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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st in the fabric production sites is increased by the static electricity in air 

which i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static electricity is shown 

in inverse proportion to humidity of the production sites. The optimum humidity 

rate for the filament in the production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as 65~75%. 

Where as, average humidity rate of production site is estimated as 4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humidity rate by 30% to maintain 

appropriate humidity to control generation of static electricity and dust in the 

production sites. In this study, a new air-jet water sprayer was developed and it 

can produce 10 ㎛ sprayed particles. When the air-jet water sprayer was operated 

on the production site dust generation rate was shown far below the 

environmental standard. It is assumed that when the air jet sprayers was applied 

to 1,000 fabric machines of 5 gloves making plants, its productivity and rates of 

operation will be improved by value of about 2.5 billion Won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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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산업 분야  비교  소규모인 장갑공장

의 환경개선은 심의 상이 되지 못하고 있

으나, 장갑의 제조기술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

이 유지됨으로 수출로 인한 외화의 획득에 크

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와 같이 장

갑이나 머 러 등 면을 소재로 한 제직은 형

인 3D업종으로써 노동집약 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세기업이 부분이며, 틈새산업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작업과정에서 

많은 섬유 비산 분진이 날려 인력의 수 이나 

작업  기술의 개발에 한계 을 안고 있다. 섬

유 원사의 원료인 면(Cotton)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진은 보통 30∼100 mg/㎥으로 환경기 치의 

10∼40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분진은 근로자의 

진폐증, 호흡곤란, 기 지  호흡기 질환 등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더욱이 육안으로 보아

도 분진이 공기 에 날아다녀 작업 시 시야를 

흐리게 하여 마스크 없이는 근무할 수 없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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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공장내부 에어배 분진(1) 에어배 분진(2) 기계후면분진

황

Fig. 1. Scene of the glove factory by dust.

악한 환경을 만든다.  

  분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공기 의 정

기를 근원 으로 여 분진발생 자체를 억

제하는 습도조 에 의한 방법과 발생된 분진

을 주기 으로 흡입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복합형 제거 방법

으로는 의 두 가지를 동시에 용하는 방법

이 있으나 최근 천정과 바닥흡입을 동시에 하

는 복합 인 방법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1). 그 원인은 습도조 에 의한 

분진의 발생이 30% 이하로 어들어 천정흡

입, 바닥흡입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습도조 에 의한 분진의 

억제기술이 근원 으로 장갑공장의 분진을 

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습도를 조 하는 방법은 에어와 

물을 동시에 공 하는 에어젯 방식과 음

진동자에 의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습

도의 조 은 공장내부의 확산성을 높이는 수

분의 입자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분의 확산성은 공장내부의 습도를 균등하

게 하여 공기 의 정 기를 억제할 수 있도

록 약 10 µm 내외로 작아야 그 효과가 높다
2)
. 

일반 으로 습도조 을 장에서 기피하는 이

유는 입자가 커서 바로 낙하할 뿐만 아니라 

기계에 부착되어 녹을 발생되는 원인으로 알

려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면장갑의 경우 습도에 가장 민감하

여 낮은 습도에서는 분진 발생이 매우 높아지

며 분진의 발생은 면사의 섬유가닥을 가늘게 

하여 장갑의 품질에도 향을 미친다3). 나일론 

장갑의 경우도 낮은 습도에서는 생산성과 품

질이 하되어 공기  정 기를 여 섬유의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복합형 분진 제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5∼10 µm 미세한 입자

를 살포할 수 있는 고성능, 비용의 Air-Jet 

노즐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분석하고 장갑공

장의 장에 설비를 한 후 발생되는 분진발생 

여부를 평가하여 장보 을 확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2. 장갑공장 장의 조건 

2.1 장갑공장 면사에 따른 최  온․습도 조건

  장갑공장은 내부의 습도에 따라 발생되는 

분진의 량이 달라짐으로 항상 최  조건의 습

도를 유지 시켜야 한다. 따라서 습도 조 용 

분무기의 입자 크기가 매우 요하다. 입자의 

크기가 크면 확산이 되지 않고 바로 떨어지거

나 기계에 부착하여 녹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

므로 가장 합한 입자의 크기를 토출할 수 

있는 분무기의 개발이 요하다. 

  Table 1은 일반 으로 폐형 장갑 공장의 

년  습도 조  범 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서와 같이 여름철에는 비교  습도가 높아 특

별히 습도를 조 하지 않아도 되며 때로는 과

습으로 인한 제습을 실시한다. 그러나 , 가

을과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져 제품의 질과 생

산성에도 큰 향을 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

장내부의 습도가 약 40% 정도이므로 20∼30%

의 습도를 높여야 최 조건에 도달된다. 

Table 1. Optimum humidities in the glove factories  

          monthly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최 습도 70 70 60 60 60 50 50 50 60 60 60 70

온습도 리 완 폐 자동형조 (냉난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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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ification as change of humidities

상태 Sample명

RH 20% volt RH 40% volt RH 60% volt 총

Cotto

n

Nylo

n
평균 Cotton Nylon 평균 Cotton Nylon 평균 평균

원사

100% Wool

100% Rayon

100% Polyester

65/35 P/C

65/35 P/W

4.400

1.300

8.400

1.600

2.600

490

380

1.400

890

790

2.455

830

4.900

1.245

1.695

2.400

130

7.400

550

2.500

670

340

560

340

590

1.535

235

3.980

445

1.545

950

17

160

300

1.000

260

26

72

130

420

605

22

116

215

710

1.528

362

3.000

635

1.320

사종 
항목 방 사 필라멘트

온도(℃)

습도(% RH)

온습도, 공기순환조

공기순환주기(회/시간)

25～30

65～75

조 가능

12～15

20～25

65～70

조 가능

12～15

   

  ※강민숙 ‘습도변화에 따른 성 비교 고찰’, 1981. 원 학교 학원 No. 7

2.2 환경기 치에 따른 장갑공장의 분진감소  

    개발목표치

  공장 내부의 분진은 시간과 치에 따라 달라

지지만 최소 22 mg/m3 이상 최  1.739 mg/m3 

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최소 분진발생

량을 기 으로 하여 개발목표치는 부산  환

경공학과에서 제시한 환경기 치인 2.46 

mg/m3를 기 으로 하 다. 

 Table 3. Target of dust volume as the environmental

          standard

평가항목 단 개선
환경
기 치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

분진 mg/m
3 최소 22 

이상 2.46 2.46이하 TWA

2.3 공장내부의 분진 분포 상황

  공장 내부에 발생하는 분진은 정 기에 의

해 공기 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주로 기계

에 부착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분진과 비산

분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진의 발생량에 따

른 분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장 문가의 경험에 의하면 비산분진이 

체의 60%를 차지하고 바닥분진과 부착분진이 

각각 20%로 구분하고 있다. 비산분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계에 부착되거나 바닥으로 

떨어져 쌓이게 된다. 따라서 분진을 제거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분진의 억제는 공장내부의 

습도를 정하게 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철 공장 내부의 습도는 40 % 내외로 측

정되었다. 따라서 정 습도 70 %에는 약 30 %

가 부족한 상태이며 습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

우에는 정 기에 의한 화재의 험도 측된다. 

Table 4. Target of dust volume by humidity control

분진의 종류
분진 

발생량(%)
총분진량
(%)

습도조 에 의한 
분진발생량(%)

비산분진 60

100 30 이하바닥분진 20

부착분진 20

합계 100 30 이하

3. 기술개발의 결과  고찰

3.1 분무방식에 따른 입자  특징 비교

  습도를 조 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분무

기의 종류는 주로 3～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5는 분무기의 형식에 한 성능을 비교하

다. 가장 보편 인 방법은 물입자만 분무하

는 분무노즐 방식이며 이 방식은 비용은 렴

하고 단순하지만 입자가 약 50 ㎛로 굵고, 성

능은 간정도이며, 수분의 토출 분사각이 약 

15°～30° 정도로써 직선성은 좋으나 가장 큰 

단 으로는 확산성이 나쁜 단 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에어젯 방식

으로써 공기를 쏘아 물 입자를 잘게 짤라 확산

시키는 방법이다. 국내에 시 되고 있는 것과 

외국산을 비교하 으며 분사압력 3 kgf/㎠에서 

시험하 다. 에어젯 방식(2)는 체 으로 입자

가 크게 나타났고, 에어젯 방식(3)은 독일산

(Bete Fog Nozzle 1/4×A)을 사용하 으며 분

사각은120°～15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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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erties of particles as shape of sprayer

방식 모양 분사장면 입자크기 분사각 성능 경제성

분무 
노즐방식

입자 50㎛ 
내외 

15°～30° 낮음 높음

에어젯
방식(1)

입자 30㎛ 
내외

15°～30° 간 높음

에어젯
방식(2)

입자 20㎛ 
내외

120°～150
° 높음 간

에어젯
방식(3)

입자 20㎛ 
내외 20°～40° 높음 간

에어젯 
방식(4)

 10㎛ 
내외 20°～40° 높음 높음

음
 방식

 20㎛ 
내외 20°～40° 간 높음

  이러한 경우 노즐의 주변에서 측면으로 확

산성이 좋지만 방으로 토출되는 양과 직성

성에는 불리한 단 이 있다. 따라서 장갑공장

의 습도조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 합한 것

으로 단되었다. 한 체 으로 에어젯 방

식(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사각은 비교  

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젯 방식(4)와 

음  방식을 개발하여 동시에 비교 시험하

다. 음  방식은 내부에 진동자를 2개 설

치하여 Blower를 사용하여 불어내는 방식으로 

개발하 다. 그러나 입자를 확산시키기 해 

불어낼 때, 입자간의 충돌로 인해 입자가 굵어

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Blower의 용량이 제한

되어 있어 확산성이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그리고 에어젯(4)는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물이 담기는 탱크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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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경

제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

개발에서는 장에서 실제로 보 하여 장기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에어젯(4)를 

양산하여 장에 보 하는 것으로 하 다. 

3.2 분무기의 형식에 따른 입자의 분석

1) 시험의 조건 

  Table 6과 같이 분무기 형식에 따른 입자 

평가 조건은 분사압력과 분사량을 조사하 으

며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해 물과 먹물을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분사하 다. 측정은 분

사노즐 앞 1m의 치에서 물 분사의 앙 부

분을 심으로 치하여 A4용지에 입자가 나

타나도록 하 다. 분사압력은 분사각이 정하

도록 조 한 압력을 기 으로 하 으며 2～3 

kgf/㎠이 가장 당한 것으로 단되었다. 

음 형은 분사압력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송

풍기의 용량에 따라 분사량이 달라지지만 송

풍용량을 지나치게 큰 것을 사용할 경우 진동

자의 수량과 미세입자량의 생성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해서 분사량이 

유사한 에어젯(4) 노즐은 분사압력을 2 kgf/㎠, 

분사량을 2.8 ℓ/hr의 조건으로 하 고 Bete 

Fog Nozzle 1/4×A 노즐은 분사압력과 분사량

을 각각 3 kgf/㎠, 2.3 ℓ/hr를 시험조건으로 

하여 비교분석하 다. 

Table 6. Experimental condition as shape of sprayer 

밸 종류 분사압력(kgf/㎠) 분사량

음 형
(진동자2개)

풍량 (∅70팬사용) 1 ℓ/hr

에어젯형(4)
(2구노즐)

2 2.8 ℓ/hr

2.5 3.2 ℓ/hr

3 4.1 ℓ/hr

독일산노즐
(Bete Fog Nozzle 

1/4×A)

2 1.2 ℓ/hr

2.5 1.7 ℓ/hr

3 2.3 ℓ/hr

2) 음  노즐의 입자 

  Fig. 2는 음  노즐을 한 자회로와 장

치를 나타내고 있다. 음  입자를 생성하기 

해 진동자를 2개로 설계하 다4). 따라서 

음  노즐을 분무장치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노즐에 Trans와 자회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 단 이 있다
5)
. Fig. 3에서는 음  노즐

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자 미경으로 먹

물이 힌 입자를 20배 확 하여 나타내었다. 

음  노즐의 송풍팬 력용량은 120 W/hr, 

회 수는 3500 rpm, 시간당 분사량은 0.5 ℓ

/hr이었다. 음  노즐의 입자는 가장 입자가 

큰 부분을 심으로 다시 확 한 결과 입자의 

지름은 32.9～392.7 ㎛로 나타났다. 입자의 직

경은 평면에 힌 입자의 약 32% 정도로써 실

제입자의 직경은 약 11～130 ㎛로 계산된다. 

부분의 입자는 매우 작아 5 ㎛로 나타나 입

자의 크기로 단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사

료되었다. 그러나 분사량이 고 진동자에서 

생성되는 입자의 기 크기는 매우 작은데 비

해 Blower로 입자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입

자 간의 충돌로 입자가 서로 엉키어 크게 뭉

쳐진 것으로 단되었다. 한 음 에 의한 

입자는 확산거리가 매우 작아 장설비에는 

부 합 한 것으로 보여 지며 빠른 시간에 상

습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부 합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에어젯(4) 노즐의 입자

  에어젯 노즐(4)의 입자 크기가 작아 자

미경으로 90배 확 하 으며, 평면에 나타난 

입자의 지름은 23.5～40.4 ㎛로써 체로 균일

한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실제 큰 입자의 

지름은 약 7～13 ㎛이었으며 부분 5～10 ㎛

로 나타나 본 연구개발에서 목표한 입자의 크

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에어젯 노즐의 

사용 력은 1 kw/hr로써 다소 높은 에 지를 

소요하 지만 습도의 조 은 20～30 % 상승조

을 기 으로 할 때, 실제 소요되는 력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에어젯 방식은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규모의 

Compressor가 추가 으로 설비되어야 한다.   

 

4)  독일산(Bete Fog Nozzle 1/4×A)의 입자

  독일산(Bete Fog Nozzle 1/4×A)의 입자도 

자 미경으로 90배 확 한 결과 26.1～59.6 

㎛이었으며 실제 입자의 직경은 9～20 ㎛로 

계산되어 진다. 입자의 특징에서는 반 으로 

에어젯 노즐(4) 보다 굵고 단 면 당 입자의 

수가 많아 확산성도 에어젯 노즐(4) 보다 다소 

불리한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구조가 간

단한 것은 장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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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컨트롤러 회로 제작된 컨트롤러

도면

Fig. 2. Controller for ultrasonic nozzle.

노즐종류 장치 모양 입자분석

음

노즐

에어젯

노즐(4)

독일산

(Bete Fog 

Nozzle 

1/4×A)

Fig. 3. Analysis of Particles as shape of sprayer. 

3.3 에어젯 노즐(4)의 설계  개발

  분무 노즐의 입자 분석에 따라 에어젯 노즐

(4)를 양산하기 해 3차원 ACAD 설계와 3D 

Modeling한 결과  실제 제작된 장치를 Fig. 

4와 같다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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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설 계 과 정

3차원

ACAD 설계

3D Modeling

제작된 

에어젯 노즐(4)

Fig. 4. Design and manufacture of air-jet nozzle(4).

Fig. 5. Design drawing of factory(A) equipped air-jet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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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에어젯 노즐(4)의 장 설비 설계

  개발된 에어젯 노즐(4)를 경북지역의 표

인 장갑공장 A기업에 설비하기 해 장 설

계도면을 Fig. 5와 같다. 

A업체의 1층과 2층은 Nylon 소재의 장갑을 

생산하고, 3층은 면장갑을 제작하며 각각의 설

계는 장의 작업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하 다.    

3.5 장설비 과정 (5개 업체)

설비업체
장설비 

공장내부 경 유입구설비 컨트롤러 에어젯노즐

A

B

C

D

E

Fig. 6. Scene of the five factories equipped sprayers.

3.6 장분진 측정 조사

  분진의 측정은 A공장의 면장갑을 제조하는 

3층을 기 으로 하 다. 3층의 면 은 약 800 

m2이며 에어젯 노즐(4)를 10개 설치하 고, 에

어젯 용의 Compressor(7.5 ps)과 물탱크 등

을 설비하 다. 분진의 측정은 환경측정 문

회사인 (주)한국이앤씨에 의뢰하여 실시하 으

며 장갑을 제조하는 과정 에 2 차례 분진을 

측정하 다. 공장 내부의 습도는 11월 이어

서 70 %로 자동 설정되어 있었으며 에어젯 노

즐(4)을 사용한 공장 내부의 분진은 히 

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진측정의 결과는 Fig. 7과 같이 1차 395.5 

㎍/㎥(1기압. 20℃), 2차 234.0 ㎍/㎥(1기압. 20 

℃)로 측정되어 환경기 치인 2.46 mg/m
3
 보

다 훨씬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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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value of dust.

3.7 개발 결과의 분석

1) 환경개선  측면

  에어젯 노즐(4)를 개발하여 설비한 결과 환

경 인 측면에서는 공장내부의 분진량 감소, 

온도 조 을 통한 정 환경 개선, 작업외 분

진 제거에 소요되는 노동 강도 감소, 화재 

험 감소, 산업재해 감소 등으로 작업환경이 크

게 개선되었다. 겨울철에는 히터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 하고 있으나 공 되는 물의 온도

를 높여 으로써 공장내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며, 반 로 여름철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공장내부의 온도를 4～5 ℃ 내려 작업환

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Table 7.  The change of working environment 

구  분 단 개 발  개 발 후 비    고

분   진 mg/m3 최  22이상 0.23~0.4 0.7×0.1

 열 ℃
여름 34°
겨울 17°

여름 30°
겨울 20°

여름(지하수사용)
겨울(열 Return) 

노동강도 % 작업 외 32% 작업 외 
8%

2) 공정 개선  측면

  (1) 인력 감의 효과 

  인력의 감은 분진의 제거를 해 일일 4

시간 소요되며 5개 산업체의 1,000 에서는 40

명의 인원으로 작업을 하 으나, 본 개발설비

로 인하여 9명의 인원을 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의 감은 년 간 48,000만원에

서 37,500만원으로 년 간 10,500만원의 감효

과가 상된다.

Table 8.  The change of labor forces and labor costs

구  분 개선 개선후 감효과

인력 감

효과
40 명 31 명 9 명

인건비

감

48,000

(만원/year)

37,500

(만원/year)

10,500 

(만원/year)

  (2) 품질향상의 효과

   에어젯 노즐(4)를 이용한 공장 내부의 습도

조 을 자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분진의 발생은 

목표치 이하로 감소하 으며 섬유의 품질이 

개선되어 품질의 향상과 불량률도 50 %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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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동율 증가의 효과

   가동율의 증가는 일일 분진 제거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이 4 시간이었다. 따라서 기계의 

미 가동율은 16.7 %이었으나, 연구 설비의 개

발로 미 가동률은 약 4 %로써 가동률이 크게 

증가하 다. 이것은 근로자의 작업 외 강도를 

여주고 생산성에서도 약 24 억원의 생산성 

증 를 하게 되었다.  

Table 9.  The change of the operating rate

구 분 개선 개선후
가동률

향상(%)

생산성향상

년/만원

가동율
가동손실 

16.7%

가동손실 

4.2%
12.4  240,000

3) 경제  상효과

  5개의 장갑공장에 약 1,000 의 기계에 용

한 결과 인력 체효과, 인건비 감효과  환

경개선 효과를 상하 고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10은 체 인 경제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0. Economical effect of five factories

구    분 개 발 개 발 후 비    고

인력

체효과
    40 (명) 31  (명) 인력감축 9명 

 인건비 

감

 480 

(백만원/년)

375 

(백만원/년)

105 

(백만원/년)

수입

체
(백만원/년) (백만원/년)

장비의 국산화 

등 성과

 환경

비용감소

16.1

 (백만원/년)

5 

(백만원/년)

11.1 

(백만원/년)

생

산

성

향

상

품질

향상
- (백만원/년)  (백만원/년) 품질향상 효과

원가

감 

3,250

 (백만원/년)

850 

(백만원/년)

2,400 

(백만원/년) 

소 계
3,746.1

 (백만원/년)

1,230 

(백만원/년)

2,516.1 

(백만원/년)

4. 결 론

  장갑을 포함한 직조 장의 내부 분진 발생

은 정 기에 의하여 발생이 진되고 정 기

는 내부의 습도에 반비례하며 일반 으로 방

사나 필라멘트 모두 최 습도는 65～75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에서는 많은 직조기계가 가동

됨에 따라 기계 열이 발생하고 따라서 건조해

지게 된다. 장의 습도는 보통 40 % 내외로 

측정되어 정 습도를 유지하기 해 약 30 %

의 습도를 상승시켜야 정 기가 어들고 분

진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젯 노즐(4)를 개발하여 

10 µm내외의 미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분무

기를 개발하 고, 개발한 에어젯 노즐을 장

에 설비한 결과 분진은 환경기 치보다 크게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5개 장갑공

장에 설비된 1,000 의 기계에 용한 결과 년

간 약 25억원의 생산성 증   가동률 향상

의 결과가 상되었다.  

후 기

 이 논문은 소기업 생산 환경 신기술개발

사업 지원 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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