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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ological responses and subjective sensations were evaluated for wearing protective welding clothing

in consideration of the work environment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Experimental clothing was made of

oxidant carbon nonwoven fabric (SW2) and oxidant carbon/p-aramid blended fabric (SW4). The values of

all items in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higher upon wearing oxidant carbon experimental clothing versus

wearing oxidant carbon/p-aramid experimental clothing (p<.001). The results of the wearing evaluation in

the welding work on-site showed that existing leather protective clothing had a very low satisfaction of per-

meability, weight sensation and wearing sensation.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experimental clothing with

SW2, permeability and durability were poor and the pressure and weight sensation satisfaction was very high.

In case of SW4, the satisfaction was very high in functional movement, pressure, weight sensation and man-

agement aspects; subsequently, the overall wearing satisfaction was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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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hipbuilding industry; 용접 보호복, 인체생리반응, 주관적 감각평가, 조선업 작업환경

I. 서 론

일반적으로 인체보호용 의복이란 외기환경 및 불, 화

학물질, 날카로운 칼, 총탄, 방사선 등의 여러 가지 위해

요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복(Chung & Kwon,

2004)으로서 사업주는 작업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

상 측면에서, 작업자는 자신의 신체보호 및 작업능률 향

상 측면에서 적절한 산업용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산

업용 보호복은 작업환경이 열악할수록 작업자의 산업안

전에 필수적이므로 서로 다른 착용환경에서 요구하는 환

경적합도, 작업수행도, 보호기능성, 쾌적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egan et al., 1998; Shishoo, 2002). 그런데 높은 산재율

을 보이는 조선업의 경우 산업구조상 협력업체의 비중

이 높으므로 작업환경 개선에 소극적이며, 작업자들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협력업체가 영세하여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의 안전의식

도 낮은 편이어서 산업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Mok et al., 1999). 그리하여 조선업 작업

자들의 산업안전 측면에서 산업용 보호복에 대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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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선박 제조업에서 거의 모든 공정을 차지할 만큼 필수

적이며 중요한 용접 공정은 열이나 압력을 가해 2개 이

상의 금속재료가 직접 결합되도록 접합시키는 작업이다

(Lee, 2002). 다른 제조업과 달리 조선업의 용접 공정은 조

립된 블록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은데 작업장의 온도, 고온·고열, 유해화합물, 산

소결핍, 분진, 중금속 파편, 소음 등의 작업환경 유해도

가 아주 큰 편이다(Bae & Kim, 2012). 그런데 용접 작업

장은 규모가 매우 크며, 가스를 주로 사용하므로 대부분

실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업 중 불꽃과 스

패터 등에 의한 신체손상이 많으므로 고온의 작업환경

에서 신체보호는 물론 인체생리반응을 원활하게 유지시

켜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복이 필요하

다(Chung et al., 2006). 현재 조선업 작업장에서 주로 착

용하는 용접 보호복은 가죽인데,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

지 못하며 착용쾌적성이 좋지 못한 편이다. 우천시나 땀

을 많이 흘렸을 때 습기에 약하며 수축이 심하고 뻣뻣해

지는 것은 물론 장시간 착용시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작업자의 인체생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의복무게가 상당해 작업자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작기능성과 작업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용접 보호복에 대한 연구는 착용실태나 만족

도 조사(Bae & Kim, 2012) 등의 기초 연구와 소재 성

능 특성(Ha et al., 2009), 디자인 및 패턴 설계(Kang &

Choi, 2008) 등이 있으나 실제 용접 보호복 착의시 인체

생리반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고온의 작

업환경에서 신체보호는 물론 인체생리반응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용접 보호복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 용접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한 기능성 소재로 용접용 실험 보호복을

제작하고, 인공기후실의 착의평가를 통한 인체생리반응

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조선업 용접 작업장에서의 현장

평가를 통하여 실험 보호복의 착용만족도와 인체공학적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므로써 조선업 작업장의 유

해작업환경 대응을 위한 용접 보호복의 최적화를 제안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및 실험환경 조건

실험복의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는 신체 건강한 성

인 남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험자의 일주기 리듬

(circadian rhythm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 피험자가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 실험하였다. 평균 연령은 24세이

고 체중 71.0kg, 신장 177.6cm, 체표면적 1.90m
2
의 평균

치를 가지는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

다. 실험환경 조건은 조선업 작업장의 고온환경을 고려

하여 온도 35±0.5
o
C, 습도 50±5% RH, 기류 0.5m/sec 이

하로 설정한 인공기후실에서 실험하였다. 피험자는 준

비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인공기후실에 입실하여 기본

내의만 착용하고 센서를 부착한 다음 실험복을 착용하

였다. 트레드밀을 사용하여 4km/h의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운동 전에 안정기 30분과 운동기 30분, 회

복기 20분의 총 80분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복

실험복의 소재는 국내 시판되는 용접 보호복용 소재

의 성능평가에 대한 이전 연구(Kim, 2013)를 통하여 KS

K ISO 11611의 용접 보호복에 대한 안전요구도에 부합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소재 2종을 택하였으

며, 소재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Fig. 1>은 제작한

실험복의 실물 사진과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디자인

은 투피스이며, 치수는 같은 사이즈로서 XL(가슴둘레: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ject Age (yr) Weight (kg) Height (cm) B.S.A. (m2)a B.M.I. (kg/m2)b

A 20 63.9 176.7 1.81 20.47

B 26 73.1 181.2 1.95 22.26

C 31 74.2 176.5 1.92 23.82

D 19 72.6 176.0 1.90 23.44

Mean 24 71.0 177.6 1.90 22.50

a
Body surface area = Weight (kg)

0.425
× Height (cm)

0.725
× 0.007246

b
Body mass index = Weight (kg) / Height (m)

2

– 236 –



조선업 작업환경을 고려한 용접 보호복 착의시 인체생리반응 113

110cm)로 제작하였다. 하의는 오버롤 형태로 바지 길이

를 93cm가 되도록 하였으며 상의와는 20cm 이상 충분

히 겹치도록 구성하였다. 디테일은 스탠드 칼라에 벨크

로 여밈과 손목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험복 (a)는

실리카 코팅된 oxidant carbon 부직포인 SW2로 제작한

것으로서 색상은 어두운 청색이며, 실험복 (b)는 oxidant

carbon/p-aramid 혼방섬유인 SW4로 제작한 것으로 그

린색이고, 두 실험복의 무게는 약 1,800g 정도로 비슷하

였다.

3. 측정항목

인체생리반응을 위한 측정항목은 직장온과 휴대용 피

부온 측정기(TSK7, Technox, Korea)로 7부위 피부온(이

마, 가슴, 상완, 손등, 대퇴, 하퇴, 발등)을 측정하였고, 등

과 가슴 부위에서 의복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RH 5030,

Technox, Korea) 하였으며, 평균 피부온은 Hardy & Du-

Bois의 7점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총 발한량은 인

체천칭을 이용하여 실험 전, 후의 체중변화량으로 산출

하였다. 실험복 종류에 따른 운동강도를 살펴보기 위하

여 휴대용 심박수 측정기(Polar RS 400, Polar Electro INC.,

USA)로 심박수(HR)를 측정하였고, 고온의 환경 조건에

서 피로도에 따른 힘들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6에서

20까지 총 15등급으로 구분하는 Borg scale(Borg, 1982)에

의한 운동자각도를 측정하였다(Table 3). 주관적 감각은

피험자로 하여금 10분마다 응답하도록 하여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냉감은 9점 척도(KS A ISO 10551),

습윤감은 7점 척도(ASHRAE), 쾌적감은 4점 척도(일본

공조위생학회)로 평가하였으며, 실험복 간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실

시하였다.

4. 작업현장의 착의평가

용접 작업경력이 4년 이상 되는 피험자 1인(키 173cm,

몸무게 72.0kg)에게 실험용 보호복을 착용시킨 후 착의

성능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다음, 심층면접을 통

하여 KS K ISO 11612(2011)에서 요구하는 보호복으로

서 기본적인 인체공학적 기능을 점검하였다. 현장평가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5일간 실시하였는데 실험은 동

일 피험자가 같은 날 실험복을 번갈아 착용하고 일정시

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평가기간 중 평균 최고

기온은 21.7
o
C, 습도는 55.7% RH로서 인공기후실에서

Table 2.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clothing ma-

terials

Characteristics SW2 SW4 

Composition
Oxidant carbon

coated by silica

Oxidant carbon/

p-aramid

Weave Felt Plain

Weight (g/m
2
) 550.0 553.0

Thickness (mm) 2.22 1.85

Air permeability

(cm
2
/min/cm

3
)

3,908 2,317.8

Water vapor permeability

(g/m
2
·24h)

4,440 19,896

Fig. 1. Design of protective welding clothing for the

experiment. (a) Clothing made of SW2, (b) Clo-

thing made of SW4, (c) Schematization of the

clothing.

Table 3. Borg scale for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Scale Reaction Scale Reaction

6

7

8

9

10

11

12

13

very, very light

very light

fairly light

somewhat hard

14

15

16

17

18

19

20

hard

very hard

very, very hard

Table 4. Scales of subjective sensation

Scale
Thermal

sensation

Wet

sensation

Comfort

sensation

1

2

3

4

5

6

7

8

9

very cold

cold

cool

 slightly cool

neutral

slightly warm

warm

hot

very hot

very dry

dry

slightly dry

neutral

slightly wet

wet

very wet

comfortable

slightly 

uncomfortable

uncomfortable

very 

un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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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보다 실외 작업장의 환경 조건이 온화한 편이었

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공기후실의 착의평가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받는 열 스트

레스는 피로를 증진시키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초래하

며, 생산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로부터 작업

자의 신체보호가 최우선인 보호복 착의시 인체생리반응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복의 소재는 oxidant carbon

부직포(SW2)와 oxidant carbon/p-aramid 혼방섬유(SW4)

이며, 같은 형태로 실험용 보호복을 제작하여 인공기후

실에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실의 환경조건은 고

온의 작업장을 고려하여 환경 온도 35±0.5
o
C, 습도 50±

5% RH, 기류 0.5m/sec 이하로 설정하였다. 먼저, 실험복

착의시 인체생리반응의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소재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각 항목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발한량을 제외하고 직장온, 평균 피부온, 의

복내 온, 습도, 심박수 모두 두 소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인체생리반응 모든 항목에서 SW4 착의

시보다 SW2 착의시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직장온

직장온은 피부온보다 외부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여러 신체기능의 항상

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폭이 작다(Park & Kim,

2002). 본 실험에서 외부환경이 고온이므로 직장온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재별 용접 보호복의 직

장온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에 의하

면 안정기를 지나 운동시작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온이 증가하였으며 회복기에 접어들고 약 10분 후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실험실의 환경 조건이 고온이므

로 회복기에도 직장온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강한 운동을 실시할 경

우 직장온이 계속 증가한다는 연구(Saltin et al., 1970)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소재별 직장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평균 직장온을 비교해 보면 SW4

착의시 37.18±0.23
o
C로서 SW2 착의시 37.3±0.22

o
C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SW2 착의시보다 SW4 착의시에

열적인 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p<.001).

2) 평균 피부온

피부온은 인체와 환경이 접하는 경계면의 온도로 인

체와 환경과의 열 교환량을 규정하는 인자로서 인간의

체온 조절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Kim &

Choi, 1999). 인간의 체온 조절 반응은 열 생성과 열 손

Table 5. Physiological responses of protective welding clothing

Items
SW2 SW4

t value
Mean SD Mean SD

Rectal temperature (
o
C)  37.30  .17  37.18  .17 40.51***

Mean skin temperature (
o
C)  35.28  .37  34.87  .40  55.72***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ture (
o
C)

chest  35.61  .55  35.12  .43  16.35***

back  35.69  .43  35.41  .50  13.48***

Clothing microclimate

humidity (%)

chest  85.82  5.91  83.57  5.65  10.29***

back  87.96  8.63  70.23  4.60  31.48***

Total sweat rate (g/m
2
/h)  17.34  4.38  14.81  2.47  1.91

Heart rate (bpm)  102.49  21.66  87.54  12.53  8.84***

***p<.001

Fig. 2. Changes in rect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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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균형을 이루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

는데, 심부온의 경우 변화 영역이 좁지만, 피부온은 심

부온의 이러한 항상성 유지를 위해 비교적 넓게 변화한

다(Kim & Lee, 2012). <Fig. 3>은 평균 피부온의 변화

를 10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소재에

관계없이 안정기에 점차적으로 피부온이 상승하였고, 운

동기로 접어들면서 하강하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소재 간의 피부온 차이는 직장

온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실험 전, 후의 변화폭

도 더 크게 나타났다. 소재별로 비교해 보면 SW2 착의

시의 평균 피부온은 35.28±0.95
o
C였고, SW4 착의시에

는 34.87±0.93
o
C로서 SW2 착의시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1).

직장온의 경우와 달리 운동기로 접어들면서 소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부온이 저하되었다가 점차 상승하

였는데, 이는 운동으로 인한 발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운동 중의 열 생산은 주로 골격근과 간에 의

해 이루어지고, 열 방산은 피부표면의 혈관 확장 및 발

한을 통해 대류, 복사, 전도, 증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땀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열을 필요로하므

로 피부표면으로부터 증발에 필요한 열이 흡수되기 때

문에 피부온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Kim

& Choi, 2004). 또한 Nakayama et al.(1977)은 피부온이

운동강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땀이 나지 않는 가벼

운 운동시에도 피부온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운동에

따른 피부혈관 수축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피부온의

감소는 운동시 땀의 증발로 인한 방열과 피부혈관의 수

축 때문인데, 운동 중에는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근육이

수축되며, 연속적으로 말초 피부혈관이 수축되다가 운

동후 회복기때 수축된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량이 증

가하기 때문에 피부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Im

& Chung, 2005). 한편, 운동 직후 두 소재 모두 평균 피

부온의 저하가 일어났으나, SW2 착의시에 비하여 SW4

착의시 피부온의 저하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SW4 착의

시 발한량이 더 적으며, 소재 자체의 투습성도 SW2보

다 좋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발한량

실험복의 소재 특성에 따른 발한량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실험은 운동 시작 전, 후의 피험자의 체중감소량을 측

정하고, 피험자의 BMI 지수를 고려하여 발한량을 산출

하였다. <Fig. 4>에 의하면 발한량은 두 소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SW2 착의시 17.34g/m
2
/h,

SW4 착의시 14.81g/m
2
/h로 나타나 SW2 착의시 발한량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한은 열적 스트레스에 가

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요소이며, 우수한 방열 수단의 하

나이다(Newburgh, 1968). Mitchell et al.(1976)에 의하면

발한량은 심부온과 피부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로

서 평균 피부온이 동일할 경우 심부온이 높을수록 발한

량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W2 착의시가

SW4 착의시에 비하여 심부온과 평균 피부온이 높게 나

타나 발한량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작업부하량 및 심박수

용접 공정의 작업강도는 매우 큰 편이므로 작업에 따

른 피로도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소재별 용접 보

호복 착의시 작업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운동강도에 따른 운동부하

량을 평가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작업강도를 파악한 결

과는 <Fig. 5>와 같다. 이와 더불어 운동강도에 따른 심박

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운동 부하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3>에 나타낸 Borg

scale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피험자가 자신의 운동강도

Fig. 3. Changes in mean skin temperature. Fig. 4. Total sweat rate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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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정도 힘든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언어적으

로 표현할 수 있도록 척도화한 것이다(Borg, 1982). 6에

서부터 20등급까지 나타내는 Borg scale의 척도는 각 단

계에 10을 곱할 경우 당시의 운동심박수에 근접하게 된

다(Kim, 2009). 피험자들이 평가한 Borg scale과 심박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운동심박수는 각 시간별로 Borg scale의

등급을 10배로 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별 운동부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이 시작된

안정기에는 두 소재 모두 운동부하량이 8~10등급 정도

로 아주 약한 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운동기 중반 이후부

터는 운동부하량이 10~14등급 정도의 다소 강한 강도를

보였고, 특히 SW4 착의시보다 SW2 착의시 운동부하량

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운동부하량에 의한

피로도가 약간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회복기에 이르

러 운동부하량은 다시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운동부하량에 대한 소재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SW4 착의시보다 SW2 착의시 Borg scale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므로 전반적으로 작업시 피로도가

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p<.001 수준에서 SW2 착

의시에 비해 SW4 착의시 유의하게 낮았으며, SW2 착

의시 102.49±35.75bpm, SW4 착의시 87.54±29.34bpm을

나타내었다. 심박수는 환경 온도, 운동부하량에 따라 민

감하게 변하는 생리적 인자이다. 운동기 후반에 SW4 착

의시에 비해 SW2 착의시 운동부하량이 증가하면서 심

박수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SW4의 경우 안정기 때 상

승과 하강을 반복하다가 운동기 후반에 운동부하량이 증

가하는 시점과 심박수가 상승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심박수가 감소하였으며, SW2

착의시에 비해 SW4 착의시 심박수가 많이 저하되었다.

5) 의복내 온도

의복기후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인체와 의복 사이

에 형성되는 미세기후로서 인체와 가장 인접한 온열환

경이며 인체생리반응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Choi, 1995). 또한 덥다, 서늘하다, 축축하다 등의 온열

감과 습윤감에 관계하며, 착의시 쾌적성을 판단하는 중

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Shalev & Barker, 1983). 따라

서 고온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한 실험실 환경 조건에

서 의복내 온도를 측정하므로써 실험복 착의시 의복기

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소재별 실험

보호복 착의시 가슴<Fig. 7>과 등 부위<Fig. 8>의 의복

내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에 의하면 의복내 평균 온도는 가슴 부위의 경우,

SW2 착의시 35.61±1.26
o
C, SW4 착의시 35.12±1.12

o
C

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SW2와 SW4 소재 간 평균 온

도차이를 안정기/운동기/회복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0.46
o
C/0.19

o
C/0.72

o
C로 나타났다. 운동기 때 두 소재 간

온도 차이가 줄어든 것은 SW2 착의시 발한으로 인하여

증발에 필요한 열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발한량이 적은

SW4 착의시에 비하여 SW2 착의시 의복내 온도 저하

가 뚜렷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등 부위의

경우, SW2 착의시 35.69±0.94
o
C, SW4 착의시 35.41±

1.02
o
C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SW2와 SW4 소재 간 평

균 온도 차이는 안정기/운동기/회복기에서 0.36
o
C/0.34

o
C/

0.03
o
C로 나타나 가슴 부위보다 평균 온도 차이가 적었

고, 운동기 때 온도 저하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 소재 간의 의복내 온도 차이는 p<.001 수준에서

SW2 착의시에 비해 SW4 착의시 유의하게 낮았으며,

평균 피부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안정기에 점차

적으로 의복내 온도가 상승하였고, 운동기로 접어들면Fig. 6. Changes in heart rate.

Fig. 5. Changes in Bor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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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기 10분간 하강하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복기후가 평균 피부온과 매

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Hatsuko & Yoshiko,

1975)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등 부위의 경우, p<

.001 수준에서 가슴 부위와 마찬가지로 SW2 착의시보

다 SW4 착의시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슴 부위보다는 운

동기에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고, 발한으로 인

한 온도 하강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6) 의복내 습도

<Fig. 9>−<Fig. 10>은 가슴과 등 부위의 의복내 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가슴 부위의 경우,

SW2 착의시보다 SW4 착의시 유의하게(p<.001) 낮았

으며, 특히 운동기에서 두 소재 간 의복내 습도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었다. 등 부위의 경우 가슴 부위보다 소

재별 의복내 습도 차이가 많이 났으며, p<.001 수준에

서 SW4 소재가 SW2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SW2의 투습도가 월등히 나쁘기 때문이

며, 가슴과 달리 등 부위에서는 의복내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였으므로 투습도가 낮은 SW2 소재의 경우 운동

기 때 발한된 땀이 증발되지 못하고 의복내 습도를 높

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7) 주관적 감각평가

인체생리반응 측정과 함께 소재별 용접 보호복 착의

시 피험자의 주관적 감각평가를 위하여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을 살펴보았다. <Fig. 11>은 소재별 용접 보호복

착의에 따른 주관적 온열감을 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로서, SW2와 SW4 착의시 모두 실험 전 과정에 걸쳐

6.75 이상의 온열감을 나타내었다. 실험 초기인 안정기

에 두 소재 모두 따뜻하게 느끼는 상태로 출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SW2 착의시의 온열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의복내 온도와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이다. 운

Fig. 8. Changes of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

ture on the back.

Fig. 9. Changes of clothing microclimate humidity

on the chest.

Fig. 10. Changes of clothing microclimate humidity

on the back.

Fig. 7. Changes of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

ture on the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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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로 접어들면서 덥다에서 매우 덥다로 온열감이 상

승하였으며, 의복내 온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온

열감은 두 소재 간에 비교적 좁은 폭의 변화를 보이면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회복기로 접어들

면서 온열감은 다시 하강하여 더운 상태를 유지하였다.

인체는 운동과 함께 체온이 상승하며, 열적 스트레스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한 현상을 통하여 수분을 증발

하게 된다. 이때 형성되는 의복기후는 덥다, 상쾌하다, 축

축하다 등의 온냉감과 습윤감에 관련이 깊으며, 착의시

쾌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Harada, 1995).

그리하여 소재별 용접 보호복 착의시 주관적 습윤감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 12>와 같다. 이를 보

면 SW2와 SW4 착의시 모두 습윤감이 4.75 이상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안정기에 약간 습한 상태로 출발하였다

가 운동기로 접어들면서 발한으로 인하여 습윤감이 상

승하였고, 운동기 후반에는 매우 습하다고 하여 소재 종

류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착용감을 보였는데 이는 실험

환경 조건이 고온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며, 회복

기에 이르러 습윤감이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의복내 습도는 두 소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 습윤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지만 SW4에 비해 SW2 착의시 약간 더 습한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3>은 동일한 환경에서 용접 보호복 소재에 따

른 주관적 쾌적감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수치

가 4에 가까울수록 불쾌함을 의미한다. 실험 초 안정기

에 SW2와 SW4 착의시 모두 2.5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불쾌한 상태로 시작하였고, 운동기로 접어들면서 매우

불쾌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회복기에 이르러 불쾌감이

다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체의 생리적 반응

은 심부온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쾌적감과 같은 주관

적 반응은 피부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Bulcao et al.,

2000).

본 실험에서 소재별 쾌적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실험 초기 안정기에 SW4 착

의시 조금 더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기 초반에는 SW2 착의시에 더 불쾌하게 느낀 반면, 후

반에는 SW4 착의시 약간 더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한이 적게 났을 때는 투습도의 영향이 크

지 않으나 발한량이 증가하면서 투습도가 나쁜 SW2 착

의시 조금 더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W2

착의시 평균 피부온이 SW4 착의시에 비하여 높았기 때

문에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은 SW2 착의시 조금 더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실험이 고

온의 환경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온열감과 습윤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소재에 관계없이 운동기에 불쾌

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 Evaluation of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Fig. 12. Evaluation of subjective humidity sensation. Fig. 13. Evaluation of subjective comfort s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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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현장의 착의평가

실제 조선업 작업현장에서 용접 작업경력이 4년 이

상 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험복에 대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기존의 가

죽으로 된 용접 보호복과 실험용접 보호복(SW2, SW4)

의 착의성능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였으며, KS K ISO 11612에서 요구하는 보호복으로서

기본적인 인체공학적 기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착의평가결과는 비록 1인 피험

자의 응답이지만 용접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실험 보호

복의 착용만족도 경향은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6>에

의하면 기존 보호복은 투과성, 무게감, 착용감에 있어

만족도가 매우 나쁜 편이었으나 보호성, 피복성, 내구성

은 괜찮은 편이었다. SW2 실험복의 경우 투과성과 내

구성이 좋지 않았지만, 압박감과 무게감에 대한 만족

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SW4 실험복은 운동기능성,

압박감, 무게감은 물론 관리성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매

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접 보호복으로서 기본적인 인체공학적 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기존의 가죽 보호복에 비하

여 가볍고, 활동하기 편하며 작업시 신체움직임이 수월

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복의 착, 탈의가 용이하고, PPE

품목(개인보호장비)과 함께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고 하였다. 무엇보다 땀이 배어 뻣뻣해진 가죽 보호복에

비하여 실험 보호복은 세탁이 가능하므로 관리가 용이

하며, 착용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피복성이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가죽을 덧대거나

패드를 부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과적

으로 기존 가죽 보호복에 비하여 실험 보호복의 착의성

능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SW4 실험복의 착의성

능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조선업 작업환경을 고려한 용접 보호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용 보호복 착의시 인체생리반응을 살펴보

고, 주관적 감각을 평가하였다. 실험복은 oxidant carbon

부직포(SW2)와 oxidant carbon/p-aramid 혼방섬유(SW4)

를 소재로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인공기후실의 환경 조

건은 고온의 용접 작업환경과 작업강도를 고려하여 설

정하였고, 4명의 남자 피험자들에 의한 착의평가와 용

접 작업현장의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인체생리반응을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xidant carbon/p-aramid 실험복 착의시보다 oxid-

ant carbon 실험복 착의시 인체생리반응의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발한량을 제외하고 직장온, 평균 피부

온, 의복내 온, 습도, 심박수 모두 p<.001 수준에서 두 실

험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소재별 실험복 간 직장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고온의 환경 조건이었므로 운동기를 지나 회복기에도

직장온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소재의 종류와 관계

없이 운동기로 접어들면서 운동에 의한 발한 때문에 평

균 피부온이 하강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3. SW4 착의시에 비해 SW2 착의시 발한량이 많았으

며, SW2 착의시 운동부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작업 피

로도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울러 운동부하량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생리적 인자인 심박수는 운동기

에서 SW2 착의시 크게 상승하였다.

4. 실험복의 의복내 온도는 가슴보다 등 부위에서 평

균 온도 차이가 적었고, 의복내 습도는 가슴보다 등 부

위에서 평균 습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재

의 투습도와 상관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소재

종류와 상관없이 운동기 후반에 이르러 매우 덥고 습하

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SW2 착의시 더 불쾌하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용접 작업현장의 착의평가결과, 기존 보호복은 투

과성, 무게감, 착용감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SW2

실험복은 투과성과 내구성이 좋지 않았지만 압박감과

Table 6. Wearing performance satisfaction of protec-

tive welding clothing

Performance
Existing

clothing

SW2

clothing

SW4

clothing

Protection 4 4 4

Functional movement 2 4 5

Permeability 1 2 4

Covering 4 4 4

Pressure 3 5 5

Weight sensation 1 5 5

Durability 4 3 4

Put on/take off 3 4 4

Management 2 4 5

Wearing sensation 1 4 4

Level: 1. very bad, 2. bad, 3. moderate, 4. good, 5.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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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SW4 실

험복은 운동기능성, 압박감, 무게감은 물론 관리성 측

면에서의 만족도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활동성, 신체움직임, 착탈용이성, 착용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현장평가자의 수가 적어 용접 작업

자의 전체 견해로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조선업 작업장의 유해작업환경에 대

응하면서 작업자의 신체보호는 물론 인체생리반응을 고

려한 용접 보호복의 최적화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산업용 보호복 시장이 활성

화되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능성 소재가 공급된다면 용

접 보호복 소재로서 oxidant carbon/p-aramid 혼방섬유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분적인 내구성의 강화와 열

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착용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구성 및 디자인 측면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피험자 수나 복잡한 작업환경

조건에 제약이 있으며, 더욱이 최근 여성 용접 작업자들

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작업자들의 연령이나 경력

도 광범위해지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많은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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