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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aim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wearing flame-proof clothing and to analytically assess func-
tional working-clothes, thus to propose a new design.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with workers in the field and eval-
uated the facility for wearing, the sensation of wearing and clothing microclimate in the environmental chamber. We found
out the problems were in the parts of neck, armpits, armhole, sleeve, crotch and suspenders. Thermal sensation, wet sen-
sation and comfort sensations were evaluated to be ‘hot’, ‘wet’ and near to discomfort’, respectively. Therefore, improve-
ment of movement and air permeability is needed. If we can add gusset on armpit for air permeability, this gusset will
enable to enlarge the surface in armpit area and finally give a movement efficiency. We suggested several new partly mod-
ified design for flame-proof clothing which can be applied to other protective clothing for improvement. This must be fur-
ther considered in the ergonomic evaluation of new proposed functional working-clothes as well as in the suggestion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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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작업 시 착용하는 작업복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작업성, 기

능성, 경제성 등을 구비하여야하며 또한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작업복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여

야 한다. 작업공정 중 고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경

우에는 고열이 작업자에게 방사되어 열중증(熱中症) 등의 직업

병 또는 화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복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방창훈 외, 2002). 

기능성 작업복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작업 능률과 안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의 작업복 형태의 의복보다 발전된 형태의 의복이다. 이러한 기

능성 작업복에 작업 환경과 작업자의 생리적, 감각적 쾌적성 등

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를 응용함으로써 착용편이성, 착용

감, 기능성뿐만 아니라, 작업 능률과 생산성 등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성 작업복의 인간공학적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능성 작업복은 각기 다른 착용환경에서 요구하는 환경 적

합도, 작업수행도, 보호 기능성, 쾌적성 등 복합적인 다양한 요

인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동시에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shdown·Watkins, 1996).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때로는 보

호기능과 쾌적성 면에서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어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상태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

라서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

양한 측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홍성애, 2004).

방염복은 철강 산업에서 고열 환경에서의 작업 시에 화염,

복사열, 전도열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대표적인 기능

성 작업복이다. 철강제조현장에서는 일반 작업복 외에 방열복,

방염복, 열 보호 장갑과 같은 기능성 작업복이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작업복은 화염, 복사열, 전도열, 화학물질, 외상

성 상해와 같은 여러 위험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

여 착용된다. 방염복은 작업의 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하

므로 작업에 따른 동작적응성이 필요하고 이에따라 소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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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작업복이 착용자의 작업에 부적

당한 형태라면 작업자는 작업 중의 활동 및 자세에 불편을 느

끼게 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작업복은 착용자가 작업을 하는데 있

어 장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인간공학적이 측면으로서의 설계

와 운동기능적인 측면의 설계가 고려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국내의 기능성 의복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방진복 디자인이

인체 생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능성 의복의 디자

인에 따른 생리학적 평가를 한 연구가 이윤정 외(2002b)에 의

해 이루어졌고, 국외의 기능성 의복 평가에 관한 연구로

Huck(1988)은 방호복 착용 시의 동작성 저하와 관련하여 기능

성 의복의 동작성 평가 기준을 보여주었고, Havenith & Heus

(2004)는 방호복의 재료기준 외에 디자인, 사이즈 등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기능성 의복의 디자인과 사이즈 체계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Stephen & McLellan(1998)은 방호복 착용 시 수분

공급 상태가 열 스트레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기능

성 의복이 착용자에게 미치는 생리학·심리학적 영향에 대해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기

능성 작업복에 대한 인체 생리반응 측정이나 동작성 조사 등의

객관적 평가, 또는 설문지 조사를 통한 주관적 평가 등의 한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에만 그칠 뿐 통합적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기능성 작업복의 평가를 위한 방법 개발에서 객관

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을 통합한 평가와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

려한 디자인 개선 제안 및 종합적 분석까지의 유기적이고 종합

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작업복의 평

가 및 개선을 위해 현장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한 방염복 사용 특성에 대한 분석, 착용실험을 통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고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방염복의

착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간공학적 측면이 고려된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자 

기능성 작업복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는 현

장 착용자 9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착용실험 평가에서는 한

국산업규격 성인 남성복 치수(KS-K0050, 2004)의 작업복 치수

규격에서 정한 Large size의 기준 신체 치수에 적합한 20대 남

자 7명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평균 신장±표준편차는 178.0

±3.9 cm, 체중 70.0±2.9 kg, 가슴둘레 93.9±2.6 cm, 허리둘레

81.7±7.9 cm, 엉덩이둘레 98.1±2.5 cm, 어깨너비 46.3±1.9 cm,

팔길이 60.5±2.6 cm이다. 

2.2. 실험복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복은 제강, 철강 작업시 착용되는 방

염복으로 사이즈는 한국 산업규격 성인남성복 치수 KS-K0050,

2004(안)에 의거하여 가슴둘레 93-101 cm, 허리둘레 80-90 cm,

엉덩이둘레 92-99 cm에 해당하는 치수인 Large size를 선정하

였다. Fig. 1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염복의 디

자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라인과 실루엣은 직선적인 요소로 이

루어진 H라인 실루엣이며, 디테일로는 stand-up 칼라, long

set-in sleeve인 기본형 소매, 커프스, 등 부위 요크에 별도로

통풍소재를 사용하였고, 등 부위 요크위에 outer를 동일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상의 왼쪽에 안주머니가 장착되어 있다. 트리밍

으로는 앞여밈, 커프스 여밈, 바지단 부분 통 조절에 스냅단추

가 있으며, 칼라부위에는 벨크로로 바지고정을 위한 서스펜더

가 부착되어 있다.

2.3. 측정 항목 및 방법

본 실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작업복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방염복 착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

문 조사, 인공 기후실에서의 착용실험을 통해 착용편이성과 착

용감 항목, 의복 내 기후를 평가하여 사용자 반응특성 분석 및

작업복의 개선항목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 설문 조사에서는 사용자의 목, 어깨(팔), 팔꿈치,

허리, 골반, 무릎 등의 신체 부위에 대한 부위별 최대 동작수

준, 주사용 신체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부위, 방염복

착용 시 불편한 신체 부위, 현 방염복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착용실험 : 착용실험에서는 착용편이성 5개 항목, 착용감 4

개 항목, 의복 내 기후 2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착용실험에서

Fig. 1. 기존 방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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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운동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부위와 범위

를 설정하였고, 고열작업장 노출 기준(노동부, ACGIH)의 시간

당 작업과 휴식 비율이 각각 75%(45분)와 25%(15분)임을 고

려하여 운동 시간을, 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경작업임

을 고려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다. 

착용편이성평가 - 착용실험에서 착용편이성 평가는 피험자가

방염복을 착용하고 동작과 의복 부위별에 따라 착의성, 동작용

이성, 여유성, 착의용이성과 탈의용이성의 5개 항목을 주관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 온도 25±1
o

C, 상대습도 50±5%로

설정된 실내에서 실시되었다. 착용 편이성 항목의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착의성은 방염복을 착용하였을 때

피험자의 신체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동작용이성은 방염복을

착용하고 동작을 수행할 때 얼마나 용이하게 하는가를 평가하

였다. 여유성은 방염복을 착용하였을 때 얼마나 여유로운가에

대해서, 착의용이성과 탈의용이성은 방염복의 착의와 탈의가 얼

마나 용이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Table 1). 

착용감 평가 - 착용실험에서 착용감 평가와 의복 내 기후 측

정은 환경온도 35±1
o

C, 상대습도 45±5%의 인공기후실에서 설

문 조사와 고열 작업장 노출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된 동작을

45분 동안 실시하면서 평가하였다. 착용감 평가는 방염복 착용

시의 생리적 특성을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온

열감, 습윤감, 쾌적감, 압박감의 4개 항목에 대해 Table 2의 평

가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의복내 기후 - 의복 내 기후는 방염복을 착용하고 동작을 실

시하는 동안의 인체 생리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험자

의 가슴 부위에 부착한 Thermo recorder(TR-72S,T&D Copora-

tion, Japan)를 사용하여 의복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다. 

3. 결 과

3.1. 설문 조사

방염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착용 동작성과 개선 요구사항

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신체 부위 별 동작의 최대 수준

평가 결과, 작업 도중 모든 신체 부위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과

도한 동작이 발생하며, 특히 어깨의 들어 올림과, 팔꿈치의 굽

힘 동작, 그리고 골반의 벌림 동작은 60%정도의 작업자에게서

과도한 동작이 발생하는 부위로 나타났다(Table 3). 신체 부위

별 방염복 착용 특성에 관한 항목(Table 4)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신체 부위는 허리, 팔꿈치, 무릎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응

답자의 78%, 66%, 63%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관적으로 불

편하여 개선을 요구한 부위는 사용빈도가 높은 신체 부위와 일

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부위는

무릎, 목, 허리부분에서 응답자의 40%를 넘는 비율을 보였고

착용 시 불편한 신체 부위는 어깨, 무릎, 목의 순으로 나타났

Table 1. 착용 편이성 평가를 위한 평가 척도

5점 리커트 척도

평가항목 착의성 동작용이성 여유성 착의용이성 탈의용이성

평가척도

1 거의 맞지 않음

2 조금 맞지 않음

3 보통

4 조금 맞음

5 아주 잘맞음

1 아주어려움

2 조금 어려움

3 보통

4 조금 쉬움

5 아주 쉬움

1 아주 여유롭지 못함

2 조금 여유롭지 못함

3 보통

4 조금 여유로움

5 아주 여유로움

1 아주어려움

2 조금 어려움

3 보통

4 조금 쉬움

5 아주 쉬움

1 아주어려움

2 조금 어려움

3 보통

4 조금 쉬움

5 아주 쉬움

Table 2. 착용감 평가를 위한 평가 척도

평가 항목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 압박감

평가척도

0 어느쪽도 아니다

1 조금 따뜻하다

2 따뜻하다

3 덥다

4 아주 덥다

1 아주 습하다

2 습하다

3 조금 습하다

4 어느쪽도 아니다

5 조금 건조하다

6 건조하다

7 아주 건조하다

1 쾌적

2 조금 불쾌

3 불쾌

4 아주 불쾌

1 너무 헐렁하다

2 헐렁하다

3 조금 헐렁하다

4 어느쪽도 아니다

5 조금 끼인다

6 끼인다

7 너무 끼인다

참조 ASHRAE 일본 공조위생 공학회 시안 일본 공조위생 공학회 시안 岡部和代·山名信子(1991)

Table 3. 신체 부위별 최대 동작 수준 (n=95)

신체부위 동작 최대 동작범위 빈도수(n) 백분율(%)

목 젖힘 30
o

~60
o

51 54

숙임 45
o

 이상 49 52

돌림 30
o

~60
o

50 53

어깨 뒤로뻗힘 20
o

~60° 48 50

들어올림 90
o

 이상 56 59

모아짐 10
o

~30
o

53 56

벌림 30
o

~90
o

55 58

팔꿈치 굽힘 120
o

 이상 60 63

허리 젖힘 20
o

 이상 49 52

숙임 60
o

 이상 52 55

측면구부림 10
o

~30
o

44 46

비틀림 20
o

~45
o

54 57

골반 벌림 30 cm~50 cm 57 60

무릎 굽힘 60
o

 이상 4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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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답자가 자유기술한 방염복의 형태와 관련한 개선 요구 사

항으로는 통기성 개선, 팔꿈치와 무릎 부위의 동작성 개선, 서

스펜더의 신축성 및 길이조정 개선, 목 부위 마찰 개선 등이

나타났다.

3.2. 착용실험

착용편이성 평가 : 착의성은 허리둘레 항목이 2.6으로 모든

의복 부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착의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목둘레 항목은 2.8, 서스펜더는 2.9로 3.0

인 보통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 외 다른 항목들은

3.0 이상으로 착의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5). 이

는 설문 조사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신체 부위는 목과 어깨,

착용시 불편한 신체 부위는 어깨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동작용이성의 신체동작에 따른 의복부위의 평가값은 Table 6

에 나타내었다. 의복 부위 관점에서 살펴보면 목둘레는 목을 숙

이는 동작(2.2)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평가하였고, 뒷품은 팔 모

으는 동작(2.4),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2.9), 허리를 숙이는 동

작(2.9)에서 보통이하의 값을 보였다. 서스펜더는 무릎을 굽히

는 동작(2.4)과 허리를 젖히는 동작(2.8), 팔을 모으는 동작

(2.8), 허리를 숙이는 동작(2.5), 그리고 팔을 뒤로 뻗치는 동작

(2.9) 시에 불편함을 준다고 하였다. 진동둘레는 팔을 들어 올

리는 동작과 모으는 동작에서 2.6으로 보통이하의 수치를 나타

내었고, 소매길이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2.6), 모으는 동작

(2.8), 벌리는 동작(2.9)에서 불편함을 준다고 평가하였고 밑위

길이는 무릎 굽힘 동작에서 2.7로 평가하여 불편하다고 나타났

는데 이는 신체 부위별 방염복 착용 특성의 설문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부위, 착용시 불

편한 신체 부위에 관한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여유성 항목 평가에서는 목둘레가 2.1로 가장 여유성이 부족

한 부위로 평가되었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는 최소

3.5 이상의 수치를 보이며 여유성이 큰 부위로 평가되었다

(Table 7). 

착탈의용이성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3.0) 이상의 수치

를 보이고 있고 서스펜더 길이 조정 부분이 3.1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Table 8).

착용감 평가 : 인공기후실에서 실시된 착용감 평가에서 전체

적인 온열감은 척도값 3, 습윤감은 2.1, 쾌적감은 2.6으로 나타

나 ‘덥다’, ‘습하다’, ‘불쾌하다’고 평가되었고, 압박감은 목둘

레와 어깨에서 약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부, 허리, 엉덩이에서는 ‘조금 헐렁하다’에 가까운 수치를 나

타내었다.

의복 내 기후 : 인공기후실에 실시된 착용실험에서 의복 내

온도는 운동시작전에 33.78
o

C였으나 운동시작 후 급격히 상승

하여 15분 경과시에 최대 36.45
o

C까지 도달하였고, 이후 상승

상태를 유지하여 45분 동안의 운동기에는 평균 36.0±0.5
o

C의

온도를 보였다. 한편 의복내 습도는 40.9%RH에서 76.6%RH까

지 35.7% 포인트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4. 고 찰

현장 착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착용 실험을 위한 동작과 방염복 설계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부위를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실제 작업 수행과 연관성이 있

는 동작 실시가 요구되나, 정확히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작

업 동작을 바탕으로 단순화 된 동작을 실시할 수 있다

(Havenith·Heu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결

과를 토대로 하여 실제 작업 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단순화 된

동작을 설정하였다.

목을 숙이는 동작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평가된 목둘레는

Table 4. 신체 부위별 방염복 착용 특성(n=95) 

신체부위
주 사용 신체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부위 착용시 불편한 신체부위

빈도수(n) 백분율(%) 빈도수(n) 백분율(%) 빈도수(n) 백분율(%)

목 39 41 41 43 34 36

어깨 55 58 35 37 37 39

팔꿈치 63 66 31 33 28 29

손목 56 59 22 23 17 18

허리 74 78 41 43 21 22

무릎 60 63 47 49 35 37

Table 5. 착의성 평가

의복부위 착의성

상의 목둘레 2.8

앞품 3.8

뒷품 3.8

어깨선 부위 4.1

진동둘레 3.5

소매길이 3.4

소매폭 3.7

상의길이 3.5

하의 허리둘레 2.6

엉덩이 둘레 3.2

밑위길이 3.6

바지폭 3.0

바지길이 3.2

서스펜더 2.9

MEA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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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up 칼라 제도 시 목의 곡선을 고려하지 않은 직선제도로

인해 낮은 평가값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 중심과 목

둘레가 만나는 부위를 약 1~1.5 cm 내리고 칼라를 곡선제도

한다면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 방염복 상의의 뒷품은 뒷요

크 부분의 고정을 위한 중간 박음선으로 인해 동작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요크 길이를 약 2.5 cm 늘리고 중

간 박음선을 생략하여 처짐 방지용으로 동일 소재의 기둥을 첨

가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스펜더는 무릎을 굽히는

동작과 허리를 젖히는 동작, 팔을 모으는 동작, 허리를 숙이는

동작, 그리고 팔을 뒤로 뻗치는 동작 시에 불편함을 준다고 평

가하였는데, 이것은 서스펜더가 바지를 고정하는 의미만을 가진

기존 방염복에서 신축성이 전혀 없는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스펜더의 소재를 신축성 소

재로 대체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동작용이성 평가

  신체 동작 의복부위 평가값             신체 동작 의복부위 평가값

상의 목 젖힘 목둘레 3.4 하의 허리 젖힘 허리둘레 3.8

숙임 목둘레 2.2 엉덩이둘레 4.1

돌림 목둘레 3.3 밑위길이 3.4

어깨(팔) 뒤로뻗힘 앞품 3.5 서스펜더 2.8

뒷품 3.8 숙임 허리둘레 3.9

진동둘레 3.4 엉덩이둘레 3.5

소매길이 3.5 밑위길이 3.2

소매폭 3.6 서스펜더 2.5

상의길이 3.6 측면구부림 허리둘레 3.9

서스펜더 2.9 엉덩이둘레 3.9

들어올림 앞품 3.6 밑위길이 3.5

뒷품 2.9 서스펜더 3.0

진동둘레 2.6 골반 벌림 엉덩이둘레 3.9

소매길이 2.6 바지폭 3.9

소매폭 3.3 바지길이 3.8

상의길이 3.2 밑위길이 3.8

서스펜더 3.0 무릎 굽힘 허리둘레 3.7

모아짐 앞품 3.6 밑위길이 2.7

뒷품 2.4 바지폭 3.2

진동둘레 2.6 바지길이 3.3

소매길이 2.8 서스펜더 2.4

소매폭 3.6

상의길이 3.6

서스펜더 2.8

벌림 앞품 3.6

뒷품 3.3

진동둘레 3.1

소매길이 2.9

소매폭 3.6

상의길이 3.6

서스펜더 3.1

팔꿈치 굽힘 소매길이 3.5

소매폭 3.2

진동둘레 3.3

허리 젖힘 앞품 3.4

뒷품 3.9

상의길이 3.4

숙임 앞품 3.7

뒷품 2.9

상의길이 3.5

측면구부림 상의길이 3.7

비틀림 앞품 3.6

뒤품 3.6

어깨선부위 3.6

MEAN 3.28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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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외(2002a)는 기모노나 라글란 소매가 팔 동작 시 가

장 큰 여유량을 제공할 수 있고, 기본 set-in 소매의 경우 팔

동작에 가장 많은 제약을 가하므로 겨드랑이 부위에 고젯(무)

을 첨가하여 팔 동작에서 오는 불편함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외

관 평가에서는 기본 set-in 소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모노 소매가 활동성이나 상의

앞부위의 솔기를 없앤다는 점에서는 우수하나 어깨 앞부분에

여유량으로 인한 군주름이 생기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모으는

동작에서 불편하다고 평가된 진동둘레의 동작성 향상을 위해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첨가함으로써 무 면적만큼의 여유를 확

보하여 팔 동작으로 오는 불편함을 제거하였다. 소매는 직선으

로 되어있는 소매 옆선 부위를 곡선으로 변경하여 제도하고 팔

의 움직임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부면적을 팔꿈치 부분에 다아

트로 삽입시킨다면 동작성 개선 효과의 기대가 있을 것이다 .

기능성 작업복의 동작성 연구에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

하는 부위 중의 하나로 밑위길이를 들 수 있다. Kim(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샅 부위에 문

제점 호소하고 샅 부위가 너무 타이트하여 움직이기 불편하다

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Huck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동작성

과 착용감 평가를 통해 나타난 샅 부위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뒷길 또는 앞뒷길 모두에 앉는 동작 시 필요한 밑위의

여유분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 컨트롤 의복과 비교했을 때, 뒷

길에만 여유분을 추가한 의복은 몸통 굽힘에는 효과적이나 어

깨나 무릎의 운동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고, 앞뒷길 모두

에 여유분을 추가한 의복은 전체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 굽힘 동작 시 불편하다고 평

가된 밑위부위의 개선을 위해, 하의 패턴 제작 시 밑위부위의

앞뒤차를 두어 샅 부분 면적을 증대시킴으로서 불편함을 해소

하였다.

Kinderknecht(1994)의 소방 보호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

체 불평사항의 31.8%가 동작의 불편함이라고 호소하였는데 이

는 동작성에 대한 연구가 의복의 착용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 착용 시 동작의 용이성

을 증대시키면 전반적인 쾌적감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유화숙·김은애(1996)의 연구에서 개구부가 작거나 거의 개

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피부 면에서 발생된 수분과 열이 모두

의복 재료를 통해서만 외부로 배출되므로 의복 재료에 의한 저

항을 크게 받지만, 개구부를 열어주면 개구부를 통해 수분과 열

이 배출되므로 의복 재료를 통해서 배출될 때에 비해 수분과

열 전달 속도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방염복에서는 수

분을 배출할 수 있는 개구부가 적절하지 않아 온열감과 습윤감,

쾌적감의 주관적 평가에서 ‘덥다’, ‘습하다’, ‘불쾌하다’의 결과

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복 내 온도가 33
o

C를 넘으면 인체는

온열성 발한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이때는 의복 내층이 의복

의 외층보다 고습이 되어 불쾌감을 유발시키며(Tokura·

Midorikawa, 1985), 의복 내 발한에 의해 통기성 저하 및 습

윤 상태가 되면 체열방산이 방해를 받아 체온 조절기능이 저하

되어 체온의 항상성 유지에 위협을 받게 된다(박소진·김희은,

2002).

이러한 연구 결과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체내

에 남은 열을 방출, 발산하지 않으면 체내에 열이 정체되어 체

온이 상승하게 되고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므로 고

열 작업장의 방염복 착용자를 위한 새로운 의복 설계가 요구된

Table 7. 여유성 평가

의복부위 여유성

상의 목둘레 2.1

앞품 3.7

뒷품 3.9

진동둘레 3.5

소매폭 3.5

하의 허리둘레 4.6

엉덩이둘레 4.4

밑위길이 4.1

바지폭 3.8

MEAN 3.73

Table 8. 착탈의 용이성 평가 결과

의복 부위 착의용이성 탈의용이성

상의 목둘레 3.3 3.8

앞여밈 위치 3.6 4.0

종류 3.8 4.0

소매폭 3.9 3.9

하의 허리여밈 위치 3.5 4.2

종류 3.9 4.2

바지폭 4.1 3.8

서스펜더 길이조정 3.1 3.2

여밈방법 3.5 3.9

MEAN 3.63 3.89

Fig. 2. 개선안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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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의복 착용 시 쾌적하다고 느끼는 의복 최내층의 기

후가 온도 32±1
o

C, 상대습도 50±10%의 범위임을 감안할 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복의

쾌적 환경 지수에 근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방염복 착용 시의

통기성 개선을 위해 겨드랑이 부위에 망소재의 무를 첨가할 수

있고, 또한 무로 인한 겨드랑이 부위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동

작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작업복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방염복의

착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

로 방염복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공기후실의 착

용실험을 통해 착용편이성 항목과 착용감 항목의 주관적 감각

평가, 의복 내의 온도와 습도 측정을 실시하여 방염복의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목 부위 착용편이성 및 착용감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상의

앞 중심과 목둘레가 만나는 부위를 하향 조정하고 칼라를 곡선

화하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팔꿈치 부위 동작성의 개선

은 소매 옆선을 곡선으로 제도하고 이 때 발생하는 소매길이의

앞뒤차를 소매 다아트로 조정 할 수 있다. 통기성, 뒷품과 진

동둘레 동작성의 개선을 위해 상의 겨드랑이 부분에 망소재의

무를 첨가하고, 상의 뒤 요크 길이의 중간 박음선을 제거하여

요크 겹침 부분을 2.5 cm 정도 늘리고 중간 박음선 대신 처짐

방지용으로 동일 소재의 기둥을 첨가하였다. 무릎 부위 동작성

은 개더 주름을 첨가함으로써, 엉덩이 부위 동작성은 하의 제

도 시 밑위길이의 앞 뒤차를 부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겠다.

무릎 굽힘이나 허리 숙임으로 인한 서스펜더의 불편함은 하의

고정의 의미만을 가진 기존 방염복에서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는 신축성 소재로 대체함으

로써 해소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방염복의 개선

안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작업복의 평가를

위하여 설문 조사와 착용실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방법을 통

합한 평가를 실시하여 고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방염복의 착

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개선안

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염복의 착용실험을 실시하여 기존의

방염복과 개선 방염복을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통한 통합적

방법으로 비교?평가한다면, 작업 현장의 실질적인 도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방염복 뿐 만 아니라 그 외 기능성 작업복

의 평가와 개선에도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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