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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and sensibility of work clothes materials developed that took into

account the work environment of major industrial settings, for which a selection was made according to

spring/autumn use and winter us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existing and test weaving of the work clo-

thes materials were compared after the test weaving of work clothes materials through material design,

which altered the yarn count, composition, weave and density of material. To evaluate sensibility of work

clothes materials subjectively, seven ranks' semantic differential scale questions were developed with polar

adjective pairs. The test weaving of work clothes materials showed improved performance (such as tensile

strength, dimensional change, water vapor permeability, and color fastness) compared to the existing mate-

rials. The common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cumulative variance for the

spring/autumn use and winter use was 71.19% and 69.53%, respectively.

Key words: Work clothes materials, Work environment, Physical properties, Sensibility, Subjective evalua-

tion; 작업복 소재, 작업환경, 물리적 특성, 감성, 주관적 평가

I. 서 론

지난 10여년간 산재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산업발

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

의 생산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제조업 대비 27.3%이

며, 종업원 수는 92만 5,000여 명으로 34.2%(Industrial Sta-

tistics Analysis System, 2014)를 차지하는 자본재 산업이

지만, 산업재해율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

다. 이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환경유해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환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공정이 복

잡해질수록 작업환경의 유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

재해도 증가하게 되나, 특수한 작업 이외에는 작업환경

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산업구

조가 복잡할수록 작업공정에 적합한 작업복의 착용은

산업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작업환경

가운데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나 작업 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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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작업

복이므로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복지향상 측

면에서 작업복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Park,

1989).

작업복은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에 대한 신체 보호,

소속감, 쾌적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Ashdown & Watk-

ins, 1996), Lee et al.(2004)은 작업복에 기능성, 상징성

및 심미성의 성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작

업복을 쾌적하게 착용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는 작업

복의 형태 구성, 작업동작 특성, 작업자의 연령, 성별, 건

강, 활동 등 신체적 특성과 환경조건이 있다(Rosenblad,

1985). 그리고 착용한 작업복에 따라 느끼는 쾌적감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때의 쾌적감은 주어진 환경에서 착용

한 의복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심리

적인 것이다(Vokac et al., 1972). 작업복은 이러한 쾌적

한 착용감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능률을 향상

시키고, 안전하며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므로

기능성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작업복 소재가 중요하며,

특히 작업복에 점차 요구가 증대되는 심미성 향상을 위

해 감성기반의 작업복 소재 개발은 매우 의미가 있다.

Bae et al.(2010)은 국내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

업 종사자들의 작업복 착의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공정별 유해요인이 다양하고 유

해도가 큰 편이지만 특수 작업 이외에는 대개 일반 작업

복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

이 일반 작업복의 착의성능은 흡수성, 투과성, 활동성,

무게감 등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작업복의 착용감과 종합적 쾌적감을 비교한 결과, 생리

적 쾌적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감각적 쾌적

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작업복 소재의 성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복 소

재에 관한 연구는 일회용 작업복 소재 연구(Shin et al.,

2003; Shin, 2004; Shin et al., 2007)와 건설현장 작업복

소재 연구(Kim & Kim, 2008, 2011) 정도가 있는데, 그

동안 작업복 관련 연구는 산업분야의 실태 및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에 치중하여 현장의 문제점은 충실히 제기

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이 고려된 작업복 특

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작업자들

의 착의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업복 소재를 설계하고 그 특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작업복 소재에 대한 KS규격(KS K 2612:2014)을 보

면 조성 섬유별로 면직물(C형) 3종, 면혼방 직물(P/C형)

4종, 레이온 혼방 직물(P/R형) 10종으로 품질 기준이 구

분되어 있다. 이는 산업의 유형이나 작업환경 특성과 관

계없이 정해 놓은 것이므로 작업환경을 고려하면서 심

미성이 증대된 작업복 소재 개발을 위해 착용감과 관련

되면서 촉감과 시각을 통한 감각적인 성능이 포함된 주

관적 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and(1964)에 의

하면 직물의 주관적인 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측

정의 신뢰도와 민감성인데 이를 높이기 위하여 대립어

인 양극단 형용사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주관적 태 평

가에서 부정어를 사용하는 의미미분척도보다 대립어를

사용하는 의미미분척도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한 Kim

and Lee(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작

업자들의 작업복 착의실태 결과(Bae et al., 2010)를 토

대로 성능이 향상되고 착의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

복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업복 소재를 설

계하였다. 이를 통해 시직한 소재와 기존 소재의 비교

를 위해 현재 국내 주력산업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작업복 소재 가운데 춘추복용 및 동복용 소재를 1종씩

선택하였다. 시직한 소재는 기존 작업복의 착의성능 불

만족 요인을 고려하여 직물의 조성, 밀도, 조직, 실의 굵

기 등을 변화시킨 소재 설계를 통해 시직하고 후처리 가

공한 후,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작

업복 소재의 주관적인 감각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양

극단 형용사를 사용하여 개발(Kim & Lee, 1997a)된 의

미미분척도를 이용하여 직물의 주관적 태를 평가하였

다. 이를 토대로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작업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II. 실 험

1. 시료

작업복 소재는 춘추복용과 동복용으로 나누어 시직

(test weaving)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기존 소재는 KS K

2612(Korean Industrial Standards, 2014)에서 제시된 면혼

방 소재(PET/Cotton, P/C type) 중 춘추복용은 P/C(40/60),

동복용은 P/C(65/35)를 참조하여 현재 주력산업현장에

서 착용하는 기존 작업복을 선택하여 소재 분석하였다.

<Table 1>은 기존 작업복 소재의 특성이고, <Table 2>는

소재 설계에 의해 시직한 소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Se/We는 춘추복용과 동복용의 기존 소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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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타내는 것이고, St/Wt는 춘추복용과 동복용의 시직

한 소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재의 조성을 살펴보면, 기

존 소재는 경, 위사 모두 면혼방사를 사용한 반면, 시직

한 소재는 경사에 쿨론을 사용하고 위사에는 코머사를

사용하여 교직을 하였다. 경사에 사용한 쿨론은 인체와

의복 사이의 접촉 방식을 기존의 표면 터치가 아닌 점

터치 방식을 채택하여 접촉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상쾌한 촉감을 가지도록 하며, 흡한속건 기능을 가진

폴리에스터 기능사이다(Cho, 2006). 그리하여 춘추복용

은 150d, 동복용은 300d의 쿨론 원사를 사용하였다. 위

사에는 면사로서 춘추복용은 30S 단사, 동복용은 2합사

의 compact combed yarn으로 만든 20S 굵기의 코머사

를 사용하였다. 소재의 조직은 2/2 능직으로 제직하였다.

춘추복용은 기존 소재에 비하여 PET보다 무거운 면의

함량이 적으며, 밀도가 증가하였으나 실의 굵기가 더 가

는 원사를 사용하므로써 무게를 감소시켰다. 동복용은

춘추복용과 같은 종류의 원사를 사용했으며 실의 굵기

와 밀도를 변화시켜 제직하였다.

이렇게 시직한 원포에 대하여 신징과 호발, 정련 및

머서화 가공을 한 후, 원단 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195
o

C

텐터에서 60초 동안 열 고정하였다. PET는 분산염료로

130
o

C에서 염색하였고, 면은 견뢰도 향상을 위해 반응

성 염료로 60
o

C의 저온에서 염색하는 2욕 염색을 실시

한 후, 195
o

C 텐터에서 60초 동안 열 고정하였다. 후처

리 가공은 샌퍼라이징에 의한 면의 방축가공, 탄화불소

에 의한 발수가공, 방염 및 항균가공, 대전방지가공 및

습식방수가공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1) 작업복 소재의 물리적 성능 평가

작업복은 내구적 성능이 중요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래브법에 의한 인장강도 및 신도(KS K 0520:

2015)를 측정하였다. 염색물의 내구성은 일광견뢰도(KS

K ISO 105-B02:2010), 땀견뢰도(KS K ISO 105-E04:

2010), 마찰견뢰도(KS K 0650:2011)를 비교하였다. 위생

적 성능은 착용감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기

존 작업복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

이 위생적 성능이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워터법에

의한 투습도(KS K 0594:2013)와 발수도(KS K 0590:

2013) 및 수압법에 의한 내수도(KS K ISO 811:2015)를

측정하였다. 그동안 작업복의 기능성에 주로 신경을 썼

으나 사회가 변화하고 의복이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심

미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브러

시 스펀지법에 의한 필링성(KS K 0501:2010), 세탁과 건

조(KS K ISO 6330:2011)에 의한 치수변화율(KS K ISO

5077:2014)을 측정하였으며, 작업장 내 환경오염으로 인

하여 작업종류에 따른 오염원이나 오염 정도가 다양하

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탁에 의한 염색견뢰도(KS

K ISO 105-C06:2014)를 측정하였다.

2) 작업복 소재의 주관적 태 평가

착용감과 관련된 감각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30cm

×30cm의 자극물을 시각 및 촉감을 사용하여 충분히 관

찰시킨 후, 양극단 감각형용사의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Table 1. Characteristics of existing work clothes materials

Materials*
Composition (%) Density (threads/in

2
)

Weave Weight (g/m
2
) Thickness (mm)

PET Cotton Warp×Weft

Se 41.6 58.4 96×62 1/2 twill 203.3 0.347

We 63.2 36.8 120×60 1/2 twill 240.7 0.398

*Se/We: existing materials for spring (autumn)/winter

Table 2. Characteristics of test weaving of work clothes materials

Materials*

Warp Weft Density (threads/in
2
)

Weave Weight (g/m
2
) Thickness (mm)Yarn count/

composition (%)

Yarn count/

composition (%)
Warp×Weft

St PET 150d/61.3 Cotton 30S/38.7 140×84 2/2 twill 175.0 0.311

Wt PET 300d/61.7 Cotton 20S/38.3 90×70 2/2 twill 243.1 0.378

*St/Wt: test weaving of spring (autumn)/wint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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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는 의류학 전공의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모두 162명이

며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의미미분척도에 사용한 감

각형용사는 선행연구(Kim & Lee, 1997a)에서 개발된 대

립어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8종의 평가척도에서 왼쪽

단어에 가까우면 1에 가깝게, 오른쪽 단어에 가까우면 7

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였고, 요인추출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결

정하였으며,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의 신뢰성은 Cronbach's α값으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작업복 소재의 물리적 성능

국내 주력산업현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작업복을 제

작하고 착의평가를 통한 최적의 작업복을 개발하기 위

해 작업복의 착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재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ae et al.(2010)에 의하면 주

력산업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특수 작업 이외

에는 대개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착

용 작업복은 흡수성, 투과성, 활동성, 무게감 등의 성능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특히, 흡수성, 투습성

등에 의한 생리적 쾌적감과 신축성, 질감 등에 의한 감

각적 쾌적감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복

소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춘추복

용(St)과 동복용(Wt)의 시직 소재를 직접 설계하였으며,

소재 성능 비교는 KS K 2612에서 제시한 면혼방(P/C

type) 소재의 기준치를 참조하였다.

<Fig. 1>은 작업복 소재로서 가장 중요한 내구적 성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장강도와 신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 소재에 비하여 시직한 소재의 강

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사 방향의 강도가 크게 증가

하였다. 춘추복용의 경우, 기존 소재에 비해 경사 방향

의 인장강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PET의 혼용률이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춘추복용의 경사 방향 신

도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소재의 경우 경, 위

사 모두 면혼방사이지만, 시직한 소재는 경사에 PET, 위

사에 면사를 사용한 교직이므로 특히 경사 방향의 신도

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복용의 경우, 시직한

소재의 경사 방향 인장강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위사

쪽은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인 인장강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시직한 소재는 교직으로 인해 경사 방향 신도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위사 방향 신도는 다소 감소하여 전

체적으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춘추복용

시직 소재의 인장강도 증가는 PET 혼용률의 증가 때문

이며, 신도 증가는 경, 위사 다른 실을 사용한 교직에 의

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섬유의 내수도는 수압에 노출되었을 때 견디는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Fig. 2>에 의하면 기존 소재와 시

직한 소재 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KS K 2612에

서 본 실험의 참조 소재로 선택한 춘추용의 P/C 215와,

동복용의 P/C 235의 경우 모두 내수도 기준이 18cm인데

반해 기존 소재와 시직한 소재 모두 춘추용은 29.5cm,

동복용은 35.5cm의 내수도를 나타내어 기준치에 비해

내수도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작

업복 소재의 착의성능 중 가장 불만족 요인이 투습도였

다(Bae et al., 2010). 대개 작업을 하게 되면 땀에 의해

젖은 의복이 내의나 피부 표면에 달라붙는 등 의복의

부가적인 마찰이 작업 시 인체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므

로(Nielsen, 1991)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Fig. 3>에

의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시직한 소재의 투습도가 향상

되었으며, 특히 동복용 소재의 투습도가 더 많이 향상되

었다. 이는 시료를 제직한 후, 투습방수가공을 하므로써

Fig. 1.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work clo-

the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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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습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투습도의 향상으로

작업복의 생리적 착용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에 따라 오염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작업복의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한 염색견뢰도가 중요한 성능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작업복 소재로 시직한 PET/Cotton

(P/C)을 2욕 염색한 후 일광, 세탁, 땀, 마찰견뢰도를 살

펴보았다. 이때 KS K 2612의 작업복 감에서 제시된 (P/

C) type 소재 염색에서 보통 염색이 아닌 견뢰 염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기존 소재와 시직한 소재의 염

색견뢰도를 측정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일광견뢰도는 KS K 2612의 (P/

C) type 소재의 경우, 견뢰 염색 기준이 5등급이고, 보통

염색 기준은 4등급인데 기존 소재와 시직한 소재 모두

계절과 관계없이 4등급 이상으로 나타나 견뢰 염색 기

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보통 염색 기준에는 일광에 안

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야외에서만

작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광에 의한 염색견뢰도가

안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탁견뢰도의 경우, 변퇴 및

오염에 대하여 KS K 2612의 (P/C) type 소재 기준이 4등

급인데 모든 시료가 4등급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세탁

에 의한 변퇴 및 오염에 매우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땀견뢰도의 경우, 용액의 성질과 관계없이 변퇴

에 대해 4~5등급의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나 오

염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등급을 보였다. 마찰견뢰도는

건조 시 기존 시료에 비해 시직한 시료의 견뢰도가 향상

Fig. 2. Resistance to water penetration of work clo-

thes materials.

Table 3. Color fastness of work clothes materials

Color fastness (level) Se St We Wt
KS K 2612*

Fast dyeing General dyeing

Light Color change above 4 above 4 above 4 above 4 5 4

Laundering

Color change 4-5 4-5 4-5 4-5 4 4

Stain
W/PET 4 4-5 4-5 4

4 3
W/Cotton 4-5 4-5 4-5 4

Perspiration

Acidic

Color change 4-5 4-5 4-5 4-5 4

-

Stain
W/PET 3-4 4 4-5 4

4
W/Cotton 3-4 3-4 4-5 4

Alkaline

Color change 4-5 4-5 4-5 4-5

-
Stain

W/PET 3-4 4 4-5 4

W/Cotton 3-4 3-4 4-5 3-4

Rubbing
Dry 4 4-5 4 4-5 4 4

Wet 3 4 4 3 3 3

*(P/C) type of work clothes materials in KS K 2612

Fig. 3. Water vapor permeability of work clothes ma-

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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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매우 안정성이 있으며, 습식 시 동복용 시직 소재의

마찰견뢰도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참조 소재의 기준치

이상이었다. 결국 기존 소재보다 시직한 소재의 염색견

뢰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KS K 2612 (P/C) type

참조 소재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복의 기본 요구 성능인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

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므로 작업복 소

재에 대한 외관적 성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치수변화율

과 필링성 및 발수도를 살펴보았다. <Table 4>에 의하면

KS K 2612의 작업복 감에서 제시된 (P/C) type 소재는

치수변화율이 ±3%인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계

절에 관계없이 치수변화율이 작아 치수안정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직한 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치수안정성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과정

에서의 수축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큰 사이즈 작업복을

착용함으로써 움직임이 불편하고 작업피로를 가중시키

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치수가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능이다. 필링성은 참조 시료의 경우 3등

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직한 소재는 모두 4.5등급

으로 필링성이 매우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외관적

성능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발수도는

소재 표면의 젖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춘추복용은 기준

치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동복용은 기준치 이상의 발수

도를 나타내어 작업복 표면이 쉽게 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시직한 소재의 물리적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작업복 소재의 주관적 태 평가

의복의 성능을 평가할 때 직물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

니라 시감이나 촉감에 의해 평가되는 관능적인 특성도

중요하다(Kim & Lee, 1996).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일

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품질의 평가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능평가를 통한 직물의 태

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Kim & Lee, 1997b). 그런데

Brand(1964)는 양극단 형용사가 기본적인 감각의 조화

를 잘 표시한다고 하여 주관적인 태 평가를 위해 1차 감

각표현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양극단 형용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Winakor et al.(1980)은 감각

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

로 양극단 형용사를 사용한 의미미분척도법을 제시하

였다. Kim and Lee(2004)는 의류 소재의 주관적 감각 평

가 시 양극단 형용사를 사용하는 대립어 척도가 부정어

척도보다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Kim & Lee, 1997a, 1997b)에서 개발된 의미미분

척도를 이용하여 기존 작업복 소재와 시직한 작업복 소

재의 태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감각이미지를 평가하였

다. 평가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립어의 감각이

어느 쪽도 아니면 4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Fig. 4>는 춘추용 기존 소재(Se)와 시직한 소재(St)

의 감각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기존 소재에 비하여 시직한 소재는 섬세하고,

미끄러우며, 유연하고, 투박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흐

물거리며, 가볍고, 부드러우며, 얇고 야들야들하면서 휘

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직한 소재는 기존 소재와 달

리 경사에 150d의 쿨론사를 사용하므로써 PET 혼용율

이 증가하였고, 위사에는 면사로서 30S의 치밀한 코머

사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 소재보다 가벼우면서 부드

럽고 유연한 소재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Fig. 5>는 동복용 소재의 감각이미지 평가치를 나타

낸 것이다. 동복용 소재는 기존 소재(We)와 시직한 소

재(Wt)의 조성은 비슷하나 경사는 300d의 쿨론, 위사는

20S의 코머사를 사용하였다. 이를 보면, 기존 소재에 비

하여 시직한 소재는 섬세하고, 미끄러우며, 유연하고, 따

뜻하며, 투박하지 않은 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좀 더 부

드럽고, 얇으며, 촉촉하면서 야들야들하고 약간 휘감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절에 관계없이 기존 소재에

비해 시직한 소재의 감각이미지는 더 부드럽고 유연하

며 투박하지 않으면서 가벼우며 야들야들한 감각을 가

Table 4. Appearance performance of work clothes materials

Items Se St We Wt KS K 2612*

Dimensional change (%)
Warp −0.8 −0.5 −0.8 −0.4 ±3

Weft −0.5 −0.3 −2.0 −0.3 ±3

Pilling resistance (grade) −4.5 −4.5 −4.0 −4.5 above 3

Resistance to surface wetting (grade) −3.0 −3.0 −5.0 −4.0 4

*(P/C) type of work clothes materials in KS K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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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로 나타났다. Adams et al.(1994)에 의하면 작업

복 소재의 강연성이 강하면 동작에 따라 굽혀지지 않는

등 신체 움직임에 저항하여 부가적인 힘이 들게 되고,

운동성의 제한이 생겨 작업자의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

고 하였으므로 시직한 소재의 태 평가가 작업복 소재로

서 신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

Fig. 4. Subjective ratings of spring/autumn work clothes materials.

Fig. 5. Subjective ratings of winter work clothes materials.

– 784 –



주력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작업복 소재의 특성 및 감성 연구 145

로 나타났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직한 소재에 대하여 18개

의 감각이미지 평가척도에서 공통 요인을 추출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값(Eigen value)

이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직물

의 역학적 특성과 관련된 언어로서 각 구성요소의 태를

표현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대표 용어를 명명하였다. 추

출된 요인은 춘추복용 소재의 경우 5개, 동복용 소재의

경우 4개 추출되었다. 이들 요인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값으로 검증하였는데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

내 척도들이 동질성이 있는 것끼리 묶였음을 알 수 있

다.

<Table 5>는 춘추복용 소재의 태 평가치로 표면 특성,

드레이프성, 밀도감/온냉감, 무게감, 탄력성의 5개 요인

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71.19%로서

직물의 주관적 태를 비교적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요인 1은 직물 표면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요

철이나 거침성과 관련된 표면 특성이다. 여기에는 까실

까실하다/미끄럽다, 거칠다/섬세하다, 뻣뻣하다/유연하

다, 투박하다/투박하지 않다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값

은 4.73이고, 전체분산은 33.61%를 차지하였다. 직물의

표면 특성은 피부에 직접 접촉할 때 느껴지는 감각으로

거의 모든 용도의 직물 태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난다(Hong et al., 1994; Kim & Lee, 1997a;

Park & Ryu, 1999). 따라서 작업복 소재 개발 시 표면 특

성이 가장 중요한 감각임을 알 수 있다. 요인 2는 야들

야들하다/짱짱하다, 흐물거리다/바삭거리다, 휘감기다/

휘감기지 않다가 포함되어 직물의 유연성과 관련된 언

어로서 드레이프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43

이고, 전체분산은 10.29%를 차지하였다. 이 요인은 직물

조직과 밀도, 실의 굵기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표면 특성에 이어 시직 소재에서 중요한 감각

이미지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촘촘하다/

성글다, 질기다/약하다는 밀도감으로 표현하였고, 차갑

다/따뜻하다는 온냉감으로 나타내었는데 촘촘한 것을

차갑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유값은 1.82이며, 전

체분산은 10.22%를 차지하였다. 요인 4는 가볍다/무겁

다, 얇다/두껍다가 포함되어 무게감으로 나타내었으며

고유값은 1.39이고, 전체분산은 9.90%를 차지하였다. 시

직한 소재에 대해 더 가벼워지고 얇아진 것으로 평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5는 탄력 있다/탄력 없다, 신축

성 있다/신축성 없다로서 고유값은 1.14이고, 전체분산

은 7.17%를 차지하였으며, 탄력성과 신축성을 비슷한

감각으로 평가하였다.

<Table 6>은 동복용 소재의 태 평가치로 표면 특성, 탄

력성/드레이프성, 밀도감, 습윤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

되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69.53%로서 직물의 주

관적 태를 비교적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 Factor analysis of spring/autumn work clothes materials

Factors Polar adjective pair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urface

properties

Kachilkachilhada/Mikurupda (haggard/slippery) .880

4.73
33.61

(33.61)
.84

Goechilda/Sumsehada (tough/delicate) .801

Butbuthada/Yooyunhada (stiff/flexible) .700

Toobakhada/Toobakhajianda (rough/non-rough) .632

Drapability

Yadulyadulhada/Changchanghada (soften/strong) .867

2.43
10.29

(43.90)
.79Humulgoerida/Basakgoerida (limp/crunch) .696

Whigamgida/Whigamgijianda (entwine/non-entwine) .627

Density/

Thermal character

Chomchomhada/Sunggulda (dense/loose) .812

1.82
10.22

(54.12)
.76Gilgida/Yakhada (durable/weak) .768

Chagapda/Tatuthada (cool/warm) .667

Sense of weight
Gabyupda/Moogupda (light/weighty) .873

1.39
09.90

(64.02)
.73

Yapda/Dookupda (thin/thick) .775

Elasticity

Talrukitda/Talrukupda (elastic/non-elastic) .875

1.14
07.17

(71.19)
.63Shinchooksungitda/Shinchooksungupda (stretchy/non-

stretchy)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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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요인 1은 직물 표면의 요철이나 거침성을

나타내는 언어와 관련된 표면 특성으로 고유값은 4.25이

고, 전체분산은 32.04%를 차지하였다. 춘추복용 소재의

태 평가에서 표면 특성에 포함된 감각이미지 이외에 부

드럽다/딱딱하다 척도와 음의 상관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평가자들이 동복용 소재이므로 거칠고 뻣뻣하며

투박하면서 딱딱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춘

추복용 소재와 마찬가지로 동복용 소재의 태 평가 시에

도 표면 특성이 제 1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작업복 소재

선택 시 표면 특성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인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인 2는 탄력 있다/탄력 없다, 신축

성 있다/신축성 없다, 야들야들하다/짱짱하다, 휘감기다/

휘감기지 않다의 감각이 포함되어 직물의 탄력성과 드

레이프성이 함께 관련된 특성으로 고유값은 2.08이고,

전체분산은 16.39%를 차지하였다. 춘추복용 소재의 경

우, 두 번째 감각요인이 드레이프성인데 반해, 동복용

소재는 태 평가 시 드레이프성과 함께 탄력성을 중요하

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3은 조밀도와 관련

된 감각으로 밀도감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1.39이

고, 전체분산은 12.64%를 차지하였다. 춘추복용 소재의

경우, 밀도감과 함께 온냉감이 분류되었는데 이는 촘촘

하다를 차가운 감각으로 인지한 것으로 생각하며, 동복

용 소재는 춘추복용 소재보다 성글어서 온냉감 요인은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4는 촉촉하다/보

송보송하다, 끈적거리다/끈적거리지 않다가 포함되어

직물의 수분 특성과 관련된 감각으로 습윤감이라고 명

명하였으며 고유값은 1.09이고, 전체분산은 8.46%를 차

지하였다. 춘추복용 소재의 태 평가 시에는 습윤감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복용 소재의 경우 끈적거리지 않

는 감각을 중요하게 인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작

업복 소재의 주관적 태 평가결과, 표면 특성, 드레이프

성, 밀도감, 탄력성 요인이 공통으로 도출되었으며, 여

기에 춘추복용 소재는 무겁지 않아야 하는 무게감이, 동

복용 소재는 끈적거리지 않아야 하는 습윤감이 태 평가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력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작업복 소재의 특성 및 감성 연구를 위해 직물

의 조성, 밀도, 조직, 실의 굵기 등의 변화에 의한 소재

설계를 바탕으로 작업복 소재를 시직한 후, 후처리 가

공하였다. 시직한 소재와의 비교를 위해 현재 주력산업

현장에서 사용 중인 춘추복용 및 동복용 작업복 소재

1종씩을 선택하여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때 기

준은 KS K 2612의 작업복 감 중 면혼방(P/C type) 소재

의 물성을 참조하였다. 아울러 작업복 소재의 감성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의미미분척도에 의한 감각이미

Table 6. Factor analysis of winter work clothes materials

Factors Polar adjective pair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urface

properties

Goechilda/Sumsehada (tough/delicate) .849

4.25
32.04

(32.04)
.85

Kachilkachilhada/Mikurupda (haggard/slippery) .846

Butbuthada/Yooyunhada (stiff/flexible) .809

Toobakhada/Toobakhajianda (rough/non-rough) .772

Boodrupda/Taktakhada (soft/hard) -.556

Elasticity/

Drapability

Talrukitda/Talrukupda (elastic/non-elastic) .814

2.08
16.39

(48.43)
.77

Shinchooksungitda/Shinchooksungupda (stretchy/non-stret-

chy)
.790

Yadulyadulhada/Changchanghada (soften/strong) .687

Whigamgida/Whigamgijianda (entwine/non-entwine) .590

Density
Gilgida/Yakhada (durable/weak) .815

1.39
12.64

(61.07)
.69

Chomchomhada/Sunggulda (dense/loose) .806

Wetness
Chokchokhada/Bosongbosonghada (moist/downy) .952

1.09
08.46

(69.53)
.63

Kunjukgoerida/Kunjukgoerijianda (sticky/non-sticky)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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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평가를 통해 직물의 주관적인 태 특성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절과 관계없이 기존 소재보다 시직한 소재의 경

사 방향 인장강도가 증가하였고, 신도도 증가하였다. 내

수도는 참조 소재의 기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였으나,

기존 소재와 시직한 소재 간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작업

복의 착의성능 중 가장 불만요인인 소재의 투습도는 계

절과 관계없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동복용 소재의 투습

도가 더 많이 향상되었다.

2. 시직한 소재의 일광견뢰도는 4등급 이상으로 나타

나 비교적 안정성이 있으며, 세탁견뢰도는 변퇴색에 대

해 4~5등급으로 기준 이상이었고, 땀견뢰도는 변퇴색에

대해 안정성이 있었으며, 오염에 대해 동복용 소재는 안

정성이 있으나, 춘추복용 소재는 다소 낮은 등급이었다.

마찰견뢰도는 건조 시와 습윤 시 모두 기준 이상이었다.

결국 기존 소재보다 시직한 소재의 염색견뢰도는 전반

적으로 향상되었고, 치수안정성과 필링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존 소재보다 시직한 소재는 더 부드럽고 유연하

며 투박하지 않으면서 가벼우며 야들야들한 감각이미지

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복 소재의 주관적 태 평

가결과, 표면 특성, 드레이프성, 밀도감, 탄력성 요인이

공통으로 도출되었으며, 여기에 춘추복용 소재는 무게

감이, 동복용 소재는 습윤감이 태 평가요인으로 추가되

었다.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춘추복용은 71.19%, 동복용

은 69.53%로서 직물의 주관적 태를 비교적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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