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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vent increasing instances of heat-related illnesses due to heat waves generated by climate change, a customized thermal 
environment index should be developed for outdoor workers. In this study, we conducted sensitivity analysis of the Masan 
harbor during a heat wave period (August 9th to 15th, 2013) using the MENEX model with metabolic rate and 
clothing-insulation data, in order to obtain realistic information about the thermal environment. This study shows that accurate 
input data are essential to gather information for thermophysiological indices (PST, DhR, and OhR). PST is sensitive to 
clothing insulation as a function of clothing. OhR is more sensitive to clothing insulation during the day and to the metabolic 
rate at night. From these results, it appears that when exposed to high-temperature thermal environments in summer, wearing 
highly insulated clothing and getting enough rest (to lower the metabolic rate) can aid in preventing heat-related illnesses. 
Moreover, in the case of high-intensity harbor work, quantification of allowed working time (OhR) during heat waves is 
significant for human health sciences. 

Key words :  Clothing insulation, Harbor workers, Heat stress, Heat wave, MENEX, Metabolic Rate,  Thermophys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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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인명 및 재산상

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극한기상현상(폭염, 한파, 
홍수, 태풍 등) 중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부분을 차지

하였다(CRED, 2015).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향후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 발생빈도의 

증가 및 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IPCC, 2014). 폭염 발생 시 고온 환경 노출에 따라 온열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 발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옥외근로현장에서는 폭염 기간 중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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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온환경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Xiang et al., 2014).
일반적으로 열 스트레스(heat stress)는 인체 체온조

절중추에 의해 조절되는 체온조절 기능을 잃게 하여 온

열질환의 발병 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열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다양한 열지수를 개발하여 활용

하고 있다. 열지수들은 기상요소만을 고려한 직접 지수

(direct index)로써 다양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신

체열수지를 고려한 간접 지수(indirect index)로 구분된

다. 대표적인 직접지수인 WBGT 지수(Wet-Bulb Globe 
Temperature Index, ISO 7243(1989))는 미국 군부대

에서 군사훈련 시 열 관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하

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열스트레스 지수로 사용되고 있

다(Yaglou and Minard, 1957). 또한 다양한 열지수 HI 
(heat index; Weisskopf et al., 2002), AT(apparent 
temperature; Smoyer et al., 2000), Humindex(Conti 
et al., 2005) 등과 건강(특히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Park et 
al.(2008)은 열지수인 HI를 이용하여 한국형 폭염특보기

준에 대한 일최고기온과 열지수의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Choi et al.(2005)은 HI지수를 이용하여 높

은 체감온도가 서울의 여름철 질병 사망자 증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간접지수는 생리학적 반응 및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신체열수지방정식을 통해 산정되는 

지수이다. 대표적으로 PMV (predicted mean vote)는 

인체의 온열감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Matzarakis 
and Mayer(1997)는 그리스지역을 대상으로 열스트레

스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PMV는 주로 실내 열환경 평가

지표로, 독일기상청에서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열

수지 예보모델(Klima-Michel model)을 개발하여 

perceived temperature (PT)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Blazejczyk(2011)은 PST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와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를 이용하여 폴란드지역의 생기후를 평가하였다. 
Lee et al.(2010)은 인체열수지를 기본으로 인지온도를 

이용한 여름철 폭염 스트레스와 초과사망률에 대한 연구

를 제시하였다. Kim et al.(2014)은 신체열수지를 고려

한 작업체감온도(PST)와 신체열스트레스(physiological 
strain; PhS)와 함께 직접 지수(열지수(HI), WBGT 지

수)를 활용하여 사례기간의 열쾌적성 비교평가를 수행하

였다.
간접지수에서 사용되는 신체열수지와 관련된 주요 요

소는 기온, 복사온도, 습도, 바람, 신진대사, 착의(의류

절연, 투수성)이며(Fanger, 1970), 이 중 작업강도를 나

타내는 신진대사율과 작업복 특성을 반영하는 의류절연

은 중요한 입력변수로 적용된다(Epstein and Moran, 
2006). 이 변수들은 작업특성을 반영한 입력값이 요구되

며 최종적으로 열환경지수 산정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

한 중요 입력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작업자에 최적화된 항만열환경정

보를 제공하고자 항만현장조사를 통해 산정된 신진대사

율과 의류절연 개선입력자료의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된 

항만열환경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신체열수지 방

정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생명기상모델 MENEX (man 
environment exchange model; Blazejczyk, 2005)모델

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 입력변수(신진대사율, 의류절연)
별 열환경지수 민감도 실험을 수행/분석하여 각 입력자

료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개선된 두 입력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열환경지수 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

다. 민감도 분석시, 항만작업 중 고강도작업인 선내작업

을 가정하고, 열환경지수는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PST, 단위: ), dehydration risk (DhR, 
단위:g/h), 그리고 over-heating risk (OhR, 단위:분)를 

중심으로 평가/분석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대상지역과 기상학적 특성

대표적인 재래항만인 마산항은 지리적으로 무학산

(761.4 m), 대곡산(516.8 m)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내륙 깊숙이 형성된 진해만

에 위치해 있는 폐쇄형 항만이다(Fig. 1).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 항만시설을 갖추고 

일본, 중국, 홍콩, 마닐라, 인도 등 환태평양과 동남아시

아권의 중심교역항이다(http://www.mspilot.co.kr/). 
2013년 대상 폭염발생일(기상청 기준,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8월 10~12일, 14일(4일 동안)을 포함한 

2013년 8월 9~15일까지인 7일간을 대상 사례일로 선정

하였다. 사례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30.0 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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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ography for Masan Port, Masan Tide Station and Changwon meteorological site.

내었으며, 평균풍속은 2.8 ms-1, 상대습도는 69%였다. 
특징적으로 운량이 4미만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이는 

기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8월 11일의 경우 38.11 최고기온을 기록하였다. 

2.2. MENEX 모델 개요 및 항만열환경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MENEX 모델은 사람과 주위의 

열환경을 다루는 생명기상모델로 생기후, 열생리학, 도
시계획 등에 응용할 수 있으며, 주위 환경에 대한 신체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Blazejczyk, 2002). MENEX모델은 신체가 

온열환경에 노출되어 적응하기 전과 후의 열수지방정식

(Eq. 1과 Eq. 2)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적응

이란, 신체가 외기에 노출되어 초기 피부온도가 새로운 

피부온도로 변하는 시점을 말한다. 

                             (Eq. 1)
                     (Eq. 2)

여기서 은 신진대사, 는 사람의 복사평형, 는 증

발로 인한 열손실, 는 대류로 인한 열교환, 는 호

흡으로 인한 열손실, 는 축열을 나타내며, 모든 항들의 

단위는 Wm-2이다. Eq. 1과 Eq. 2는 각각 신체가 주위환

경에 적응 전과 후를 각각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열지

수를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NEX 모델에서 산출되는 지수 중 

PST, DhR, OhR을 중심으로 입력파라미터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수는 Blazejczyk(2005)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ST는 작업체감온도로 사람이 주위환경에 대해 적

응 후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며, 신체가 실외에서 

15 ~ 20분 정도의 적응과정을 통해 초기 피부온도로부

터 새로운 피부온도로 변환된 후 사람이 인지하는 열 상

태를 말한다. 아래와 같이 인체가 외부에 에너지를 빼앗

기는 경우( < 0)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경우

( > 0)로 계산된다(Eq. 3과 E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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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 4)

여기서, 는 의복에 따른 내부 평균복사온도, 
는 신체로부터의 방출률계수, 는 스테판-볼츠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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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다. 
두번째 지수인 DhR은 탈수위험도로 신체의 수분손실

(Water loss)양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피부를 통해 땀이 

되는 물의 양을 의미한다(Eq. 5).
 
 ∙∙∙

∙∙     (Eq. 5)
here, 

    ∙


∙


∙

    ∙

    ∙∙∙
               ∙∙

∙∙′ ∙
  ′′

여기서, 는 증발열전달계수, 는 피부습윤계수, 
는 피부에 따른 기화열 전달계수, 은 신진대사, 는 기

온, 는 수증기압, 는 최종피부온도, 는 기압, 은 

의류절연, 는 풍속, ′는 사람의 운동속도, 는 대류와 

복사열 전달계수, ′는 의복에 의한 열전달 계수를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OhR은 연속작업허용시간으로 고온열환

경에서 열 관련 증상(열사병 등)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

간을 의미하며, Eq. 6과 같다. 

  ∙∙  
     ∙  ≥ 

     (Eq. 6)

여기서 와 은 축열을 의미한다(Eq. 1과 Eq. 2참
조). 

2.3. MENEX 모델 입력자료

MENEX 모델의 입력자료는 크게 기상 자료와 생리

학적 자료로 나뉠 수 있다. 기상학적 자료에는 기온, 풍
속, 수증기압, 상대습도, 운량, 기압, 태양고도, 지표온도, 
태양복사 값 등이 있으며, 생리학적 자료에는 신진대사, 
평균피부온도, 피부습윤도, 의류절연도, 의복반사도, 사
람의 행동속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상자료는 마산조위관측소의 기

온, 풍속, 기압 자료와 함께 마산항과 인접해 있는 창원 

종관기상관측소(기상청 155지점)의 습도와 운량 자료를 

활용하였다(Fig. 1 참조). 여기서 마산조위관측소의 경

우, 기상관측소지점 시간해상도를 고려하여 매분 단위 

자료를 매시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시간가중치를 적용한 신진대사율은 Eq. 7와 같이 ISO 

8996(2004) 기준을 이용하여 선내작업의 신진대사율 

410 W/m²(Busan Regional Office Meteorology, 
2014)과 휴식 시 신진대사율(55 W/m²)에 시간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    

  (Eq. 7)
          

여기서 시간가중치는 현장조사의 작업스케줄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일중 작업시간 중 작업시간(working 
time)은 780분 이었으며 휴식시간(resting time)은 120
분, 전체작업시간은 900분으로 조사되었다. Eq. 7을 통

해 시간가중치 적용 후 신진대사율은 363 W/m²로 약 

10% 감소하였다. 
의류절연 또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업복의 의류절

연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Blazejczyk, 
2011; Kim et al., 2014)에서는 의류절연을 기온의 함수

로 기본 의류절연도인 0.6 clo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항만근로자의 실제 작업복의 의류절연 0.83 clo   
(Hwang et al., 2016)으로 개선하여 열환경지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신진대사율 민감도 분석 

신진대사율 개선에 따른 열환경지수 변화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MENEX 모델링 민감도 실험을 수행

하였다. 여기서 고강도작업에 해당하는 선내작업을 대상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입력된 신진대사율은 각각 

410 W/m² (개선 전), 363 W/m² (개선 후)이다. 
Fig. 2는 폭염사례기간 동안 신진대사율 개선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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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ime series of sensitive of metabolic rate about heat indices (PST, DhR, OhR). 

열환경지수 PST, DhR, OhR의 시간별 변화이다. 이와 

함께 일최고 열환경지수의 정량적인 변화를 Table 1에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개선 전의 PST는 기온변화와 유

사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기온이 가장 높았던 8월 

11일 최대 63.5 을 나타내었다. 개선 후 PST의 일변동

은 유사하였으며 정량적인 변화도 미비하였다. 구체적으

로 주간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극한더움(sweltering)

단계를, 야간은 더움(hot) 또는 조금더움(warm) 단계를 

나타냈다. 신진대사율 개선에 따라 일최대평균값은 약 

1 미만(약 1.6%)의 변화를 보여 정량적으로 최대값 변

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험단계는 극한더움에서 

아주더움(very hot)으로 단계적 변화(약 5%)는 확인되

었다. 
한편 탈수와 관련된 DhR은 신진대사율 변화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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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Default
(410 W/m2)

Improvement
(363 W/m2) Difference (%)

PST ( ) 59.8 58.9 -0.9 (-1.6)

DhR (g/h) 925.1 859.0 -66.1 (-7.2)

 OhR (min) 19.4 23.2 +3.8 (+19.7)

Table 1. Variation of heat indices (PST, DhR, OhR) according to parameter improvement of metabolic rate

Index Default
(0.6 clo)

Improvement
(0.8 clo) Difference (%)

PST ( ) 59.8 48.8 -11.0 (-18.4)

DhR (g/h) 925.1 860.2 -64.9 (-7.0)

 OhR (min) 19.4 25.0 +5.6 (+28.6)

Table 2. Variation of heat indices (PST, DhR, OhR) according to parameter improvement of clothing insulation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전 주간에는 800 
g/h이상으로 주의(warning) 단계가 나타났으며, 기온이 

가장 높았던 8월 11일에는 위험(hazard) 단계까지 상승

하기도 하였다. 신진대사율 개선 후, 평균적으로 일최대

평균 925.1 g/h 에서 859.0 g/h로 기존대비 7.2% 감소

하였다. 위험단계를 살펴보면, 주의단계가 43시간이 24
시간으로 12% 감소하였으나 일최대위험단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속작업가능시간을 나타내는 OhR의 경

우, 전반적으로 주간보다는 야간시간대의 허용작업시간

이 길게 나타나 기온분포와는 역상관을 나타내었다. 사
례기간동안 주간은 30분 이내의 작업시간이 권장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진대사율 감소에 따라 주간동안(최저)
작업허용시간이 기존 19.4분에서 23.2분으로 약 4분 증

가가 나타나 신진대사율에 따라 OhR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 의류절연 민감도 분석

의류절연 민감도 분석은 현실적인 작업복 고려에 따

른 열환경 정보 개선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작업복 개

선(의류의 특성, 복장의 종류 및 착용 유무) 효과를 추정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절연값이 각

각 0.6 clo (개선 전)와 0.83 clo (개선 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Fig. 3은 폭염기간 동안의 의류절연 개선 전

/후의 시간별 열환경지수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Table 

2는 일최고 지수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

였다. 
의류절연도 증가에 따라 PST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특징적으로 PST는 아주더움 ~ 조금더움 단계로 전

체적으로 개선 후 위험단계가 한 단계씩 하향평가 되었

다. 이는 신진대사율의 변화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착의 특성이 작업체감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최고평균 

59.8 에서 48.8 로 약 11 감소(기존대비 -18.4%)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사례기간 중 약 30% 이상을 차

지하던 극한더움 단계의 일최고 PST값들이 개선 후 모

두 아주더움 단계로 하향되었다. 
DhR의 경우 일최고 DhR값이 1400 ~ 1500 LST 에 

집중되었다. 기존 925.1 g/h에서 개선 후 860.2 g/h 로 

약 7.0% 감소하였며, 신진대사율 개선 전/후의 DhR 개
선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탈수위험단계의 경우 주의

단계가 43시간(26%)에서 27시간(16%)로 감소하였으

나, 8월 11일 사례는 위험(hazard)단계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OhR은 개선 전/후 모두 짧은 작업시간(주간, 30 

분 미만)을 가지고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개선 전/후 주간 (최소)작업가능시간이 각각 

19.4분에서 25분으로 약 5분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이처럼 주간의 경우 의류절연도를 개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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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ime series of sensitive of clothing insulation about heat indices (PST, DhR, OhR). 

OhR에 대한 개선 효과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4. 고 찰

Inoue and Kondo(2013)와 Watkins(1984)에 의하

면 신체가 열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체내의 화학작용에 

의해 열을 생산하는 방법과 환경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흡

수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신체로 

하여금 열평형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열원은 바로 신진

대사이다. 여기서 신진대사라는 개념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반응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고온열환경에서의 고강도 운동, 다시 말해 

신진대사율이 높은 작업을 할수록 근육의 사용으로 불가

피한 대사 증가가 발생하고 열에너지가 생성됨으로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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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Default* Improvement** Difference (%)

PST ( ) 59.8 47.7 -12.1 (-20.3)

DhR (g/h) 925.1 795.4 -129.7 (-14.1)

 OhR (min) 19.4 30.5 +11.1 (+57.0)

*: applying default input parameters (metabolic rate: 410 W/m2 and clothing insulation: 0.6 clo)
**: applying improvement input parameters (metabolic rate: 363 W/m2 and clothing insulation: 0.83 clo)

Table 3. Variation of heat indices (PST, DhR, OhR) according to parameter improvement of metabolic rate and clothing 
insulation 

이 상승된다. 이때 체열을 빼앗아가는 땀은 체온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땀으로 인한 탈수 수준

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인 환경으로

부터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신체는 복사, 전도, 대
류를 통하여 열을 흡수할 수 있는데, 특히 여름철 고온열

환경 하 직달일사에 인체가 노출된다. 따라서 의류절연

도가 뛰어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여름철 실외 태양복

사에너지로 인한 체온상승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게 작

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MENEX 모델의 민감도실험 결과, PST

는 신진대사율보다 의류절연에 더욱 민감하였다. 신진대

사율이 약 10% 감소에 따라 PST는 약 1 미만의 변화

에 그친 반면, 의류절연의 변화(0.2 clo 증가)에 따라 약 

11 감소를 보였다. 이는 PST는 본 모델에서 의류-피부

내 평균복사온도(inner mean radiant temperature under 
clothing, iMRT)와 적응 후 축열(net heat storage, SR)
의 함수로 정의되어(Eq. 3과 Eq. 4 참조), 의류절연 증가

에 따라 의류-피부내 평균복사온도의 감소와 이에 유도

된 축열의 감소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PST가 감소한 것

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고온노출이 빈번한 작업자의 

경우, 작업복 특성(의류절연)이 체감온도 감소에 중요함

을 민감도 실험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한편 DhR은 두 입력변수(신진대사율, 의류절연)에 

모두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신진대사율과 의류절연에 

따라 각각 약 65 g/h (약 7%) 이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DhR이 신진대사율에 직접적으로 의존함과 더불어 

의류절연에 의존하는 증발열전달계수(coefficient of 
evaporative heat transfer)와 기화열 전달감소계수

(coefficient reducing evaporative heat transfer due to 

clothing)의 함수로 입력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Eq. 5 참조). 
마지막으로 피부적응 전과 후의 축열의 비로 얻어지

는 OhR의 경우 민감도 분석결과, 주야간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주간에는 의류

절연에 따라 작업시간이 19분에서 25분으로 6분 증가한 

반면, 야간에는 신진대사율의 변화에 따라 약 15분 증가

하였다. 야간보다 주간에 의류절연의 증가에 따라 작업

시간이 증가하는 이유는 높은 절연의복을 착용할수록 축

열이 감소하여 OhR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Eq. 6 
참조). 야간의 경우, OhR은 태양단파복사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신진대사율 증가에 따른 체온증가가 유도되어 

신진대사율 변화에 민감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폭염기간에는 주간의 착의 특성이, 야간에는 

작업강도가 작업시간에 결정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직달일사 하 고강도 작

업이 이루어지는 항만작업의 경우, 폭염기간에 정량적 

작업허용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보건의학적으로 큰 의의

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신진대사율과 의류절연을 모두 고

려한 열환경지수를 산정한 결과, Table 3 과 Fig. 4와 같

이 PST, DhR, OhR은 각각 기존대비 약 20%, 14%, 
57% 씩 감소하였으며, PST의 경우, 기존 sweltering단
계에 머물렀던 52시간(31%)이 개선 후 모두 very hot단
계로 나타남으로써 전체적 위험 단계의 하향이 나타났다. 
OhR의 경우 30분 미만 작업허용 단계가 개선 전 74시간

(44%)에서 개선 후 3시간(2%)으로 작업제한이 감소하

였다. 70분 이상 단계의 경우 개선 후 62시간(37%)을 나

타내었다. 기본값(개선 전)을 적용한 Kim et al.(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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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equency of particular assessment classes of each indices (PST, DhR, OhR). 
                     *Def. : applying default input parameters (metabolic rate: 410 W/m2 and clothing insulation: 0.6 clo) 
                     **Imp. : applying improvement input parameters (metabolic rate: 410 W/m2  and clothing insulation: 0.83 clo) 

연구와 비교해보면, 각 지수별 위험단계 및 정량적 지수

값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항만작업환경이 고려되지 못함

에 따라 각 지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델의 기본값만으로는 항만열환경을 충분히 설명

하는데 한계를 가짐을 의미하며 정확한 입력자료의 구성

이 현실적 열환경지수 정보제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최

적화된 항만열환경지수 제공은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보

건기상정보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항만열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항만근로자들의 작업환경(신진대사율, 의류절연) 
적용에 따른 항만열환경지수(PST, DhR, OhR)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항만열환경지수를 산정하였

다. MENEX 생명기상모델을 이용하여 신진대사율(약 

10% 감소), 의류절연(0.8 clo)를 적용하였으며, 폭염기

간(2013년 8월 9 ~ 15일)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민감도 실험 결과, PST는 의류절연에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온열환경 노출시 작업복특성(의류절연)
이 작업자의 체감온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

가되었다. 한편 탈수지수인 DhR은 신진대사율과 의류절

연의 두 입력변수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속작업허용시간 OhR의 경우, 폭염기간에는 주간의 착

의특성이, 야간에는 작업강도가 작업시간에 결정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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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감도분석을 통해 

작업복 특성 및 작업휴식시간 조절에 따른 신진대사율이 

보건학적으로 작업자의 건강 및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타산업분야에 작업환경 관리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항만작업자 대상 항만열환경지

수를 산정하였으며, 이후 시범운영기간 동안 작업현장 

적용을 통한 지수의 보완/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 마련에 활용가능 할 것

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옥외근로자들 대상 

열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연구로 활용되어 근로자들

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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