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293

● 요   약 ●  

본 연구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작업복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문제점, 작업복에서 요구

되는 기능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업에 적합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작업복 개발에 필

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어업인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업인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이 약 85%이며, 근무경

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많았다. 작업복은 상하 분리형을 좋아하며, 방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착용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는 땀투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선호하는 색상은 

무채색이 가장 많고 상하 분리형 스타일과 지퍼 여밈을 좋아하였다. 연령에 따라 작업복 구입 시 고려사항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30대 이하와 40대는 활동성을, 50대는 내구성을, 60대는 방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연령에 따른 작업복 만족도는 활동성, 압박감, 탈착성, 맞음새, 두께감, 기능성, 보온성, 옷의 무

게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어업용 작업복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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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총면적은 43만 8000km2로 육지 면적의 4.5배에 이른다[1]. 총연장 

11,542km의 해안선과 3,300여 개의 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바다를 

터전으로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업자와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3]. 

작업복은 다양한 작업 노동을 할 때 입는 옷으로[4], 작업 능률향상과 

안전에 대한 신체 보호, 소속감, 쾌적성, 경제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에 적합한 기능복 개발을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작업복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문제점, 작업복에

서 요구되는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어업에 

적합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인 작업복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Study Method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어업인의 작업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선호도, 동작 적합성 등을 

알아보고자 한 설문지는 착용실태 26문항, 동작적합성 12문항, 맞음새 

적합성 14문항, 선호도 및 고려사항 8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9문항 

등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Subjects and method

연구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설문조사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142부를 무작위로 배포한 

후 수집된 12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Data analysis

자료 분석에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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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본 연구에 참여한 어업인은 50대가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25.8%), 40대(23.4%), 70대(7.3%), 30대(5.6%), 20대(4.0%)

의 순이었다. 남성이 84.7%, 여성이 15.3%였으며,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종사하는 어업의 종류는 

양식업과 포획채취어업이 51.6%와 48.4%로 비슷하였다. 비만도를 

분석한 결과, 비만군이 60명(48.4%)으로 나타났고 과체중이 32명

(25.8%), 정상군이 32명(25.8%)로 분석되었다. 어업활동은 대부분 

전남의 신안 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작업복 착용실태를 살펴보면, 상하 분리형을 착용하는 경우

가 84명(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화 바지를 착용하는 

경우가 24명(19.4%), 상하 일체형을 착용하는 경우가 13명(10.5%)

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복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시장이 93명(75.0%)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터넷 구매가 27명(21.8%)으로 나타났다. 

작업복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 시 착용하므로 방수성

이 45명(36.3%)으로 옷이 젖지 않도록 하는 방수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작업복에서는 활동성(31.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안전/보호성(34.7%), 보온성(13.7%)의 순이었다. 작업복

의 착용 이유로는 첫 번째가 ‘물에 의해 옷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62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 35명(28.2%),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24명

(19.4%)으로 분석되었다. 

착용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땀투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으나 보통을 제외하면 

‘나쁘다’의 비율이 높았고 땀투과성의 경우에는 ‘나쁘다’가 가장 

많았다. 동작 시 불편 정도도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엉덩이, 허벅지부위

가 당기고, 쪼그려 앉을 때는 엉덩이, 밑위, 무릎이 당긴다고 하였다.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은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지 않고 통풍이나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며, 옷이 잘 찢어지고 세탁 후에 오염제거가 

잘 되지 않으며 봉제선이 잘 뜯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작업복 선호도에 대해서는 색상은 무채색을 선호하고(40.3%), 

스타일은 상하가 분리된 형태를 선호하며(69.4%), 여밈은 지퍼를 

선호하였다(65.3%). 소재 특성 중에서는 방수성(47.6%)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였으며, 가격대는 30,000원에서 49,900원(50.8%)을 선

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 작업복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30대 이하(50.0%)와 40대(4.8%)의 

경우 활동성을, 50대는 내구성(40.5%)을, 60대는 방수성(51.2%)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연령에 따른 작업복 만족도를 살펴보면, 

활동성, 압박감, 탈착성, 맞음새, 두께감, 기능성, 보온성, 옷의 무게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어업인의 기능적인 작업복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선행연구로, 어업인 작업복에 관한 착용실태 및 선호도, 

동작 시 불편사항,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남 신안 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어업용 

작업복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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