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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the work clothes for the employees in the mechatronics industry in South Korea, a 
questionnaire survey on many aspects of the work clothes such as type, color, detailed design and 
function preference of the subject employees has been carried out in the study. The results 
throughout the survey highlighted certain functions such as extensibility, thermal and air perme-
ability of importance for the work clothing performance. To improve the discomfort caused by 
some work motions (i.e. squatting down, ascending/descending the stairs, raising arms), more al-
lowances were given to the measurements (i.e. body rise + 2cm and crotch depth + 1cm for 
squatting down pose; thigh circumference + 1cm and knee circumference + 1cm for ascend-
ing/descending the stairs pose; chest circumference + 5~6cm and jumper length to the level of 
hip circumference line for raising arms pose) for work clothes patternmaking. The evaluation of 
the two types of spring/summer and winter work clothes' clothing comfort and wearer mobility 
suggested certain points to improve the clothing performance (e.g. ventilation slits on the back 
pleats, arm pits and collar band of the spring/summer suit using net material and lining for the 
winter suit using quilted thermal materials) and wearer mobility (e.g. pants hem buckles for the 
easy work motion), which also enabled to fulfill the workers' work clothes desig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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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comfort(의복쾌적성), wearer mobility(의복동작성), work poses(작업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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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작업복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특성과 긴밀

하게 상호 작용하며 작업자의 신체에 착용되어 착용

자의 신체를 보호하며 작업 수행 시 의도하는 일정

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특수 의복에 포함된

다. 따라서 작업복을 개발할 때는 그 작업복을 착용

할 작업환경의 특성과 착용 중 감당해야 할 작업동

작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주어진 작

업환경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복의 기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복제작에 필요한 의복구성 요인의

특성 또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작업복 개발의 요건

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제조 산업에서 작업환경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

반적 환경을 말하는데 대개 작업장 환경의 유해요인

으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유발되며 각종

작업조건은 심리적 측면에서 작업자가 느끼는 만족

도와 안정감에 영향을 주어 재해발생율과 노동생산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1). 작

업환경의 요인은 산업별 작업장 및 공정의 특성에

따라 외부 유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생물학

적 조건을 취급하는 특수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일

반적으로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그리고 작업조건 요인의 4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규모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선박제조

산업과 같은 정밀 기계 부품 및 설비 제조 산업인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철강업체

로부터 공급된 철강 재료의 절삭 및 공작, 마모, 소

성, 가공, 주물, 판금 등의 여러 정밀공정과 조립, 도

장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작업공정에

서는 커터, 용접기, 그라인더 도구와 같은 다양한 기

계의 사용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이므로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작업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기

계, 자동차, 선박, 철도장비의 기계, 엔진 등을 제조

하는 기계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장 특성과 작

업복 착의현황을 연구한 선행연구2)에서는 연구대상

이 된 기계 산업체의 작업장의 온도, 조명, 소음, 작

업장의 조명 등을 포함한 물리적 요인과 유해가스,

유기용제, 중금속분진의 화학적 요인에 대한 근로자

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내 메카트로

닉스 산업 작업현장에서 가장 불만족한 요인으로 작

업장의 온도(공조 냉방 및 난방에서 특히 보온), 소

음, 분진, 진동 요인이 지적되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환경조건의 이상 상태 가능

성이 높은 기계조립 공정이 주가 되는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작업환경을 보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작업

복 및 작업안전용구의 개발 시 보온, 소음, 분진, 진

동 요인을 고려할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작업시간, 작업동작과 보호구착용 현황 등과 같은

작업조건요인을 주요한 작업환경 요인으로 선정하여

메카트로닉스 산업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근로자들은

85.3%에 달하는 760여 명의 근로자가 1일 8~11시간

의 근무시간 동안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출,

퇴근 시간 및 퇴근 이후 귀가 전까지의 여가시간에

도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메카트로닉

스 산업 종사자는 주중의 많은 시간을 작업복을 착

용한 상태로 지내는 것을 볼 때 작업복의 착용 기능

성과 동작적합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작업현장에서는 작업용 안경, 귀마개, 귀덮개, 마스크,

안전모, 장갑, 앞치마, 안전화의 안전용구를 의무적으

로 착용하였으며 이 외에 특별한 작업의 경우나 자

동차 제조 분야에서는 팔토시, 각반, 방진장갑, 대전

방지 작업복, 도장 시 착용하는 보전복, 용접용 앞치

마, 안면보호구, 허리벨트 커버 등과 같이 다양한 용

구를 착용하였다. 따라서 작업복을 개발할 때 작업복

을 착용하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방호하는 기능성과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부

여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용구의 종류와 성능도 함

께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건강은 기업의 발전과 그들이 살아가

는 사회에서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

므로 유해한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으로부터 근로자

들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 대책이 필요하

다. 제조 산업체마다 다양한 유해요인을 통제하여 완

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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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이의 보완책으로 다양한 산업의 작업환

경을 분석하여 보호구와 보호복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3). 본 연구는 경남 국가산업공단에 속한 메

카트로닉스 산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

을 조사하고 선호 작업복 기능성, 작업복 착용 중 작

업동작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봉합강도 및 신도에 대한 실험결과
4)
에

의한 최적의 봉제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조사대상 메

카트로닉스 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작업복

착용 중 작업동작 특성을 분석하여 동작기능성을 개

선할 수 있는 의복구성 요인과 선호디자인 요인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메카트로닉스 산업용 일반

작업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작업복 개

발 요인을 반영한 실험 작업복과 기존의 작업복을

각 의복구성 및 작업복 디자인 관련 전문가 평가단

을 구성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메카트로닉스 산업용 일반 작업복 개발 요인을 제안

하였으며 이는 향후 다른 분야의 작업복 개발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메카

트로닉스 산업용 일반 작업복 착용을 통하여 근로자

들이 대면하는 작업요인의 위험도의 감소와 특수 보

호복 아래에 착용하거나 일상 근무시간을 비롯한 다

양한 활동 중에도 착용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작업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실험 작업복 개발 요인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인 메카트로닉스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일반 작업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5)
에서

경남 국가산업공단 내 메카트로닉스 산업 분야 7 개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팀 관리자를 대상으로 작업분

야, 작업내용, 안전용구를 조사하였다. 작업동작 분석

은 조사대상 7개 기업체 중 1 개 업체(D 메카트로닉

스)를 선정하여 기업체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동작을 비디오 촬영한 후 메카트로닉스 산업 각 작

업분야별 대표 작업자세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기존

작업복 착용 시 동작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2007년 8

월 한 달 동안 상기 7개 메카트로닉스 산업체 소속

작업복 착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된 작업분야, 작

업환경요인 만족도, 작업복 착의실태, 작업복 착의

시 기능성 및 동작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선호 색상

및 디자인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선행연구의 결

과는 최종적으로 메카트로닉스 산업 분야에서 사용

되는 일반 작업복 개발 과정에서 작업복의 종류, 색

상, 세부 디테일의 구성 등의 작업복 개발 요인 선정

에 활용되었다.

2. 메카트로닉스 산업용 작업복 의복구성 최적
봉제조건 결정

조사대상 7개 메카트로닉스 산업체에서 착용하는

기존 일반 작업복 의복구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

개 메카트로닉스 업체의 일반 작업복을 수거하여 의

복의 종류, 세부 구성적 디자인, 사용 원단 및 부자

재, 스티치 및 솔기의 종류와 같은 의복구성 요인을

분석하였으며6)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 작업복 제작

에 주로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를 선택하고 작업복

제작에 적용된 스티치와 솔기의 종류를 조합하여 봉

합강도와 신도를 실험(KS K 0530 참고)한 결과에

의해 작업복 구성에 있어서 최적화된 봉제조건을 실

험 작업복 제작에 적용하였다.

3. 실험 작업복 전문가 평가
메카트로닉스 산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일반

작업복 디자인 개발 요인을 소재, 의복구성 조건, 작

업복 기능성 및 동작성 개선요인, 선호디자인 분석내

용에 따라 춘하 및 동절기로 구분하여 작업복을 제

작하였다. 개발된 춘하복과 동복 일반 작업복 상의

점퍼와 하의 팬츠 각각을 의상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설문조사 대상 7개 기업 중

선정된 1개 메카트로닉스 산업체에서 착용하고 있던

기존 작업복과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의 내용은 전체

외관, 기능성 및 동작적합성 측면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는 ‘매우 좋지 않다 (1점)’ ~ ‘매

우 좋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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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유효 % 항목 구분 N 유효 %

성별

남자

여자

809

73

91.7

8.3
연령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17

189

234

348

113

1.9

21.0

26.0

38.6

12.5

결측값 30
100.0

결측값 11
100.0

합계 912 합계 912

근무업종

기계

자동차

조선설비

그 외 운송장비

266

283

228

135

29.1

31.0

25.1

14.8

소속부서

규모

5명 미만

5~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31

163

197

147

122

239

3.4

18.1

21.9

16.4

13.6

26.6

결측값 0
100.0

결측값 13
100.0

합계 912 합계 912

근무경력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136

104

93

134

433

15.1

11.6

10.3

14.9

48.1

1일

근무시간

5~8시간 미만

8~11시간 미만

11~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51

764

73

8

5.7

85.3

8.1

0.9

결측값 12
100.0

결측값 16
100.0

합계 912 합계 912

<표 1> Questionnaire survey respondent employees' general features

구의 결과는 기술적 통계분석과 평가문항별로 기존

작업복과 개발 작업복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 간에

대한 t-test 분석을 수행하여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

았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메카트로닉스 산업 근로자 일반사항 및
작업복 착의현황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위해 선정된

조사대상 메카트로닉스 산업 7개 업체는 창원국가산

업공단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업종은 기계와 자동차,

철도, 선박부품 제조를 포함한 운송장비 제조 산업으

로 구분되었다. 연구를 위해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91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65.1%를

나타내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9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근무업종, 작업장 규모, 근무경

력 등의 작업 일반적 사항을 빈도와 유효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가 속한 산업 분야의 구성은 기계 산

업 분야가 266명으로 29.2%, 자동차 분야가 283명으

로 31.0%, 조선업이 228명 25.2%, 그 외 운송 산업

이 135명으로 14.8%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기계부품 및 설비 제조업체의 작업복 착용현황을 볼

때 모든 작업분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소재와 디

자인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 작업분야는 사무직에서 생산직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작업분야는 서무, 총무, 영업, 생산기획 등 실

내 근무시간이 많은 사무직을 포함한 제 1 작업분야

(219명, 전체응답자의 24.0%), 생산현장관리 및 작업

과정 및 결과물 검사의 제 2 작업분야(192명, 전체

21.0%), 실제 생산현장에서 기계, 전기, 설비, AS 등

을 수행하는 제 3 작업분야(129명, 전체 14.2%), 제

조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업환경이 유해하고 작

업강도가 큰 절삭, 프레스, 용접, 조립, 도장 등의 업

무를 포함하는 제 4 작업분야(372명, 전체 4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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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분야 작업내용 빈도(명) 유효백분율(%)

제 1 작업 분야 서무, 총무, 영업, 생산기획 (사무직) 219 24.0

제 2 작업 분야
QC, 물류, 구매, 검사

(생산관리직)
192 21.0

제 3 작업 분야
기계, 전기, 설비

(생산설비직)
129 14.2

제 4 작업 분야
절삭, 프레스, 용접, 조립, 도장

(생산제조직)
372 50.8

합 계 912 100.0

<표 2> 4 Work groups classified in the mechatronic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respondents on the

occupational department

나뉘어졌다<표 2>. 제조업체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제 3, 4 작업분야 소속 근로자의 수는 전체 과반수를

초과한 55.0%를 차지하였다.

소속 조사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 91.7%, 여자

8.3%로 나타나, 선정된 제조업체의 근로자는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작업복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춘하, 동절기 두 계절용으로 구분하여 상의

점퍼와 하의 바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어 메카트

로닉스 산업 소속 여성 근로자의 작업복 착용의 문

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근로자의 연령 분포

는 20세 미만이 17명으로 1.9%, 20∼30세 미만 189

명, 21.0%, 30∼40세 미만 234명, 26.0%, 40∼50세 미

만 348명, 38.60%, 50세 이상 113명으로 12.5%로 분

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해당 산업분야

에서는 30, 40대의 근로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6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많은 이유와 생산현장의 유해성이 높은 작업환경으

로 인한 해당산업 기피현상으로 젊은 근로자들의 이

직률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응답자 900여 명의 근로자

15.1%가 3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3∼

5년 미만이 104명으로 11.6%, 5∼10년 미만이 93명

으로 10.3%,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56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3.0%가 장기 근속한 근로

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사무직 근로자까지 포함

한 결과이다.

이 외에 기존 작업복의 착용빈도를 5점 척도로 조

사한 결과(<그림 1> 참조), 근무 중 착용(4.3), 외부

방문 시 착용(3.8), 출퇴근 시 착용(3.3), 퇴근 후 여

가시간 착용(3.0)의 순서로 응답하여 제시한 모든 경

우에서 3.0이상으로 응답하여 작업복 착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3 

4.3 

3.8 

3.0 

조사대상근로자 전체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출·퇴근시

근무중

외부기관방문시

퇴근후여가시간

<그림 1> Work clothes wearing ratios according to the

wearing occasions

2. 실험 작업복 기능성 설계요인
본 연구의 대상인 메카트로닉스 산업체의 근로환

경에서 고려한 작업환경 요인은 공조 냉방, 공조 난

방, 소음, 먼지, 유해가스, 유기용제, 중금속분진, 진

동, 실내조명의 9가지였으며 조사대상 근로자들이 각

작업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작업분야별로 비교하였다<표 3>. 각 요인에

대해 작업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작업환경요

인은 공조, 소음, 먼지 요인이었고 사무직이나 검사,

관리직과 달리 생산현장에서 가장 불만족하게 나타

난 작업환경요인 역시 공조, 소음, 먼지 요인이었다.

이러한 유해 환경요인을 적극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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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요인 전체
작업분야

F 실험 작업복 및 안전용구 기능성 설계 요인
1 2 3 4

공조: 냉방 3.0
3.3

A

3.2

A

2.9

B

2.8

B
10.337***

- 작업복 통기성 위한 뒤품, 목둘레부위

통풍 슬릿제작

공조: 난방 3.1
3.3

A

3.2

AB

3.0

BC

2.9

C
6.169***

- 작업복 보온성 위한 상의 몸판과 소매,

하의에 패딩소재 사용

소음 2.7
2.9

A

2.7

A

2.7

A

2.5

B
8.321*** -귀마개 안전용구 사용

먼지 2.8
2.9

A

2.7

AB

2.9

A

2.6

B
4.132*** Ref. 송기마스크 안전용구 사용

유해가스 3.1
3.2

A

3.0

A

3.2

A

3.0

A
1.448 Ref. 송기마스크 안전용구 사용

유기용제 3.2
3.2

A

3.1

A

3.2

A

3.2

A
0.480 Ref. 송기마스크 안전용구 사용

중금속분진 3.1
3.2

A

3.1

A

3.1

A

3.1

A
0.334 Ref. 송기마스크 안전용구 사용

진동 3.1
3.1

A

3.0

A

3.2

A

3.0

A
1.539 Ref.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

작업장조명 3.3
3.3

A

3.2

A

3.4

A

3.4

A
1.382 Ref.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

작업복소재성능 전체
작업분야

F 실험 작업복 및 안전용구 기능성 설계 요인
1 2 3 4

촉감 2.9 2.8 2.9 2.9 2.9 0.606

- 피부와 직접접촉 시간이 많은 목둘레, 손목

둘레 부분에 겉감과 다른 부드러운 소재

사용

신축성 2.7 2.7 2.6 3.0 2.7 0.592

- 봉합 신도 및 강도 최적화 봉제요인 적용:

이중환봉스티치, 쌈솔 채택

- 스판덱스 포함 소재 사용

- 신축성 능직 소재 사용

통기성 2.9 2.9 2.8 3.0 2.9 1.228

- 작업복 통기성 위한 뒤품, 겨드랑이, 목둘

레부위 메쉬 소재 사용 및 통풍 슬릿제작

- 통기성 제공 메쉬 소재 안감 사용

땀흡수성 2.8
2.9

A

2.7

B

2.9

A

2.7

AB
2.585* - 통기성과 속건성 제공 흡한속건 소재 사용

내구성 3.1 3.2 3.0 3.1 3.2 2.076
- 작업복 원단 인장강도, 마모강도 규격 참조

- 봉합강도 최적 쌈솔 사용

방추성 3.0
3.1

A

3.0

AB

2.9

B

2.9

AB
1.746 - 방추가공 소재 사용

대전방지성 3.2 3.2 3.1 3.1 3.2 0.372 (해당 사항 없음)

방오성 2.9
3.1

A

2.9

B

2.7

B

2.8

B
6.738*** - 방오가공 소재 사용

***p≤.001, **p≤.01, *p≤.05 Duncan Test 결과 A>B>C

<표 3> Functional design factors for the experimental work clothes according to the subject workers' evaluation on the

work environmental and work clothes performance factors

방안으로 소음, 먼지와 같은 요인은 물리적 작업환경

변화를 통해 혹은 귀마개, 송기마스크와 같은 안전용

구의 사용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작업복 개발 시 보온성과 통기성 개선을

통해 공조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경상남도 지

역의 추동절기 평균기온이 국내 다른 지역의 평균기

온보다 2∼3℃ 높은 환경에서 기존 작업복은 사무직

과 생산직 모두 동일한 일반 작업복을 착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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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동작
불편응답

1 2 3 4 χ2
작업복 패턴

설계 요인N (%)

서있는 자세 36 (3.2) 4(11.1) 15(41.7) 9(25.0) 8(22.2) 16.318*** -

걷는 자세 44 (3.9) 11(25.0) 9(20.5) 9(20.5) 15(34.0) 1.785 -

의자에 앉는 자세 112 (9.8) 35(31.3) 13(11.6) 16(14.3) 48(42.8) 8.426*** -

쪼그려 앉는 자세 377 (33.1) 82(21.8) 72(19.1) 61(16.2) 162(42.9) 5.230 바지

밑위길이(+1cm),

샅앞뒤길이(+3cm)

무릎둘레(+1cm)

여유량 증가

허리 굽히는 자세 126 (11.1) 25(19.8) 22(17.4) 23(18.3) 56(44.5) 4.096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
191 (16.8) 33(17.3) 42(22.0) 26(13.6) 90(47.1) 8.267

팔 들어 올리는

자세
180 (15.8) 45(25.0) 35(19.4) 18(10.0) 82(45.6) 4.508

점퍼 앞, 뒤품 치수

직접계측치

사용으로 (+3cm)

여유량 증가

입고 벗는 동작 72 (6.3) 11(15.3) 15(20.8) 9(12.5) 37(51.4) 4.752 -

합 계 1138 (100.0) -

***p≤.001, **p≤.01, *p≤.05

<표 4> Clothing construction factors for the experimental work clothes according to the subject workers' evaluation on

the work motion discomfort

사무환경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나 실제 생산 작업

은 대부분 실외에서 이루어져 보온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간절기나 동복 작업복에

패딩안감을 보완하여 제작하는 것과 춘하절기 작업

복의 통기성을 제공하는 의복구성으로 생산 설비 및

제조 분야용 작업복을 개선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작업현장의 냉방요인 개선은 작업복의 통기성 향상

으로, 난방요인 개선은 작업복의 보온성 향상으로 개

선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작업환경 유해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작업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업복을 개발할

때 작업복의 소재성능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 작업복의 소재성능에 대한 만족도 조사

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났는데, 동일한 메

카트로닉스 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복의

소재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대전방지성(3.2), 내구성

(3.1), 방추성(3.0), 촉감(2.9), 방오성(2.9), 통기성

(2.9), 땀흡수성(2.8), 신축성(2.7)의 순서로 평가되었

으며<표 3>, 이를 통해 기존의 작업복에서 전체적으

로 불만족하게 지적된 성능은 촉감, 방오성, 통기성,

땀흡수성, 신축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복의 촉

감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와 직접접촉이 이루어지는

목둘레와 손목둘레 부위의 원단을 겉감과 다른 부드

러운 소재를 사용할 것과 땀흡수성 개선을 위해 흡

한속건성 소재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통기성 개선

을 위해 실험 작업복 상의에 통풍 슬릿을 겨드랑이

와 뒤품, 칼라의 밴드 부분에 제작하였다. 신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축성 원단사용과 병행하여 작

업복 봉제 시 이중환봉 스티치와 쌈솔 의복구성요인

을 적용하였다<표 3>.

3. 실험 작업복 봉제요인 최적화
조사대상 근로자들이 땀흡수성, 신축성, 방추성과

통기성, 보온성 등을 작업복 소재의 기능성으로 중요

하게 평가함에 따라 춘하절기용 작업복 개발을 위해

서는 신축성과 통기성을 고려하였고 동절기용 작업

복 개발에 있어서는 신축성과 보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축성은 춘하와 동절기 작업복 개발 시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실제 메카트로닉스 산업 작업복 제작에 주로 사용되

는 P/C(65%/ 35%혼방), P/R(65%/35%혼방), P/C

(100%) Denim 3 종류의 작업복 원단을 사용하고,

작업복 제작에 사용된 스티치 종류, 솔기의 종류를

조합하여 총 51가지 시험 경우의 봉합강도와 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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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는 자세 걷는 자세 의자에 앉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 굽히는 자세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 팔 앞으로 올리는 자세 팔 위로 올리는 자세

<그림 2> Representative work poses observed in the mechatronics industry

- figure captured by author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솔기는 쌈솔, 통솔, 가름솔, 랩

심/프렌치/수퍼임포즈 솔기의 순서로 봉합강도가 높

게 나타났으므로 가장 봉합강도가 높게 나타난 쌈솔

을 선택하였고, 봉제 스티치는 이중환봉이 본봉보다

신도나 강도가 높게 나와 실험 작업복 제작에 이중

환봉을 적용하였다(<표 3> 신축성 설계요인 참조). 나

일론 100% 혹은 레이온 100% 소재의 안감과 폴리

에스터 메쉬 소재를 작업복 겉감 원단과 함께 봉제

할 때 레이어의 수가 많아져도 봉합강도는 높게 나

타났으므로 실험 작업복의 봉제에 있어서 원단과 부

자재가 이루는 레이어 수는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다.

4. 메카트로닉스 산업 작업동작요인에 따른
작업복 동작성능 개선

메카트로닉스 산업체의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분야별로 동작을 촬영하여 서있는 동자세, 걷는 동작,

의자에 앉는 동작, 쪼그려 앉는 동작, 허리 굽히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 팔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팔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작업복 입고 벗는

동작과 같이 8개의 대표 작업동작의 자세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4>는 이러한 작업자세를 포함

하는 서있는 동작, 걷는 동작, 의자에 앉는 동작, 쪼

그려 앉는 동작, 허리 굽히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 팔 들어 올리는 동작, 작업복 입고 벗는 동작

과 같이 8개의 대표 작업동작에 대한 작업자들의 불

편응답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에서 작



메카트로닉스 산업용 일반 작업복 개발

- 105 -

업복 착용 시 가장 불편한 작업동작은 쪼그려 앉는

동작(377명 응답, 전체응답의 33.1%), 계단 오르내리

는 동작(191명 응답, 전체 16.8%), 팔 들어 올리는

동작(180명 응답, 전체 15.8%), 허리 굽히는 동작

(126명 응답, 전체 11.1%)이 불편한 자세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불편 작업자세에 따른 작업복 동작성능

개선을 위하여 작업복 패턴의 여유량을 증가하였다

<표 4>. 쪼그려 앉는 자세의 불편사항은 하의 바지

밑위길이와 샅앞뒤길이 증가, 계단 오르내릴 때 허벅

지와 무릎부위의 불편사항은 바지의 허벅지둘레와

무릎둘레의 여유량 증가, 팔 들어 올리는 자세에서

불편한 사항은 상의 앞, 뒤품 여유량 증가를 제안하

였다.

작업복 패턴 제도 시 하의 밑위길이 제도7)를 보면

일반 캐주얼 바지의 밑위길이 제도에 요구되는 치수

가 밑위길이+1cm인데 여기에 여유량을 1cm 더 증

가시키는 것으로 밑위길이를 늘려주고 바지 안쪽길

이가 짧아지게 되면 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바지원형의 앞, 뒤중심선으로부터 샅부위로 들어가는

밑위폭의 길이를 앞, 뒤 바지원형에서 각각 0.5cm를

증가시켰다. 이것은 전체 밑위길이는 1cm만을 늘림

으로써 바지 안쪽 길이를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여

외관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샅부위로 들어가는 밑

위폭의 길이를 1cm증가시켜 실제 샅앞뒤길이는 결과

적으로 총 3cm
8)
를 증가시켜 밑위부위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여 쪼그려 앉는 자세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계단 오르내리기와 허리 굽히는 동

작이 빈번한 생산관련직을 위한 작업복은 하의 패턴

개발 시 허벅지둘레와 무릎둘레의 여유량 증가로 좀

더 넓은 바지의 폭을 제공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바지원형의 앞, 뒤중심선에서 샅부위로

들어가는 밑위길이를 앞, 뒤 바지원형에서 각각

0.5cm를 증가시킴에 따라 바지의 허벅지둘레도 앞,

뒤판 각각 0.5cm 증가하여 총 허벅지둘레는 1cm 증

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무릎둘레는 일반 작

업복 제도에서 옆선을 무릎둘레선에서 안쪽으로 1cm

줄여준 것을 0.5cm만 줄여줌으로써 실제 무릎둘레는

1cm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작업복

바지 착의 중 작업물에 바지단이 걸리는 것을 방지

하는 것으로 작업동작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바지부리의 폭을 조일 수 있도록 고무소재 버클 스

트랩을 바지 안쪽에 장착하였다(<표 6>, <표 7>의 개

발 작업복 세부 디자인 참조).

전체 작업분야 공통 불편 동작요인으로 나타난 팔

움직임 개선을 위해 작업복 상의 점퍼의 앞, 뒤품과

점퍼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작업복 패

턴 제도 시 상의 점퍼원형 제도9)에서는 앞품/2과 뒤

품/2 제도에 사용하는 인체치수를 각각 2/10B와

2/10B-1cm와 같이 젖가슴둘레 치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앞, 뒤품 항목

의 치수와는 1.5cm 정도의 차이가 있어 여기에 실제

인체의 앞, 뒤품의 직접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품에 3cm의 여유량을 기존 작업복 점퍼와 비교하여

더 부여하는 효과를 주었다. 작업복 상의 점퍼길이는

기존의 작업복이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중간

에 위치한 중간엉덩이둘레선 까지였던 것을 엉덩이

둘레선 까지 내려오도록 상의길이를 증가하였다.

5. 근로자 대상 일반 작업복 디자인 및 색상
선호도 반영

선호하는 상의, 소매, 바지의 디자인 유형은 상의

의 경우 셔츠칼라 형태의 기본형 점퍼 디자인이 가

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밴드 형태의 스포티브형,

칼라가 없는 캐주얼형,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

매 디자인은 스냅 여밈 스타일이 가장 선호되었다.

하의의 경우는 앞주름이 있는 일자형 바지 형태가

가장 선호되었고, 기능성이 강조된 캐주얼스타일의

디자인 보다는 작업시간 이외 여러 경우에 모두 착

용이 가능한 단정한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색상 이미지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밝고 경

쾌한 분위기와 같이 심미성이 강조된 색상이 선호되

었다. 작업분야별로는 실내에서의 근무시간이 많은

사무분야보다는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분야일

수록 안전성이 많이 요구되었고, 이는 현장 근무자의

작업복 디자인에 있어서 재귀반사와 형광색 사용 소

재를 활용하여 작업복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디자

인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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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용도 규격 색상 단위 비고

원단

겉감용
동절기- P/C 120*60

BEIGE YD
P/C = 65/35

하절기- P/R 70*64 P/R = 65/35

상의 배색 P/C 20수 120*60 NAVY YD P/C = 65/35

상의 배색 P/C 20수 120*60 GREEN YD P/C = 65/35

상의 배색 P/C 20수 120*60 BLUE YD P/C = 65/35

동복하의 겉감 P/C 20수 120*60 BEIGE YD P/C = 65/35

솜바지 겉감 P/C 20수 120*60 BEIGE YD P/C = 65/35

하복안감
POLY MESH 5*1

WHITE YD PET 100
POLY MESH 2*2

재봉사
몸판, 단추달이 P/C60'S/3

마라톤사
BEIGE CONE

겉감과

조화되는 색단추집용, 오바로크

단추
상의속주머니 POLY 15mm BEIGE EA -

하의 허리벨트 POLY 15mm BEIGE EA -

스냅 앞플라켓, 밑단비죠 PALSTIC 15mm BEIGE EA -

심지
칼라, 커프스, 안단

부직포 접착 심지 WHITE YD -
앞플라켓, 주머니

지퍼

상의 앞 채움용 비슬론 #5 BEIGE EA -

하의 앞 채움용 나일론 #3 양면 BEIGE EA
SLIDER

D업체 로고

벨크로 주머니 채움용 2.5 * 4cm BEIGE YD -　

밴드롤 허리 안감 심지용 고급품 WHITE YD -　

주머니감 주머니용 186 P/C
상의:WHITE

YD -
하의:WHITE

에어롤

(퀼팅)
안감 보온용

몸판-6온스

하의-4온스

소매-4온스

BEIGE　 - -

반사 TAPE 앞가슴, 등판 앞:1cm 뒤:1.5cm GREY YD 500룩스 이상

<표 5> Fabric and trimming specifications for the experimental work clothes

C.I. Color 1 

C.I. Color 2

C.I. Color 3

Work Wear Color 
Preferred 

<그림 3> The main work clothes color selected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s

and 3 C.I. colors for the subject company, D

mechatronics

지역 메카트로닉스 산업 근로자는 상, 하의 모두 베

이지 색상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선호하는 색상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

미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의는 검

정색, 회색 등의 무채색이 선호되었다. 상의로는 대

체로 밝고, 경쾌한 안정적인 이미지의 색상을 선호하

였으며, 하의는 무채색계열의 색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업복은 소속된 회사의 C.I. 이미지를

잘 반영하였을 때 회사의 소속감을 고취시킨다고 평

가되었으므로 작업복 개발 시 C.I. 이미지에 반영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실험 작업

복은 셔츠칼라와 스냅 여밈 스타일의 소매 디자인

형태의 기본형 점퍼 디자인과 앞주름이 있는 일자형

팬츠를 선택하여 선호색상인 베이지색으로 상, 하의

를 개발하였고 조사대상 D 메카트로닉스 기업의 C.I.

에 사용된 3 가지 색상인 그린, 네이비 블루 색상을



메카트로닉스 산업용 일반 작업복 개발

- 107 -

구분 세부 디자인

춘하

절기

점퍼

칼라 (통풍 메쉬 밴드)

앞판 뒤판

(C.I. 색상 배색 / 재귀반사소재안전띠)
(뒤품여유분플리츠 / 통풍 메쉬 슬릿 /

재귀반사소재안전띠)

옆선
안감

(C.I. 색상 배색 / 메쉬 통풍구 / 펜슬포켓/

옆주머니 입구 지퍼 여밈)

(C.I. 색상 배색 안단 / 통풍 메쉬 안감 /

선호디자인 안주머니, 휴대폰주머니)

소매 (벨크로 여밈) 주머니
(선호디자인 -

플랩포켓 벨크로

여밈)

춘하

절기

팬츠

앞판

(단추 여밈 /

앞 주름)

뒤판

(X자 허리밴드 고리

/ 엘라스틱 허리밴드)

앞판

뒤판

(겉과

안)

(겉)
(안 - 바지단조임

버클)
(겉)

(안 - 바지단조임

버클)

<표 6> Design details for the experimental work clothes: spring/summer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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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디자인

동

절기

점퍼

칼라 (셔츠칼라 / C.I. 색상 배색 밴드)

앞판 뒤판

(C.I. 색상 배색 / 재귀반사소재안전띠 /

허리 엘라스틱 밴드)

(뒤품여유분플리츠 / C.I. 색상 배색 /

재귀반사소재안전띠)

옆선 안감

(C.I. 색상 배색 / 펜슬포켓/ 옆주머니 입구

지퍼 여밈)

(C.I. 색상 배색 안단 / 보온 퀼팅 안감 /

선호디자인 안주머니, 휴대폰주머니)

소매

(벨크로 여밈)

주머니

(선호디자인

플랩포켓)

(벨크로 여밈)

동

절기

팬츠

앞판 뒤판

(단추 여밈 / 앞 주름 / 엘라스틱 허리밴드)
(X자 허리밴드 고리 / 선호디자인 플랩

포켓 벨크로 여밈)

앞판 뒤판

(겉)
(안-보온 퀼팅 안감 /

바지단조임 버클)
(겉)

(안-보온 퀼팅 안감 /

바지단조임 버클)

<표 7> Design details for the experimental work clothes: winter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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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업복 상의 유형 -

셔츠칼라 캐주얼 점퍼

기본 작업복 하의 유형 -

일자형 주름 팬츠

<그림 5> Basic work clothes jumper and pants of the

subject mechatronics companies

- figure illustrated by author

기존 작업복 점퍼 앞/뒤 기존 작업복 팬츠 앞/뒤/옆 기존 작업복 착용모습

<그림 4> Existing work clothes jumper and pants of D mechatronics company

- photos taken by author

상의 요크 배색선에, 라이트 블루 색상을 상의 점퍼

앞지퍼 여밈 플라켓과 겨드랑 옆선 배색으로 활용하

였다<그림 3>, <표 6~7>.

보온성과 통기성과 관련한 작업환경 요인을 적극

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춘하절기와 동절기 두 계절용

으로 실험 작업복을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실험 작업

복 제작에 사용된 원단과 부자재의 사양을 <표 5>에

나타내었고, 작업복의 세부 디자인은 춘하절기용과

동절기용으로 구분하여 <표 6~7>에 나타내었다.

6. 실험 작업복 전문가 평가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결과의 메카트로닉스 산업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일반 작업복 디자인 개발 가

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한 실험 작업복은 현재 국내에

서 작업복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춘하절기용 P/R

(65/35% 혼용율) 및 동절기용 P/C(65/35% 혼용율)

원단과 하절기용 PET 메쉬안감 소재와 동절기용 보

온충전재를 사용한 퀼팅 안감을 사용(<표 5> 참조)

하여 제작하였다. 의상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춘하절기와 동절기용 점퍼와 팬츠로

나누어, 설문조사 대상 7개 기업 중 선정된 D 메카

트로닉스 산업체의 기존 작업복(<그림 4>, <그림 5>

참조)과 새로이 개발된 실험 작업복을 5점 척도 도

구를 사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은 작업복의 외관과 쾌적성능, 동작적합

성, 안전성 측면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문항별 기존 및 실험 작업복 두 집단 간 평균에 대

한 기술적 통계결과와 t-test 분석을 수행한 연구결

과에 따르면 춘추 및 동절기용 두 종류 모두의 경우

에서 실험 작업복이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춘하 및 동절기용 실험 작업

복 개발 주안점이었던 뒤품의 여유량 증가를 위한

주름 디자인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기존 작업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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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구분
평가항목

기존 작업복 개발 작업복
P-value

Mean SD Mean SD

춘하

절기

점퍼

목둘레 여밈 편리성 1.8 0.75 4.7 0.52 0.0009***
앞품 여유 3.7 0.52 4.2 0.75 0.0756
뒤품 여유 3.7 0.52 4.8 0.41 0.0009***
진동 여유 3.5 0.84 4.7 0.52 0.0127*

앞 여밈 편리성 3.2 0.75 4.5 0.55 0.0250*
소매폭 활동성 3.8 0.41 4.0 0.63 0.3632
소매 여밈 편리성 2.8 0.98 4.7 0.52 0.0121*
소매길이 2.2 0.98 4.7 0.52 0.0021**

허리 밑단 둘레 치수커버 성능 3.5 0.84 4.5 0.55 0.0117*
상의 길이 2.0 0.63 4.8 0.41 0.0003***

주머니 수납 편리성 2.2 0.75 4.8 0.41 0.0005***
주머니 크기 3.0 0.89 4.2 0.75 0.0583
전체 외관 2.8 0.75 5.0 0.00 0.0009***
전체 통기성 1.5 0.55 5.0 0.00 0.0000***
전체 안전성 1.5 0.55 4.8 0.41 0.0000***

춘하

절기

팬츠

허리둘레치수커버성능 1.8 0.41 4.5 0.55 0.0005***
앞 여밈 편리성 3.7 0.82 4.0 0.89 0.3632
엉덩이둘레 활동성 3.2 0.98 4.0 0.00 0.0925
밑위길이 활동성 3.7 0.82 4.0 0.00 0.3632
허벅지둘레 활동성 3.7 0.82 4.2 0.41 0.3632
무릎둘레 활동성 3.8 0.98 4.3 0.52 0.3632

주머니입구 수납 편리성 2.5 1.05 4.8 0.41 0.0086**
주머니위치 적절함 1.7 0.52 4.7 0.52 0.0004***
주머니 크기 2.2 0.41 4.8 0.41 0.0001***
바지밑단 동작성 2.3 0.82 3.8 0.98 0.0913
전체 외관 2.7 0.52 4.7 0.52 0.0028**

전체 여유 - 치수적합성 측면 3.5 1.05 4.2 0.75 0.2354
작업동작 편리성 2.8 0.41 4.7 0.52 0.0019**

동

절기

점퍼

목둘레 여밈 편리성 2.8 0.41 4.8 0.41 0.0006***
앞품 여유 3.8 0.41 4.3 0.52 0.0756
뒤품 여유 3.7 0.52 4.8 0.41 0.0127*
진동 여유 4.0 0.00 4.3 0.52 0.1747

앞 여밈 편리성 3.0 0.89 4.7 0.52 0.0199*
소매폭 활동성 3.7 1.03 4.3 0.82 0.2354
소매 여밈 편리성 3.0 0.89 4.8 0.41 0.0060*
소매길이 1.8 0.41 4.7 0.52 0.0000***

허리 밑단 둘레 치수커버 성능 1.8 0.75 4.5 0.84 0.0030**
상의 길이 1.8 0.41 4.7 0.52 0.0003***

주머니 수납 편리성 2.5 0.55 4.7 0.52 0.0009***
주머니 크기 3.5 0.55 3.8 0.41 0.1747
전체 외관 2.5 0.55 5.0 0.00 0.0001***
전체 보온성 4.0 0.63 4.5 0.55 0.2031
전체 안전성 1.8 0.41 5.0 0.00 0.0000***

동

절기

팬츠

허리둘레치수커버성능 2.2 0.41 4.5 0.55 0.0001***
앞 여밈 편리성 3.8 0.75 3.8 0.98 1.0000
엉덩이둘레 활동성 3.0 0.89 4.0 0.63 0.0409*
밑위길이 활동성 3.8 0.98 4.2 0.41 0.3632
허벅지둘레 활동성 3.7 0.82 4.2 0.41 0.3632
무릎둘레 활동성 3.7 0.82 4.2 0.41 0.3632

주머니입구 수납 편리성 2.3 0.82 4.8 0.41 0.0041*
주머니위치 적절함 1.8 0.41 4.7 0.52 0.0003***
주머니 크기 2.3 0.52 4.3 0.82 0.0117*
바지밑단 동작성 2.8 0.41 4.0 0.89 0.0583
전체 외관 2.2 0.41 4.8 0.41 0.0001***

전체 여유 - 치수적합성 측면 2.7 0.52 4.2 0.75 0.0172*
전체 보온성 1.5 0.84 5.0 0.00 0.0002***

***p≤.001, **p≤.01, *p≤.05

<표 8> Evaluation of the experimental work clothes by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work clothes of D mechatronic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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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3.7인데 비하여 실험 작업복은 4.8로 높게 평

가되었고;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하여 허리둘레 치수

적합성을 높인 실험 작업복의 디자인은 춘하, 동절기

상, 하의 모두에서 4.5의 점수로 기존 작업복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쾌적성능 측면에서 실험 작업복의 개발 주안점은

춘하절기에서는 통기성과 동절기에서는 보온성이었

다. 통기성 항목에서는 메쉬안감과 통풍슬릿을 제공

한 춘하절기용 개발 작업복이 기존 작업복이 1.5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하여 5.0 최고점을 받아 탁

월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온성을 위해

충전소재 퀼팅 안감을 상하의에 사용한 동절기 실험

작업복은 기존 작업복이 4.0으로 평가된 것과 비교하

여 소매와 칼라까지 퀼팅안감을 사용한 실험 작업복

이 4.5로 더 높게 나타났고 하의는 안감이 들어가지

않은 기존 팬츠가 1.5로 낮게 평가된 반면 퀼팅 사용

실험 팬츠는 5.0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동작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바지부리 조임용 버클

설치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바지밑단 동작성 항목은

기존 작업복이 2.3~2.8의 평가를 받았으며 실험복은

3.8~4.0의 평가를 얻었다. 반사소재를 사용한 실험

작업복의 안전성 항목도 기존 작업복이 1.5~1.8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4.8~5.0의

평가를 얻었다.

확연히 드러나는 뒤품 플리츠 제작으로 뒤품 여유

량에 대해 기존 및 실험 작업복이 유의한 차이가 있

게 평가된 것과는 달리 앞품, 밑위길이, 허벅지둘레,

무릎둘레의 활동성과 같은 항목은 기존과 개발 작업

복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지만 그 유의한 차이

를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패턴개발과 관련

한 항목의 평가는 실제 작업현장에서 개발 작업복의

착의 평가가 외관평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작업복의 불편사항을 고려하고 메카트로닉스

산업 근로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개발한 실험 작업

복 세부사항들은 모두 기존 작업복에 비해 높게 평

가되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

된 작업복의 패턴을 <그림 6>에 제시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메카트로닉스 산업 근로자들이 착

용하는 작업복의 착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소속 작업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작업분야별 작업복 착용 중 작업동작요인에 대한

평가와 근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성 및 선호

디자인 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메카트로

닉스 산업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작업복

개발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메카트로닉스 산

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동작 촬영을 통해

대표 작업자세를 분류하고, 불편동작으로 지적된 자

세를 고려하여 작업복 동작기능성을 높이는 의복구

성 조건의 제안과 심미적, 안전적 측면에서 근로자들

의 작업복 만족도와 선호도를 분석하여 작업복 개발

에 함께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작업분야는 크게 실내 근무시간이 많은 사무직과;

QC, 물류, 구매, 검사 등의 생산 관리직;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생산 설비직; 현도, 절삭, 용접, 프레스,

조립, 도장 등을 담당하는 생산 제조직의 4개 분야로

구분되었으나 근로자 소속 작업분야에 따라 업무 특

성이 확연히 달라짐에도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메카트로닉스 산업 내의 작업복 착용 문제점으

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일반 작업복의 경우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동질적 일

치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 관리, 생산직 근로자 모

두 동일한 디자인의 작업복을 제작하여 착용하도록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각 작업분

야별 작업복 성능과 동작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실험 작업복을 개발

하였다. 그렇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작업복이라 하여

도 적용되는 패턴이나 소재의 성능은 차별화하여 작

업분야별로 작업복의 개발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작업복의 기능성으로 중요하게 평가된 성능은 신

축성과 통기성, 보온성 등이었으므로 춘하절기용 작

업복 개발을 위해서는 신축성과 통기성을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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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ork clothes jumper and pants patterns developed for the subject company D mechatronics - patterns

constructed by author

고 동복개발에 있어서는 신축성과 보온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였다. 신축성은 춘하/동절기용 작업복 개

발 시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인이었으며 실제

메카트로닉스 산업 작업복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작

업복 원단을 사용하고, 스티치 종류, 솔기의 종류를

조합하여 봉합강도와 신도를 실험한 결과 신축성이

높은 능직 작업복 원단을 사용하였고 사용솔기는 쌈

솔과 이중환봉 스티치의 봉제조건으로 작업복을 제

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기성을 위해서는 춘하절기

용 작업복에 메쉬소재를 사용한 안감제작과 겨드랑

부위의 통풍구, 뒤판 플리츠의 통풍슬릿과 칼라의 통

풍밴드를 제안하였고, 보온성을 위해서는 동절기용

작업복에 보온 충전재를 사용한 퀼팅 안감 제작을

제안하였다.

작업동작 촬영을 통해 8가지 대표 작업자세를 분

류하였고 작업동작 빈도측정에 의하여 작업의 강도

가 큰 생산 설비 및 제조직에서 더 다양한 동작이

빈번하게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편동작

으로 지적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허리 굽

히기, 팔 들어 올리기와 같은 작업자세를 고려하여

작업복의 동작적합성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쪼그려

앉는 자세의 불편사항은 하의 바지 밑위길이와 샅앞

뒤길이의 각 1cm, 3cm의 여유량 증가, 허리 굽히기

와 계단 오르내릴 때 허벅지와 무릎부위의 불편사항

은 바지의 허벅지둘레와 무릎둘레의 여유량 각각

1cm씩 증가, 팔 들어 올리는 자세에서 불편함은 상

의 품에 관하여 보통 작업복 패턴 제도 시 기준이

되는 가슴둘레치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대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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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품 인체치수를 적용함으로써 여유량을 3cm 증

가하는 것과 상의길이를 엉덩이둘레선 까지 늘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작업복 패턴에서 여유량의 증가는

외관평가에서는 점퍼 뒤판에 플리츠를 부여한 것이

나 상의 길이 증가와 같이 시각적으로 확연한 제안

에 대한 평가는 기존 작업복에 대해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었으며 밑위길이와 바지둘레, 무릎둘레 여유량

증가로 인한 전체 외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체외관 항목에

서 기존 작업복이 2.2~2.8의 점수로 낮게 평가된 것

에 비해 실험 작업복은 4.7~5.0의 높은 점수를 받아

실험 작업복의 전체외관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복 상의에서 소매 여밈, 목둘레, 주머니 입구

부분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매와 목둘레

여밈을 벨크로 여밈으로 제안하여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고 주머니 입구는 수납의 용이함

을 제공하기 위해 플랩포켓을 제안하였고 물건이 쉽

게 빠지지 않도록 역시 벨크로 여밈을 제안하였다.

하의에서는 엉덩이둘레, 무릎, 허리벨트, 밑단, 허벅

지둘레의 순으로 불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신축

성을 개선한 작업복 구성요인을 제안한 외에 치수적

합성을 높이기 위해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하여 상하

의 허리밴드를 제작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메카트로닉스 산업 근로자들이 근무

하는 작업장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와 착용하는 작업

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그리고 실제 착용 작업

복의 의복구성적 실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제작 조건

을 적용하여 작업복을 개발하는 연구는 제조 산업

근로자들의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심리 및 심미적

만족도를 높여 소속된 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쾌적한 근로 환경 및 문화를 형성하고 작업의 효율

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작업복은 향후

실제 작업현장에서 착의실험을 통해 작업자 대상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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