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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ork environment and wearing conditions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in

shipbuilding workshops. It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aring sensation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and overall comfort, according to work process. In addition, the work posture according

to work process was evaluated based on ergonomic factors. The wearing rate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

ing was 73.3%, 66.7%, and 60.1% for workers engaged in welding, grinding, and painting, respectively.

The harmful work environment factors, listed from most harmful to least harmful, were found to be high

temperature pyrogens, noxious fumes, organic solvents, UV rays, and heavy dust. The aspect of wearing

performance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that was most related to user dissatisfaction was poor sweat

absorbency.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verall comfort and the wearing sensation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the satisfaction was low shown in orders of physiological comfort, sensual comfort,

and movement comfort.

Key words: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Noxious working environment, Work process, Shipbuilding work-

shops; 산업용 보호복, 유해작업환경, 작업공정, 조선업 작업장

I. 서 론

조선업은 제철, 기계, 전자, 화학 등 여러 산업으로부

터 기자재를 가공 혹은 조립하는 규모가 큰 제조업으

로서 2011년도 선박수주실적은 1,163만 CGT(Compen-

sated Gross Tonnage)로 전년대비 42.6%가 증가하였다

(The Korea Shipbuilders' Association [KOSHIPA], 2012).

무역흑자수지는 516억불이고, 부가가치액은 23조 1700억

(2009년도 기준)으로 제조업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

며, 종사자 수는 13만 1300여명으로 외화가득률이 높은

성장 1위의 국내 주력산업이다(Korea Institute For Indus-

trial Economics & Trade [KIET], 2011).

조선소의 선박건조는 공정이 매우 복잡하며 수많은

자재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과정으로 크게 선각공정과

의장공정으로 나눈다. 선각공정은 선박의 골격을 만드

는 작업으로 설계도에 의해 강재 전처리(분사연마 및 도

장공정), 현도(필요 규격의 합판 제조공정), 절단 및 소/

중조립과 대조립을 거쳐 선체 블록을 조립한 후 도장된

블럭을 탑재하여 진수시킨다. 의장공정은 선각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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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는데 진수된 선박에 엔진, 추진기, 보일러, 발전기

등 중량물을 먼저 탑재하고 소형 기기, 거주 및 전기 설

비, 통신, 신호장치, 항해용 계기 등을 부착한 다음 마

무리 안벽 의장공사를 거치고 시운전을 한다(KOSHIPA,

2012). 그런데 작업공정이 복잡하고 대규모 산업이므로

표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유해인자의 종류나 노출되는 양상이 매

우 복잡하다(Kang et al., 2007). 1970년대부터 산업재해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1981년에 산업안전보

건법이 공포되었으나(Park & Paik, 2003) 산업발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산업재해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므로써 작업강도의 증가는 물론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

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Yoo, 2008).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에 영향을 주

는 작업환경요인은 환경조건과 작업조건으로 나뉘는

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계적 인자로 이루어

진 환경조건에 의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유발되며, 인

간공학적 인자인 작업조건에 의해 작업자의 건강과 노

동생산성이 영향을 받는다(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2). 같은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작업내용과 공정

에 따라 작업환경조건이 다르며, 산업공정이 복잡해질

수록 유해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복잡할

수록 공정별 작업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업환경이 열악할수록 작업자의 신체보호는 물론 작

업자의 건강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작

업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

요한데 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환경요인이 산업

용 보호복이다.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2007)에

의하면 보호복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되거나 평상복을 대체하

는 의복으로 인체보호용 특수복, 산업복, 특수보호복,

보호작업복 등을 일컫는다.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산

재율을 보이는 조선업의 산업구조상 협력업체의 비중

이 높으므로 작업환경개선에 소극적이며, 작업자들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협력업체가 영세하여 안전전

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의 안전

의식도 낮은 편이어서 산업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Mok et al., 1999). 그러

나 작업환경이 열악할수록 작업자의 산업안전에 필수

적인 산업용 보호복은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 보

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로서 방독면, 산

소통, 마스크, 장갑, 신발류 등의 부속장비(ancillary

gear)와 함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Yoon, 2006). 이러한 특수복은 서로 다른

착용환경에서 요구하는 환경적합도, 작업수행도, 보호

기능성, 쾌적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agan et al., 1998; Shi-

shoo, 2002).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주력

산업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

공정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조선업 작업

장의 작업환경을 공정별로 살펴보고, 작업환경의 유해

인자와 유해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작업환경 및

공정에 따른 산업용 보호복의 착의실태와 문제점을 살

펴보고, 공정별로 종합적 쾌적성의 차이를 비교하므로

써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은 물론 신체를 보호하고 작

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산업용 보호복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선업 작업장의 작업환경 및 공정별 작업특성과 현

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남지역 조선업체

를 방문하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작업현장의 문제점

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작업환경과 공정에 따라 착용하

는 보호복이 다른 분야를 선정하고, 공정별 팀장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ace-to-face structured interview

survey)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에 공정별 작업자들을 대

상으로 18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총 162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설문지는 조선업 작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관련

10문항, 작업시 신체손상부위 관련 8문항, 산업용 보호

복과 안전보호구의 착의실태 관련 10문항, 착의성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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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착용쾌적성의 경우 압박감

과 운동기능성에 관한 운동적 쾌적성 5문항, 흡수성과

투과성에 관한 생리적 쾌적성 3문항 및 감각적 쾌적성

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업자세평가는 공정

별로 가장 빈번한 작업자세나 작업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자세를 반복촬영하고 공정별로 좌, 우 2장씩 총

16장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이때 RURA 평

가는 상체와 하체 부분의 자세평가점수와 취급하중점

수를 더해 최종 점수를 구하였다. REVA 평가는 몸통,

목, 다리 자세평가점수와 윗팔, 아래팔, 손목자세평가

점수에 하체작업자세를 고려한 행동점수를 더하여 최

종 점수를 구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은 한정식 질문법

(close-end questionnaire)과 함께 불만족을 1점, 만족을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for window를 사용하였고, 각 항

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공정별 작업

환경의 유해도와 작업복의 착의성능 및 작업공정에 따

른 착용쾌적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작업공정 간의 차이는 p<.05의 수

준에서 Duncan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조선업 작업장의 공정별 작업환경현황

산업재해란 작업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

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

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

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1). 조선업의 복잡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작업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재해율을 조사하였

다(Table 1).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2011)에 의하면 2010년도 조선업의

재해율(천인율, ‰)은 전체 재해율의 1.72배로서 제조

업의 평균 재해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조선업의 재해율이 높은 것은 수주량의 증가에 따

른 작업강도 증가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산업구조에 기

인하기 때문이다(Yoo, 2008). 그리고 2003년까지 조선

업의 재해율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둔화되었고, 2006년

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주량의 증가와도 일치하

는 것이다.

2010년도 기준으로 4,938개의 사업장 가운데 85.9%

가 50인 이하의 중소형 사업장인데 우리나라 조선소의

규모별 재해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소형 사업장의 재

해율은 8.14%,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재해율은

2.25%로서 조선업 평균 재해율인 1.20%를 훨씬 초과

하였다(KOSHA, 2011). 이는 조선업의 산업구조상 협

력업체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 상대적으로 영세하므

로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이 어려우며, 작업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다(Yoo, 2008). 더욱이 조선업의 활황으로 수

주량이 크게 증가하여 작업강도가 커졌으나 중소규모

조선소는 작업장이 협소하고 노후 설비와 작업공정이

뒤섞여 있으므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작업

환경유해요인은 온열조건과 작업장 내 중금속 분진, 특

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유해가스 등의 주변 환경조건

이다(Kim et al., 1993). 그리하여 조선업의 공정별 작업

환경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Seo et al.(2007)의 연구에

서 제시된 세부 작업별 유해 위험요소를 참고로 하고,

작업장 현장조사와 팀장들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실

제 공정과 의복이 차이가 나는 용접, 사상, 도장, 취부

의 4가지 공정으로 구분한 후, 작업환경요인에 대한 공

정별 유해정도를 살펴 보았다. 아울러 작업강도를 비

교하기 위하여 조선소 현장조사시 공정별 샘플링 자세

사진을 분석하여 인간공학적 요인인 상체, 하체, 비틀

림에 대한 유해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2>는 조선업 작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요인에 대한 유해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용접공정

의 유해도가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도장, 사상, 취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별로 비교해 보면, 용접공

Table 1. Year-on-year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Year
Entir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70

7.75

8.96

8.49

7.72

7.69

7.20

7.10

7.05

6.95

12.15

12.22

14.16

12.83

11.79

11.84

11.02

11.54

10.37

10.66

17.15

20.09

22.95

20.20

14.63

18.89

15.53

17.63

14.10

11.96

*Number of accident per year in thousands (‰)

From KOSHA. (2011). http://www.kosha.or.kr/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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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선박건조공정의 대표 작업으로서 2개 이상의 금

속재료를 열이나 압력을 가해 접합시키는 작업으로 다

른 제조업과 달리 조립된 선박 내의 밀폐된 작업장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환경요인 중에서

작업장의 온도, 고온·고열, 유해화합물, 산소결핍, 분

진, 중금속파편, 소음 등의 요인이 아주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공정은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

하여 용접부분을 부드럽게 연마하는 작업으로 분진,

중금속파편, 소음 등의 작업환경요인이 아주 유해한 것

으로 나타났다. 도장공정은 도료를 도포하여 더러움이

나 부식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내,

외 및 블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블록 내부는 밀폐

된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화합물과 고농도의 유기용제

및 미세한 분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작업이

다(Ko et al., 2001).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에 의하면 도장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제로는

톨루엔, 크실렌, 메틸알콜,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이

소부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등이 있다(Jo et al., 2009). 문

제는 이러한 유기용제가 피부, 점막, 호흡기 자극, 중추

신경장해와 같은 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Shin et al.,

1997). 취부공정은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보

고 마킹한 곳에 부재를 용접할 수 있도록 가 용접을 하

는 작업인데 중량물을 취급하기도 하지만 다른 공정에

비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정도가 크지 않았다.

한편, 공정별 작업자세를 살펴보면 실내나 좁은 공

간에서의 작업이 많은 용접과 도장공정의 작업이 쪼그

리고 비틀린 자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강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장기간 고정된 반복자세, 반복동작 등이 근골격계 질

환의 부담 요인이 된다(Kee & Park, 2005). 그리하여 인

간공학적 평가기법인 RULA(Rapid Upper Limb Assess-

ment)와 REVA(Rapid Entire Body Assessment)를 사용

하여 공정별로 샘플링된 작업자세를 분석하였다. 이때

RULA, REVA와 함께 인간공학적 평가기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OWAS는 목과 손목자세가 평가항목에 포함

되지 않으면서 작업자세를 매우 단순화한 거시적인 평

가방법(Im et al., 2011)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RULA는 어깨, 손목, 목 등 상지에 초점을 맞

추어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작업부하를 쉽고, 빠

르게 평가하기 위한 기법(McAtamney & Corlett, 1993)

이고, REVA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대

한 작업자의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법(Hignett &

McAtamney, 2000)으로 상지작업을 중심으로 한 RULA

와 비교하여 전신자세에 적용이 가능한 평가방법이다.

<Table 3>에 의하면 RULA 평가결과 용접, 사상, 도

장작업자의 작업부하수준(action level)이 전체 4단계 중

Table 2. Level of work environmental factors and ergonomic factors according to work process

 Items Welding Grinding Painting Fitting

Work environmental factors

Workshop temperature VH VH VH H

High temperature pyrogen VH H M H

Noxious chemicals VH H VH M

Organic solvent M M VH L

Anoxia VH H H L

Dust VH VH VH H

Heavy metal fragment VH VH L M

Noise VH VH H H

Ergonomic factors

Upper body H H H H

Lower body H H H M

Distortion VH H VH M

Deleterious level: L (low), M (moderate), H (high), VH (very high)

Table 3. Ergonomic analysis of work posture factors

according to work process

Items Welding Grinding Painting Fitting

RULA
Score 6.5 6 6.5 4

Action level 3 3 3 2

REBA
Score 8 9 8 5.5

Action level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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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조치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계속적인 관

찰과 함께 작업자세를 되도록 빨리 바꾸는게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REVA 평가는 5단계의 위험단

계와 그에 따른 조치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접, 사

상, 도장작업자의 작업부하수준이 모두 3단계로서 이

는 조치가 바로 필요한 작업자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조선업의 작업공정 중 취부공정만 계속 추적 관

찰이 요구되는 작업이고, 그 외 공정들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쭈그리거나 비틀린 작업자세로 인하여 상체

뿐만 아니라 하체에도 작업부하가 많이 걸리므로 신속

하게 작업자세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이 다양해짐으로서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유

해물질 및 유해인자가 많아졌으며, 유해작업환경과 건

강장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Kim et al., 1993). 그

리하여 조선업 작업장의 공정별 유해도를 비교하기 위

하여 유해도가 매우 작다를 1점, 매우 크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를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이

에 의하면 유해인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

해요인에 대한 impact level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제

조업에 비해 조선업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별 작업환경의 유해도를 비교해 보면, 용접

공정의 경우 작업장 온도, 고온·고열, 흄, 자외선, 분진

등의 유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사상공정은 작업

장 온도, 흄, 중금속, 분진, 자외선 등의 유해도가 컸으

며, 도장공정의 경우 유해화합물, 유기용제, 흄, 분진

등의 유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적인

가 용접작업을 하는 취부공정은 다른 작업에 비하여

유해도가 크지 않았다. 결국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대단히 크고 산업재해 위험성이 큰 조선업 작업장은

대부분 실외이고 철판을 다루므로 여름에는 특히 고온

에 노출되어 있으며, 같은 작업장 내에서도 공정에 따

라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이 다르므로 적절한 산업용 보

호복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시간

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작업공간을 효율적으

로 배치하여 작업강도와 작업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작업부하수준이 높은 유해작업환경에서 작

업 중 피해나 손상을 많이 입는 신체부위를 다중응답

으로 살펴 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전

체적으로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부위는 손이었으며,

용접작업자는 손과 얼굴의 손상이 많아 얼굴과 상체부

분의 보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상작업자

는 다리와 손의 손상이 많아 보호복이외에 무릎과 다

리보호대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장작업자

는 피부와 신체 전부가 손상을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

나 신체 전신의 커버력이 우수한 보호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른 공정에 비해 취부작업자는 손상부위

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주로 손의 손상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별로 피해나 손상을 입는

신체부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정별 보호복의 종

류는 물론 안전보호구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1. Impact levels of work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work process.

Fig. 2. Impact levels of damaged body parts accord-

ing to work process (on the rate of plural res-

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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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업 작업장의 산업용 보호복 착의실태

보호복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유

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인체생리반응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다(Chung et al., 2006). 그런데 실제 조선업의 재해율

이 상당히 높으므로 조선업 작업장을 현장방문하여 물

리, 화학적 작업환경 유해요인들로부터 작업자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용 보호복의 착의실태와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Table 4>에 의하면 조선업

공정별로 착용하는 산업용 보호복은 용접복, 사상복,

도장복의 3종이며, 취부공정은 일반 작업복을 주로 착

용하였다. 용접복은 대부분 가죽 소재로 상의는 밴드

칼라로 목까지 감싸는 형태이며, 하의는 오버롤 형태

였다. 가죽 소재는 용접작업시의 복사열 때문에 많이

착용하지만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가죽이 땀을 흡수하게

되면 경화되어 뻣뻣해지므로 작업자의 움직임이 제약

을 받게 된다. 더욱이 여름에는 철판을 사용하는 조선

업 작업장이 상당히 고온이므로 에어조끼까지 착용하

게 될 경우 작업부하량이 훨씬 많아지므로 작업피로도

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가죽 용접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의 혼

방 소재는 가볍고 방열성도 좋은 편이나 강도가 다소

약하며, 무엇보다 고가이므로 영세한 중소 조선업체의

특성상 고가의 용접복 착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용접복도 가죽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죽 이외에 아라미

드 소재로서 자켓 형태의 검은색 용접복이 있는데, 가

죽 용접복에 비해 가벼우나 얇은 편이어서 피복성이

다소 떨어진다.

사상복은 용접한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

딩 작업시 착용하는 의복이다. 소재는 데님을 주로 사

용하는데 상의는 후드가 달린 점퍼 형태이고 손목은

고무편으로 되어 있으며 반사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하의는 오버롤 형태이며 바짓부리 역시 고무편 형태로

되어 있다. 사상공정은 그라인딩시 발생하는 쇳가루

분진이 의복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

로 조직이 치밀하면서 그라인딩 과정에서 튀는 불꽃에

어느정도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을 가진 데님 소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다소 무거운 편이며 중금속 분진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교적 조직이 치밀한 방염

면을 부분적으로 이중처리 한다면 사상복의 보호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장복은 주로 나일론 소재를 착용하는데 유기용제

방어력뿐만 아니라 투습방수성이 큰 문제가 된다. 도

장작업시 많이 노출되는 유기용제는 피부 접촉면적과

접촉시간에 따라 상당량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Kim et al., 1997)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복으

로서 유기용제 방어력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도장복은 한,

두번 착용하는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가격이 아주 저렴

해야 하므로 성능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기 매우 어

렵다. 하지만 도장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경우

도장복은 전신을 보호해야 하는 피복성은 물론 유기용

제 방어력이 우수한 소재여야 한다. 조선소 현장에서

주로 착용하는 도장복은 나일론 소재가 대부분으로 오

버롤 형태이며,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허리, 손목, 바짓

부리에 고무밴드를 사용하였다. 나일론 도장복 이외에

부직포 도장복도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붓 도장작업시

일부 착용하는 것으로 나일론 도장복과 비슷한 형태이

며 공기투과도가 좋은 편이지만 피복성은 다소 떨어지

는 편이었다.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협력업체의 비중이

크므로 작업자의 교체가 잦은 편이며, 교체 주기도 짧

으므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이 약한 편이다. 뿐만 아

니라 사업주나 작업자 모두 보호복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고 더욱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보호복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작업자의 안전 측면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용 보호복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착의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별 산업용 보호복과 안전보호구의 착의실태에 대

하여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작업자는 전체적으로 남성이 많았으나 도장작업의 경

우 다른 공정에 비해 여성작업자가 많았는데 이는 붓

도장작업 같은 세밀한 작업에 여성이 더 적합하기 때

문이며, 힘든 작업으로 알려진 용접공정에 여성작업자

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호복의 착용비율을 살

펴보면 공정별 산업용 보호복의 착용비율은 용접복의

경우 73.3%, 사상복은 66.7%, 도장복은 60.1%가 착용

하였다.

취부공정은 가 용접시 불꽃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데

도 불구하고 65.9%가 일반 작업복을 착용하였고, 26.8%

는 방열앞치마 같은 부분보호복을 착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소 취부작업자들이 착용하는 일반 작업복은

내열성이 강화된 소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조선업 작업장에서 보호복만으로

는 신체 전부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안전보호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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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살펴보면 안전모는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착용하였으며, 공정별

로 착용하는 안전보호구의 종류가 차이가 있었다. 용접

공정의 경우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보안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였고, 방열후드를 착용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비해 안전모의 착용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상공정에서는 방진마스크와 각반, 보호장갑의 착용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중금속 분진 때문으로 생각된다

. 도장공정의 경우 방독마스크의 착용비율이 높았는데,

용접과 사상공정에서 방진마스크 착용비율이 높은 것

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호복의 착용비율이 가장 낮

은 취부공정의 경우 보안경, 각반, 보호장갑의 착용비

율이 비교적 높았다. 결과적으로 공정별 위험요인이 다

르므로 착용하는 안전보호구의 종류도 차이가 나지만

신체보호를 위하여 산업용 보호복과 함께 적절한 안전

보호구의 착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4. Types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in shipbuilding workshops

Type Image Material Form and Details

Welding 

clothing

Leather

clothing wt.: 3,100g

Top

Jacket type/ Band collar/ Envelope pocket/

Snap closure/ Velcro closure/ Wrist adjustment 

band/ Sky blue

Bottoms
Overalls/ Envelope pocket/ Bum pad/

Ankle adjustment band

Oxidant carbon/

p-aramid

clothing wt.: 2,012g

Top

Jacket type/ Stand collar/ Zipup closure/

Snap closure/ Patch pocket/ Elbow pads/

Rib-support trim/ Reflective tape/ Green

Bottoms
Overalls/ Patch pocket/ Bum pad/ Knee pad/ 

Ankle adjustment band

p-aramid

clothing wt.: 819g

(top only)

Top
Jacket type/ Band collar/ Snap closure/

Wrist adjustment snap/ Left arm pocket/ Black

Grinding 

clothing

Denim 

clothing wt.: 2,732g

Top

Jumper type/ Stand collar/ Zipup closure/

Snap closure/ Flap pocket/ Rib-support trim/

Attached hood/ Reflective tape/ Blue

Bottoms
Overalls/ Envelope pocket/ Forward set pocket/ 

Rib-support trim

Painting 

clothing

 Nylon

clothing wt.: 283.5g

weave: plain

thickness: 0.12mm

permeability

(77g/m
2
·h)

Overalls

Overall-type/ Hood/ Zipup closure/

Waist rubber band/ Wrist rubber band/

Ankle rubber band/ Hip patch pocket/ Navy

Nonwoven fabric

clothing wt.: 255g

SMS structure

thickness: 0.41mm

permeability

(135g/m
2
·h)

Overalls
Overall-type/ Hood/ Zipup closure/

Wrist rubber band/ Ankle rubber band/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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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공정별 산업용 보호복의 착의성능 비교

조선업 작업장의 유해작업현장에서 착용하는 산업

용 보호복의 최적화 설계를 위하여 현재 착용하는 보

호복의 착의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공정별 보호복의 착의성능 만족도를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각 공정별 평균값의 차이를 사

후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에 의하면 모든

착의성능 만족도에서 공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으며, 용접과 도장공정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착의성능 중 투습성이 p<.001의 수준에서 공

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보호성, 피복성, 압박

감, 무게감은 p<.01의 수준에서, 활동성은 p<.05의 수

준에서 공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용

접공정의 경우 무게감, 투습성, 활동성, 압박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사상공정에서는 투습성과 무게감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도장공정에서는 투습성, 보

호성, 피복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부공정에서는 비교적 불만이 적은 편이었는데 이는

다른 공정에 비해 작업환경과 작업강도가 차이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의복의 쾌적성은 단순한 물리적인 성질이 아니라 개

개인이 감지하는 복합적인 느낌으로 신체활동, 체온조

절, 동작적응, 신체보호 및 촉감 등이 만족스럽게 느껴

지는 상태이다(Kweon et al., 2003). 그러나 작업장의 작

업환경, 공정특성, 작업강도, 착용의복 등에 따라 느끼

는 쾌적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용 보호복은 착용쾌

적성을 유지하면서 신체보호는 물론 작업능률의 향상

과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의복의 쾌

적성에는 압박감 및 운동기능성에 기인하는 운동기능

적 쾌적성과 축축함, 끈적임, 무더움 등 열, 공기, 수분

이동특성에 의한 생리적 쾌적성 및 매끈함, 부드러움

등 섬유의 표면특성에 기인하는 감각적 쾌적성이 있다

(Hukasaku & Niwa, 1984).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 활동

정도, 의복의 열저항성 등 세가지 인자가 영향을 미친

다(Fanger, 1973). 따라서 작업장의 주변환경과 작업내

용 그리고 착용한 작업복에 따라 느끼는 쾌적성에 차

이가 있다. 물론 이때의 쾌적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착

용의복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심리

적인 것이다(Vokac et al., 1972). 그리하여 현재 공정별

Table 5. Actual wearing conditions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according to work process    (N* (%))

Items
Welding

(n=45)

Grinding

(n=30)

Painting

(n=46)

Fitting

(n=41)

Gender
Man

Woman

 40 (88.9)

 5 (11.1)

 28 (93.3)

 2 ( 6.7)

 34 (73.9)

 12 (26.1)

 38 (92.7)

 3 ( 7.3)

Wearing

w/Protective clothing

Partial protective clothing

General working clothes

 33 (73.3)

 6 (13.3)

 6 (13.3)

 20 (66.7)

2 ( 6.7)

 8 (26.7)

 28 (60.1)

 10 (21.7)

 8 (17.4)

 3 ( 7.3)

 11 (26.8)

 27 (65.9)

Safety equipment*

Safety helmet

Protective goggle

Protective mask

Dust respirator

Cartridge respirator

Protective glove

Gaiter

 40 (88.9)

 25 (55.6)

 33 (73.3)

 36 (80.0)

 11 (24.4)

 40 (88.9)

 27 (60.0)

 27 (90.0)

 13 (43.3)

 16 (53.3)

 23 (76.7)

 4 (13.3)

 19 (63.3)

 23 (76.7)

 43 (93.5)

 26 (56.5)

 9 (19.6)

 23 (50.0)

 33 (71.7)

 16 (34.8)

 34 (73.9)

 38 (92.7)

 34 (82.9)

 10 (24.4)

 18 (43.9)

 4 ( 9.8)

 25 (61.0)

 28 (68.3)

*Multiple response

Table 6. Wearing performance satisfaction of industrial protective clothing according to work process

Performance Welding Grinding Painting Fitting F value

Protection

Activity

Covering

Permeability

Pressure

Heaviness

 2.65 B

 2.52 C

 2.83 AB

 2.49 C

 2.60 C

 2.25 C

 3.04 A

 2.86 AB

 2.95 A

 2.61 B

 2.96 B

 2.79 BC

 2.39 C

 2.73 B

 2.55 B

 2.37 C

 2.79 BC

 3.19 A

 2.93 AB

 2.91 A

 2.91 A

 3.01 A

 3.05 A

 2.98 B

 4.53**

 2.89*

 4.62**

 6.25***

 4.47**

 4.03**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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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보호복의 착용시 느끼는 종합적 쾌적성에 대해

불만족을 1점, 만족을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

로 비교하고 공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에 의하면 전체적

으로 생리적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감각적 쾌적성, 운동기능적 쾌적성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흡수성은 공정의 종류에 관

계없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공정별로 투습성은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압박감

과 착탈감은 p<.01 수준에서, 운동기능성과 재질감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운동기능

적 쾌적성 중에서 압박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

게 나타난 것은 착용하고 있는 보호복의 종류에 상관

없이 의복으로 인한 압박감이 거의 없는 것이며, 용접

복의 경우 운동기능성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보호복

자체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땀이 배면 더욱 무게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투

습성은 용접복과 도장복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이

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재질감에 대한 만족도도 용접복이 가장 낮아 작업환경

이 열악한 조선업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산업용 보호복

가운데 착의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용접복이었으며,

사상복과 도장복도 불만족한 착의성능을 개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성장 1위의 국내 주력산업이지만 열악한 작업환경

과 복잡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작업공정이 복잡하여 표준화가 어려운 조선업 작업장

에서 공정별 작업환경요인의 유해정도를 파악하고, 산

업용 보호복과 안전보호구의 착의실태와 문제점을 살

펴본 후, 공정별로 현재 착용하는 보호복의 착의성능

과 종합적 쾌적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업의 재해율은 전산업의 1.72배로 매우 높다.

이는 수주량 증가에 따른 작업강도 증가와 열악한 작

업환경 및 협력업체의 비중이 높은 복잡한 산업구조

때문이다. 공정별 작업환경은 용접공정의 경우 고온·

고열, 흄, 유해화합물, 자외선 등의 유해도가 컸고, 사

상공정은 흄, 중금속, 분진 등의 유해도가 컸으며, 도장

공정의 경우 유해화합물, 유기용제, 흄 등의 유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세에 대한 RULA와 REVA

평가결과 용접, 사상, 도장공정의 작업부하수준이 모

두 3단계 이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계속적인 관찰

과 아울러 작업자세를 자주 바꾸어주는 조치가 필요함

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공정별 산업용 보호복의 착용비율은 용접복의 경

우 73.3%, 사상복은 66.7%, 도장복은 60.1%가 착용하

였고, 취부작업자들은 대개 일반 작업복이나 부분보호

복을 착용하였다. 용접복은 거의 가죽인데 무거울 뿐

만 아니라 흡수된 땀의 투과성이 아주 나쁘며, 여름에

는 에어조끼까지 착용하므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

사상복은 주로 데님 소재인데 그라인딩시 발생하는 쇳

가루 분진이 가장 큰 문제였고, 도장복은 나일론으로

유기용제 방어력과 투습성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작

업 중 피해를 많이 입는 손상부위는 용접 작업자의 경

우 손과 얼굴 손상이 많았고, 사상작업자는 다리와 손

의 손상이 많았으며, 도장작업자는 피부와 신체 전부

가 손상을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전부를 커버

하는 보호복이 필요하였다.

3. 공정별로 흡수성 이외의 착의성능 만족도에서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용접과 도장공정의 만

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용접공정의 경우 무게감,

활동성, 투습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사상공정에서

Table 7. Comparison of wear sensation and overall comfort according to work process

Overall comfort  Welding Grinding Painting Fitting F value

Movement comfort
Pressure  3.23 C  3.55 AB  3.45 B  3.71 A  4.19**

Functional movement  2.51 C  2.80 B  2.86 B  3.01 A  3.25*

Physiological comfort
Absorbency  2.33  2.47  2.23  2.60  1.98

Permeability  2.37 C  2.74 B  2.25 C  2.92 A  6.24***

Sensory comfort
Put on/take off  2.90 AB  2.96 AB  2.67 B  3.14 A  4.10**

Texture  2.39 C  2.74 B  2.62 BC  3.05 A  3.06*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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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습성과 무게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도장공

정에서는 투습성, 보호성, 피복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보호복 착용시 느끼는 종

합적 쾌적성은 생리적 쾌적성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

음 감각적 쾌적성, 운동기능적 쾌적성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흡수성은 공정의 종류에 관계없이 만족

도가 가장 낮았으며, 공정별로 투습성은 p<.001의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압박감과 착탈감은

p<.01 수준에서, 운동기능성과 재질감은 p<.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조선업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업용 보호복의 착용이 중요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용접, 사상, 도장작업자들의

보호복 개발 및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산업용 보호복의 개발을 위한 후속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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