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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체인톱에 의한 산림작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산림작업복 하의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업복 17개 

부위의 수축률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품목 및 반복세탁횟수에 따른 산림작업복의 하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반복세탁

을 통한 산림작업복의 사용권장 기간을 제시하였다. 산림작업복 하의 4개 품목의 반복세탁에 따른 수축률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세탁 20회에서 수축률 기준인 6%가 초과되는 부위가 1개소씩 발생하였으며, 가로방향 측정부위가 세로방향 측정

부위보다 더 크게 수축되었다. 또한 산림작업복 하의 수축률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반복세탁횟수(p<0.05)와 측정부위

(p<0.05)로 나타났으며, 측정부위별 수축율에 있어서 총 5개 부위(a, b, g, j, n)가 반복세탁횟수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p<0.05)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작업복 하의의 사용 권장기간은 10개월 정도로 판단되며, 추후 반복세탁횟수와 측정부위

와의 관계를 상세 분석하여 산림작업복 하의의 내구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Abstract: In order to reduce the safety risk of forestry operation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chainsaw protective pants after repeated laundering, testing four different products that are currently used 
in hand-held chainsaw operations. Laundering was repeated 10, 20, 30, 40, and 50 times. After washing, we measured 
the shrinkage ratio of 17 measurement positions mostly affecting the safety of forest operations and suggested the 
expected safety life cycle of chainsaw protective clothe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products have only 
one measurement position where the standard shrinkage ratio (<6%) was exceeded after 20 washings, and that the 
lateral direction of measurement positions shrank more than the vertical one. The numbers of repeated launderings 
and measurement position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shrinkage ratio (p<0.05). In the 
shrinkage rates for 17 measurement position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ive of the measurement 
positions (a, b, g, j, and n) and the number of repeated launderings (p<0.05).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about 
10 months would be suitable for an adequate safety lifetime for chainsaw protective pa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peated launderings and the measurement positions will be further analyzed in detail to examine the 
durability of chainsaw protective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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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산림작업은 실내에서 시행되는 제조업과 같은 산업과는 

달리, 옥외에서 시행되는 작업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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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굴곡이 심한 험준한 산지지형에서는 산림작업이 매우 

어렵고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산림작업은 중량

물인 임목을 다루는 중노동으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심각한 직업병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작업마

다 발생되는 극단적인 신체적 부담은 작업자에게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임업노동은 다른 분야의 노동에 비하여 

훨씬 안전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2001; 

Kim et al., 2014). 실제로 전체 산업 재해율(4.84‰)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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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임업재해율은 13.58‰로 광업(169.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재해율을 나타냈다(KOS&HA, 2018). 

임업재해 중 40∼50% 가 체인톱에 의하여 직⋅간접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으며(Albizu et al., 2010; 

Axelsson, 1998; Peters, 1991; Jeong et al., 2017; Nieuwenhuis 

and Lyons, 2002; Neely and Wilhelmson, 2006; Shaffer 

and Milburn, 1999), 그 중에서도 하체부위(다리, 발 등)

의 재해가 국내 45%, 국외 53%로 가장 많은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Bentley et al., 2002; Jeong et al., 2017).

오스트리아에서는 1985년 개인안전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중 절단보호용 하의의 의무도입으로 

인하여 10년 간 하체부의의 사고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

으며, 특히 2008년에는 다리와 발 부위의 체인톱 사고는 전

혀 발생하지 않아 작업자의 하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

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Tsioras et al., 2014).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MOE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제32조 보호구

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는 산림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구의 언급이 없으며,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

험 방지 조항에서도 보호구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

다. 또한 ｢벌목표준 안전작업지침｣(MOEL, 2015)에서도 

안전모, 안전화, 호루라기 등의 보호구만 제시되어있으

며, 체인톱 작업 시 에는 방진용 장갑과 귀마개 등의 사

용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고시

(2018)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에서는 산림작업 

안전모, 산림작업복 상/하의 및 덧바지, 산림작업 안전화, 

산림작업 안전장갑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체인톱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작

업복 하의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은 치수변화, 기계톱 절

단저항력, 보호용 소재의 부착강도 등으로 규정되어 있

으나, 작업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 권장기간 

등에 대한 기준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세탁에 따른 의복 및 소재의 내구성에 관

한 연구는 수축률과 전단·인장 변형에 대하여만 분석되

어졌다(Kwon et al., 1999; Lee et al., 1999; Hwang and 

Chung, 2017; Lee and Lee, 2017). Arteau et al.(1996)은 

산림작업복 하의에 체인톱 보호패드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를 세가지로 정의하였으며, 특히 산림작업복 하의의 

내구성 관한 연구는 Sullman(1999)은 산림작업을 6개월 

실시한 절단방지용 하의를 대상으로 절단시험을 실시하

였으며, Klaiber(2014)은 반복세탁 후 절단방지용 하의의 

보호패드의 변화에 대하여 절단강도를 측정하여 사용기

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인톱에 의한 산림작업 안전사고의 

저감을 위하여 국내 산림작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림작업복 하의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의 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복 부위 17개소의 수축률을 측정

하여 품목 및 반복세탁횟수에 따른 산림작업복의 적합성

을 검토하고 반복세탁을 통한 산림작업복의 사용권장 기

간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체인톱 작업에서 사용되는 산림작업 개인

안전보호장비 중 하나인 산림작업복 하의 4개 품목(국산 

3품목, 수입 1품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산림작업복 하의의 대부분 겉감은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소재이며, 체인톱 보호영역인 안감의 경우 나일론사(Nylon)

로 되어있다. 

2. 세탁 조건 

세탁은 ISO 표준 세탁기(Wascator FOM 71 CLS)를 이

용하여 표준코스(세탁온도60℃, 헹굼 4회)(Figure 1)로 세

탁하였으며, 세제는 IEC세제(KS C IEC 60456)를 20g/회 

씩 사용하였다. 건조는 24시간동안 자연건조 하였다. 반복

세탁 횟수는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씩 실시하였다.

3. 수축률 시험

세탁에 따른 내구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탁 전·

후의 길이를 측정하여, KS K 0465에 의거 다음 식(1)에 

의해 수축률을 산출하였으며, 수축률 측정 부위는 ｢임업기

계장비 품질인증 규정｣(Korea Forest Service Notification, 

2018)에 의거하여 Figure 2와 같이 산림작업복 하의 17개 

Figure 1. Division of the wash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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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hrinkage measurement positions of chainsaw protective pants.

Position Detail

a The front of the pants. Vertical length from seam at the bottom of the waistband to seam at the bottom of the pants. (Measure 
at 1/2 point of width)

b The back of the pants. Vertical length from seam at the bottom of the waistband to seam at the bottom of the pants. (Measure 
at 1/2 point of width)

c Vertical length from the area where the crotch seam meets to the lower end of the inner part of the pant.

d Waist width based on the seam at the bottom of the pants waistband. (Width of the waist)

e The length of the bottom of the pants from the left end to the right end of the pants. (The width of the bottom of the pants)

f The width from the left end to the right end of the 1/2 point of the measurement position c.

g The width from the beginning of the left seam to the right end to be horizontal at the point where the crotch seam meets.

h Vertical length from top edge to bottom edge of protective pad. (Measure at 1/2 point of width)

i Width from the left seam to the right seam at the top of the protective pad.

j Width from the left seam to the right seam at the bottom of the protective pad.

k Width of the protective pad at 200mm above the crotch of the left leg

l Width of the protective pad at 200mm below the crotch of the left leg

m Left leg. Distance from the lower end of the rear part to the bottom of the protective pad. (Measure at 1/2 point of width)

n Rear part of left leg. Width of the bottom part of the protective pad.

o Rear part of right leg. Width of the protective pad at 50mm below the crotch.

p Rear part of right leg. Distance from bottom end to bottom of protective pad. (Measure at 1/2 point of width)

q Rear part of right leg. Horizontal width of the lower part of protective pad.

Table 1. Shrinkage measurement positions of chainsaw protective pants.

부위를 대상으로 부위별 3회씩 반복 측정하였다(Table 1). 

수축률 시험 통과 기준은 KS K ISO 11393-2에 의한 수

축률 6% 미만으로 하였다. 품목별, 반복세탁횟수별 및 

측정부위별의 수축률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수축률  
′

×  (1)

L : 세탁 전 측정값의 평균

L' : 세탁 후 측정값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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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 Shrinkage rate of four different products with repeated laundry counts. 

 

결과 및 고찰

1. 산림작업복 하의 수축률 변화 특성

산림작업복 하의의 수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

한 산림작업복 하의 품목 4종에 따른 수축률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품목별로 전체적인 수축률의 평균은 품목 A 

–3.67% (표준편차 ±3.9), 품목 B –7.10%(표준편차 ±10.5), 

품목 C –4.60%(표준편차 ±14.2), 품목 D –4.74%(표준편차 

±7.3)로 나타났다.

품목 A의 경우 e부위가 세탁횟수에 따른 수축률이 –1.82∼ 
–4.18%로 가장 변화율(–2.36%)이 적었으며, m부위가 –0.71∼ 
–25.00%로 변화율(–24.2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품목 

B는 c부위의 세탁횟수에 따른 수축률이 –1.58∼–5.18%

로 변화율(–3.61%)이 적었으며, o부위가 17.86~–23.08%

로 변화율이 –40.9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품목 C의 

측정부위별 세탁횟수에 따른 변화율은 e부위가 –3.69% 

(–2.29∼–5.98%)로 가장 적었으며, p부위가 –87.61% (72.22∼ 
–15.38%)로 가장 컸다. 품목 D의 경우 a부위의 변화율이 

–0.82% (–0.82∼–1.64%)로 가장 적었으며, p부위가 –60.82% 

(41.38∼–19.4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품목 4종의 수축률 시험 통과기준인 수축률 6% 이상인 

부위의 경우 품목 A가 세탁횟수 20회와 30회에 각 1개 

부위, 세탁횟수 40회에 3개 부위, 세탁 50회에는 1개부위

로 가장 적게 측정되었으며, 품목 B의 경우 세탁횟수 10

회, 20회에 각각 1개 부위씩 발생되었으며, 30회에 6개, 

40회에 4개, 50회에 3개 부위로 나타났다.

품목 C는 세탁횟수 20회에서 처음으로 1개 부위가 발

생하였으며, 30회에 8개, 40회에 14개, 50회에 8개 부위

가 수축률 시험 기준 미달로 확인되었으며, 품목 D는 20

회에서 1개, 30회에 8개, 40회에 3개, 50회에 3개 부위가 

수축률 6% 이상으로 나타났다.

품목의 측정부위 방향에 따라 세로방향(a, b, c, h, m, 

p)과 가로방향(d, e, f, g, i, j, k, l, n, o, q)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면 세로방향의 수축률이 가로방향보다 더 크게 나

타나고 있었다. 이는 산림작업복의 구조가 겉감과 안감

(체인톱 보호영역)이 제봉되어있는 이중구조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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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품목 4종 모두 반복세탁 30회부터 수축률 6% 

이상의 부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탁

횟수 20회까지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나 작업복의 안

전이 보장될 수 있으나 30회 이상일 때는 수축률이 크게 

나타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이것은 독일의 산림작업자들이 산림작업복 하의를 월평

균 2회 세탁을 실시한다는 결과에 의거하면(Klaiber, 2014), 

산림작업복 하의의 사용 권장기간은 10개월 미만으로 사료

된다. 이는 Sullman(1999)의 산림작업복 하의의 6개월간 사

용 후 체인톱 실험을 한 결과에 비교하면 세탁된 품목만 

절단된 결과와 유사하나 이는 연료와 엔진오일에 따른 오염

도 고려한 값으로 추후 연구에는 화학적인 오염에 대한 보

호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산림작업복 하의 수축률 영향인자 특성

산림작업복 하의의 수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품

목, 반복세탁횟수 및 측정부위, 그리고 이들 인자간의 상

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유의수준 5%)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품목의 경우에는 수축률과의 관계는 

없으며(p=0.134), 반복세탁횟수에 의한 수축률의 변화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반복세탁 횟수 각 10회, 20회, 

30회, 40회 및 50회에 따른 수축률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6). 또한 측정부위에 의한 수축률의 변화

도 유의성이 인정되어 17개의 측정부위별 수축률의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p=0.047). 

또한 산림작업복 하의의 품목별, 반복세탁횟수별 및 측

정부위별의 수축률의 교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품목과 

측정부위간의 교호작용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

로 보아 두 요인의 조합이 수축률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18). 

수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복세탁횟수 및 측정부

위에 대해서 인자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의 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Figure 4와 5). Figure 4에 의

하면 반복세탁횟수에 따른 수축률의 변화의 경우,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복세탁횟수 20회에서 30회로 

세탁될 때 수축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40회 및 50회에

서는 오히려 수축률이 감소되는 신장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Lee and Lee(2017)에 의하면 소재의 수축이 세탁 

 

Figur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hrinkage rates and repeated
laundry by the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Figur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hrinkage rates and 
measurement positions by the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Source df SS MS F p-value

Total 512 61915.62

Product (A) 3 486.25 162.09 1.89 .134

Repeated laundry count (B) 4 1300.18 325.05 3.78 .006*

Measuring position (C) 15 2239.48 149.30 1.74 .047*

A × B 12 1036.42 86.37 1.00 .447

A × C 45 6132.86 136.29 1.59 .018*

B × C 60 3204.69 53.41 0.62 .984

A × B × C 180 12235.68 67.98 0.79 .945

Error 192 16513.20 86.01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among products, repeated laundry counts and measurement positions.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8권 제3호 (2019)346 

30회에 크게 변화된다는 결과와 같으며, Roh and Kim 

(2018)의 폴리에스터/스판덱스 편성물의 반복세탁에서 1

회 세탁 후 수축된 편성물이 반복세탁에 따라 신장되는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산림작업복도 

일반직물의 소재에 따라 일정하게 수축될 수도 있으며, 

또한 수축 후 신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5에 의하면 측정부위에 따른 수축률 변화의 경

우,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측정 부위 l과 

n에서 평균 수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두 부위

가 왼쪽다리 체인톱 보호영역의 후면 가로부분으로 전체 

보호영역이 수축되었을 때 앞쪽으로 당겨져 변화가 크게 

나타났거나 애초에 치수가 짧은 부위로 측정자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측정부위 o와 q는 오른쪽다리 체인톱 보호영역의 후

면 가로부분으로 부위의 앞선 측정부위 n 및 l과 마찬가

지로 세탁에 의해 앞쪽으로 수축되어 큰 수축률을 보이

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h부위의 경우 보호영역 전면 

세로 치수로 보호영역의 수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수축률이 적은 측정부위 m과 p의 경우 

양쪽의 보호영역 부분이 아닌 보호복의 겉감과 관련되어 

수축의 영향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부위별 품목과 반복세탁횟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측정부위 17개

소 중에서 품목에 대한 유의성(5%)이 인정된 부위는 a, 

b, c, f, h이며, 세탁횟수에 대해 유의성(5%)이 인정된 부

위는 a, b, g, j, n로 확인되어 각각 5개소가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측정부위별 품목 및 반복세탁에 따른 유의성

이 있는 부위들은 대부분 다리길이 및 바지의 가로 폭 부

위 등 길이가 긴 부위들 위주로 유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n부위를 제외하고서는 KS K ISO 3759에 제시

된 측정기준 7개 부위에 대부분 속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추후 산림작업복 하의의 사용 권장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7개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사용 권장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easuring position Source df SS MS F p-value

a

Total 32 827.90

Product (A) 3 119.58 39.86 14.17 .000*

Repeated laundry count (B) 4 57.57 14.39 5.12 .012*

b

Total 32 380.45

Product (A) 3 30.17 10.06 9.62 .002*

Repeated laundry count (B) 4 25.06 6.26 5.99 .007*

c

Total 32 383.86

Product (A) 3 30.53 10.18 5.23 .015*

Repeated laundry count (B) 4 18.76 4.69 2.41 .107

f

Total 32 585.41

Product (A) 3 51.28 17.09 4.28 .028*

Repeated laundry count (B) 4 34.63 8.66 2.17 .134

g

Total 32 584.75

Product (A) 3 24.61 16.63 2.85 .082

Repeated laundry count (B) 4 66.52 4.44 5.79 .008*

h

Total 32 1565.51

Product (A) 3 283.98 94.66 11.03 .001*

Repeated laundry count (B) 4 105.68 26.42 3.08 .058

j

Total 32 1026.17

Product (A) 3 50.16 16.72 2.93 .077

Repeated laundry count (B) 4 121.55 30.39 5.33 .011*

n

Total 32 7323.45

Product (A) 3 55.15 183.72 1.86 .191

Repeated laundry count (B) 4 1291.79 322.95 3.26 .050*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in shrinkage rate of measurement position with products and repeated laundry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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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체인톱에 의한 산림작업 안전사고의 저감을 

위하여 산림작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림작업복 하의 4

개 품목의 17개소 부위를 대상으로 품목별 및 반복세탁

횟수별에 따른 수축률을 측정하여 산림작업복의 하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반복세탁을 통한 산림작업복의 사용

권장 기간을 제시하였다. 

품목에 따른 산림작업복 하의의 평균수축률의 경우 품

목 A –3.67%, 품목 –7.10%, 품목 C –4.60%, 그리고 품목 

D –4.74%로 나타났으며, 세탁횟수에 따른 수축률 변화

율이 가장 작은 부위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부위들(m, 

o, p)로 나타났으며, 수축률 변화율이 큰 부위는 비교적 

길이가 긴 부위들(a, c, e)로 확인되었다. 반복세탁에 따

른 수축률 결과, 기준 –6%에 미달된 품목은 세탁 20회

에서 발생하였으며, 가로방향 측정부위가 세로방향 측

정부위보다 더 크게 수축되었다. 이를 토대로 산림작업

자의 산림작업복하의 사용 권장기간은 10개월 미만으

로 판단되며, 추후 반복세탁 뿐만 아니라 연로나 엔진오

일 같은 화학적 오염이 보호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산림작업복 하의 수축률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분

산분석 결과, 반복세탁횟수(p<0.05)와 측정부위(p<0.05)

로 나타났으며, 품목별 5개 부위(a, b, c, f, h)와 측정부위

별 5개 부위(a, b, g, j, n)가 반복세탁횟수와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p<0.05) 나타났다. 이들 부위는 n부위를 제외

하고서는 KS K ISO 3759에 제시된 측정기준 7개 부위에 

대부분 속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후 사용권장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 위하여 반복세탁횟수

와 측정부위와의 관계분석을 통한 산림작업복 하의의 내

구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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