎을 부착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가슴벨트는

다른 부분의 소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제안하

였다. 또한, 여밈을 중앙으로 옮겨 무게 중심을 맞추고 코

브라 버클을 적용하였다. 셋째, 등부분에 O링을 적용하

고, O링과 연결된 벨트는 총 6축으로 중량이 분산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착탈형 공기호흡기로 상부와 하부에

코브라 버클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다

섯째, 분리가 가능한 다리벨트 및 다리벨트 탈부착 포켓

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무전기, 경보기 및 장비용 고리를

원단형 고리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디자인 개선 시제

품III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과 기존 국내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중량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작한 디자인 개선 시제품III의 중량이 4.50kg으로 약

1.15kg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작한 디자인 개선 시제품은 소방용 등지게 벨트와 구

조용 벨트가 결합하여 하나의 벨트로 개발된 것이다. 현

재 사용되고 있는 구조용 벨트는 중량이 약 1.50~2.70kg

으로 등지게 벨트와 동시에 착용하였을 경우 약 4.85~

6.05kg에 달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중량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 공무원이 소방복 위에 소방용

등지게 벨트를 착용한 경우에 대한 착용성 설문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는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서 자주 취하는 자세와 동작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실제 활동현장과 비슷한 환

경에서 인체공학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 공무원의 현장활동 시 편

의를 고려한 고감성 소방용 등지게 벨트 디자인을 개발

한 것으로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제품화 기술개발의 기

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Bang, C. H. (2010). A study on wearing practic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firefighter: Focusing on Gyeong-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 547 –

nam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

gation, 10(6), 65−71.

Huh, Y. S., & Bang, C. H. (2014). A study on body balance of

firefighter wearing fire protective equipm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4(1), 257−262. doi:

10.9798/KOSHAM.2014.14.1.257

Kang, M., An, S., & Lee, S. (2015). 소방용 개인보호 장비류의

제품분석-소방용 등지게 벨트를 중심으로- [Product ana-

lysis of fire protecti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Foc-

used on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for firefight-

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Fall Conference, Korea, 150.

Kang, M., An, S., & Lee, S. (2017). 소방용 등지게 벨트의 디

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및 착용평가 [Manufacture and wea-

ring evaluation of improvement products of design of SC-

BA's belt for firefight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

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Spring Conference, Korea,

33.

Kang, M., Lee, S., & An, S. (2016). Improvement of design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for Korean firefight-

ers.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Protective Clothing Sum-

mer Conference, Melbourne.

Kim, J. S., Lee, D. H., & Park, J. T. (2014). Improvement for

the job safety in the scene activities of fire fighter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8(1), 58−63. doi:10.7731/KIFS

E.2014.28.1.058

Kim, S., & Park, H. (2015). Impact of firefighters' 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 on upper body range of mo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4), 635−645. doi:

10.5805/SFTI.2015.17.4.635

Lee, S., Kang, M., & An, S. (2016). 소방용 등지게의 착용실태

분석 [Analysis of wearing situation of self-contained brea-

thing apparatus for firefighters]. Proceedings of the Kor-

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Spring Conference,

Korea, 116.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6). NFPA 1983: Stan-

dard on life safety rope and equipment for emergency ser-

vices. Quincy, MA: Author.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Type app-

roval of air respirator and technical standards for product

inspection]」. (2015). Article 2 Section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