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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총면적은 43만 8,000 km2로 육지 면적의 

4.5배에 이른다(Wang, 2021). 총연장 11,542 km의 해안

선과 3,300여 개의 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바다를 터전

으로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Jung, 2021). 통

계청의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2020년 어업 생산량

은 371만 3,000 톤으로 조사되었다(Lee, 2021). 수산업

법 제2조에 따르면 “수산업”이란 어업 · 양식업 · 어획

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하며, “어업”이란 수

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

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

업자와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수산업법 [Fisher-

ies law]｣, 2021).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해양수산부에 등

록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총 7만 4,09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 그

러나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되지 않은 어업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113,8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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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et al., 2021). 어업인 관련 사고로는 그물류에 

작업복의 소매가 끼는 사고, 해상추락 사고와 양망기

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Noh, 2021). 따라서 작업복이 회전 장비에 끼지 

않도록 알맞게 착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업복은 다양한 작업 노동을 할 때 입는 옷 전반을 

의미한다(“작업복 [Work wear]”, 2021). 작업복은 작

업 능률향상과 안전에 대한 신체보호, 소속감, 쾌적성, 

경제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기능성 작업복은 작업 환

경에서 요구하는 환경적합도, 작업 수행도, 보호기능

성, 쾌적성 등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Ashdown & Watkins, 1996). 근로자

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착용해야 하는 노동환경 중의 

하나인 작업복은 불편함을 덜어주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작업

의 특성 및 동작, 착용자에 따라 작업복이 설계되어야 

한다.

어업용 작업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업인을 

위한 안전한 작업복에 대한 연구(Geving et al., 2006)

와 구명재킷에 대한 연구(Sorensen et al., 2019)는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력을 중심으로 실험을 실시

하여 오래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어업인을 위한 작업복의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Storholmen et al., 2011)에서는 어업용 작업

복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 보

온성 향상을 위한 어업용 작업복 연구(Liu et al, 2017)

에서는 보온성 부분만 초점을 맞추었다. 어업인의 작

업복은 방수 기능, 부력, 보온성, 착용감, 활동성 등 모

든 기능들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기

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어

업 작업보다는 배에서 작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

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어업용 작업복의 착

용실태 및 불편사항, 문제점, 선호도에 대한 연구와 작

업 동작 분석 등 패턴 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특히, 다른 작업복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우리

나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작업복에 대한 연구와 실

질적인 작업복 개발에 필요한 기초 정보는 매우 부족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에 적합한 기능적인 작

업복 개발을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

으로 작업복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문제점, 작업복

에서 요구되는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서 어업에 적합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인 작업복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

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고찰

1. 어업의 작업 환경과 작업 동작

어업은 작업 조건과 작업 방식이 다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 사망률 또한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57%

이고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사

망만인율은 1.09%이나 어업의 재해율은 0.97%, 사망

만인율은 2.01%로 어업의 위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MOEL, 2020). Kim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반나절 이상 휴업 또는 치료가 필요한 어작업과 관련

된 손상 중 3일 이상 휴업한 경우를 뜻하는 업무상 손

상 발생률이 어업은 1.96%로 추정되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는 떨어짐, 물에 빠짐, 넘어

짐, 부딪힘, 맞음, 끼임, 깔림, 무너짐, 압박과 진동, 이

상 온도 노출과 접촉 등이 있다. 이 중 맞음, 넘어짐, 끼

임이 전체 사고의 75.6%를 차지하였다(Hyun, 2020). 

안전재해 사고 원인으로 기계적 원인인 장비의 노후

나 정비 불량, 구조적 결함, 불안전한 배치, 긴급 정지

장치 부재 등이 있었다. 환경적 원인으로는 파도 등의 

열악한 자연환경, 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의사전달 불

량, 피할 곳이 없는 좁은 작업 공간, 정리되지 않은 작

업장, 방대한 양의 각종 로프류 등이 있었다(Hyun et 

al., 2020).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망이나 장비가 

달라지게 된다.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 낭장망, 각

망, 자망, 형망, 주낙 등과 낫, 호미, 갈고리류 등을 사용

하여 수산동물이나 패류 등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게 

된다. 또, 어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자의 동작이나 자세

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어선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 선박정비, 출어준비, 출항 및 어로준비, 어로, 어획

물처리 및 적부, 입항 및 하역준비, 어획물양륙 등의 작

업을 하게 된다(Hyun, 2020). 어업인의 경우 신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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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잠긴 채로 하는 작업,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고 

하는 작업, 손가락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

업,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자세로 하는 작

업,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추운 환경에서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손상 및 질

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에 의하여 

다양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는 불규칙한 운동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의하여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2010). 2015년 어업인

의 손상 및 질환 현황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손상 발생률이 높고, 50대와 60대에서 높으며 어업종

사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20년 이상인 경우 손상 발생

률이 높았다(Kim et al., 2017). 어업의 안전사고로 인

한 신체부위를 살펴보면, 손, 발, 다리, 가슴, 허리, 어깨

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

데, 손의 경우 양망 중 양망기 등에 끼거나 안전장갑과 

부적절한 작업복 착용으로 소매 등이 말려 들어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yun, 2020).

 

2. 작업복

작업복은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인체에 착용되어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의복이다. 따라서 작업복은 작업복을 착용할 환

경과 착용 중 수행하게 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일상복과 다르게 작업복은 관절의 

움직임이 큰 동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패턴이 제작

되어야 하고 의복의 압박감이나 구속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Jeong & Hong, 2006). 작업복에서 요

구되는 특성으로 첫 번째, 작업 시 발생하는 생리적 불

쾌감을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작업 환

경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관절 

움직임과 신체동작의 활동 범위들이 파악된 동작적합

성이 고려된 의복 설계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내구성

과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이 요구되는데, 작업 환경으

로부터 의복 손상이 적어야 하고 잦은 세탁에도 형태

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로 상징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즉, 형태에서 용의를 저해하지 않을 정도

의 장식, 의복의 색상, 심볼 마크에 의한 상징성이 요구

된다(Ha, 2007).

어업인은 작업하는 동안 추위, 바닷물, 비, 바람, 습

기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신체를 보

호할 수 있는 작업복이 필요하다. 어업용 작업복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수 기능으로 나타났으며, 익사

를 방지하기 위한 부력보조 기능, 습기의 환기 기능 등

이 요구되었다(Geving et al., 2006). 어업인의 51.0%는 

선박이 침몰하여 사망하였고 30.0%는 배 밖으로 추락

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바다에 떠 있도록 하

는 기능도 매우 중요시되었다(Sorensen et al., 2019). 또, 

보온성, 움직임의 편안함, 내구성, 작업 가시성, 입고 

벗기 편안함, 가볍고 루즈한 착용감, 쾌적성, 기계세탁

이 가능하며 세탁 후에도 방수 기능이 남아 있어야 한

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그물과 얽히지 않아야 하며, 빠

르게 건조되어야 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고 하였

다(Storholmen et al., 2011).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성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동작 시 신체의 움직임이 편안한 작

업복이 필요하다. 인간공학적인 측면이 고려된 작업

복의 패턴과 방수성, 경량성, 쾌적성 등 기능적인 소재

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실질

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

사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설문동의서와 

사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설문과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해서 먼저 설

명하고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으

나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원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142부를 회수하여 

답변이 미비한 18부를 제외하고 총 124부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어업인의 작업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선호도, 동작

적합성, 맞음새 적합성, 기능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시 고려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

(Eom, 2019; Huh, 2005; Jang, 2012)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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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9문항, 착용실태, 동작 

불편 정도, 맞음새, 세탁, 마모 49문항, 작업복 선호도 

9문항, 구매 시 고려사항 1문항, 작업복의 중요사항 

1문항 등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3. 분석방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6.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어업인의 일반적 특성, 작

업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선호도, 동작적합성, 맞음새 

적합성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시 고려사항 등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을 산출하였다. 어업인의 연령, 어업의 종류, 근무 경

력 등에 따라 작업복에서 중요시하는 사항,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

차분석(χ2 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α= 

.05에서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

령은 53.2세로 50대가 42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명(25.8%), 40대가 29명(23.4%), 70대가 9명

(7.3%), 30대가 7명(5.6%), 20대가 5명(4.0%)의 순으로 

40대, 50대, 60대가 8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

별에 있어서도 남성이 105명으로 84.7%였고 여성은 

19명으로 15.3%를 차지하였다.

남성이 어업종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근무 

경력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6명(37.1%)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년 이상

이 32명(25.8%)을 차지하였다. 5년 미만이 24명(19.4%),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명(17.7%)의 순이었다. 종사하

는 어업의 종류는 크게 양식어업과 포획 채취어업으

로 구분하였는데, 양식어업이 64명(51.6%), 포획 채취

어업이 60명(48.4%)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어

업에 종사하면서 다치거나 위험한 경험여부는 112명

(90.3%)이 다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치거나 위험했던 경험의 원인으로 ‘물

체나 기계에 부딪혀서’라고 답한 경우가 45명(40.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에 옷이 걸려서’라고 

답한 경우가 39명(34.8%), ‘작업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서’라고 답한 경우가 25명(22.3%), ‘안전보호구를 착

용하지 않아서’가 11명(9.8%)의 순으로 분석되어 기

계나 작업복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평균 키는 남성이 172.9 cm, 여

성이 157.2 cm였으며, 평균 몸무게는 남성이 76.4 kg, 

여성이 59.7 kg으로 나타났으며, 비만도를 분석한 결

과, 비만군이 60명(48.4%)으로 나타났고 과체중이 32

명(25.8%), 정상군이 32명(25.8%)으로 분석되었다(Ta-

ble 2). 어업활동지역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대부분이 신안 근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어업인의 작업복 착용실태

어업인의 작업복 착용상태는 <Fig. 1>과 같다. 착용

실태를 살펴보면 상하 분리형을 착용하는 경우가 84

명(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화 바지를 

착용하는 경우가 24명(19.4%), 상하 일체형을 착용하

는 경우가 13명(10.5%)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복을 구

입하는 장소로는 시장이 93명(75.0%)으로 가장 많았

고, 인터넷 구매가 27명(21.8%)으로 나타났다. 어업분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General characteristics 9

Wearing condition, satisfaction, degree of discomfort in motion, fitting, washing, abrasion 49

Workwear preference 9

Considerations in purchasing 1

Important consideration of workwear 1

Total 69

Table 1. Consists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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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종사자의 연령대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대부분이 시장에서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작업복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시 착용

하므로 방수성이 45명(36.3%)으로 옷이 젖지 않도록 

하는 방수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활동성 39명(31.5%), 내구성 33명(26.6%), 보온성 9명

(15.3%), 가격과 경량성 각각 15명(12.1%), 통기성 10

명(8.1%)의 순이었다(Table 3). 연령에 따른 작업복 구

입 시 고려사항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30

대 이하(50.0%)와 40대(44.8%)의 경우 활동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였는데, 활동성에 대한 

고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의 경우에는 내구성(40.5%)을 가장 중요한 작업복 구

입 시 고려사항으로 꼽았고 60대는 방수성(51.2%)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방수성에 대한 고려는 연

령이 낮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중요

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다름을 알 수 있다(Table 4). 작

업의 종류와 경력에 따라서는 작업복 구입 시 고려사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Age

20s 5   4.0

30s 7   5.6

40s 29 23.4

50s 42 33.9

60s 32 25.8

70s 9   7.3

Gender
Male 105 84.7

Female 19 15.3

Body Mass Index (BMI)

18.0-22.9 (Normal) 32 25.8

23.0-24.9 (Overweight) 32 25.8

25.0 and over (Obese) 60 48.4

Working experience

Under 5 years 24 19.4

5-10 years 22 17.7

10-20 years 46 37.1

Over 20 years 32 25.8

Fishing type
Aquaculture 64 51.6

Captured fishing 60 48.4

Injured or dangerous 

experience

Yes 112 90.3

No 12   9.7

Cause of injury 

(multiple responses: N=112)

Without safety suit 11   9.8

Clothes got stuck in the machine 39 34.8

Invisible during operation 25 22.3

Collision of object or a machine 45 40.2

By slipping 9   8.0

Others 5   4.5

Total 124 100.0

Division Mean S.D.

Height (cm)
Male 172.9   5.03

Female 157.2   4.09

Body weight (kg)
Male   76.4 10.75

Female   59.7   5.7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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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Style

Two pieces 84 67.7

One piece 13 10.5

Boots pants 24 19.4

Other 3 2.4

Purchase place

Online shop 27 21.8

Market 93 75.0

Others 4 3.2

Considerations in purchasing

(Multiple responses: N = 124)

Price 15 12.1

Durability 33 26.6

Thermal insulation 19 15.3

Activity 39 31.5

Design 2 1.6

Washability 7 5.6

Lightweight 15 12.1

Waterproof 45 36.3

Breathability 10 8.1

Main consideration

Safety/protection 43 34.7

Activity 49 39.5

Thermal insulation 17 13.7

Breathability 6 4.8

Night visibility 3 2.4

Anti-pollution 3 2.4

Color 3 2.4

Color preference of 

wearing workwear

Yes 43 34.7

No 81 65.3

Color

Achromatic color (black, white, gray) 61 49.2

Blue 27 21.8

Yellow 3 2.4

Red 2 1.6

Green 25 20.2

Purple 6 4.8

Table 3. Wearing condition of fisher’s workwear

                

Fig. 1. Wearing appearance of fisher’s workwear.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1, Ju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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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활동성이 49명 

(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보호성이 

43명(34.7%), 보온성이 17명(13.7%)의 순으로 분석되

었다. 연령에 따라 작업복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을 살

펴보면, 50대(52.4%)는 안전/보호성을 중요시하였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Size

Free 17 13.7

S 6 4.8

M 31 25.0

L 62 50.0

XL 8 6.5

Washing methods

Don't laundry 8 6.5

Washing with water 46 37.1

Washing with detergent 68 54.8

Others 2 1.6

Other supplementary equipment 

(Multiple responses: N = 124)

Gloves 112 90.3

Boots 32 25.8

Life jacket 39 31.5

Raincoat 25 20.2

Safety helmet 9 7.3

Safety shoes 16 12.9

Arm warmers 3 2.4

Reason of wearing

Improve work efficiency 24 19.4

Physical protection 35 28.2

Prevent clothing from getting wet 62 50.0

Others 3 2.4

Closure

Button 18 14.5

Zipper 76 61.3

Velcro 20 16.1

Others 10 8.1

Total 124 100.0

Table 4. Purchasing considerations by age                                           Unit: N (%)

Division
Under 30s 

(n = 12)

40s 

(n = 29)

50s 

(n = 42)

Over 60s 

(n = 41)

Total 

(N = 124)

Price 2 (16.7) 02 (06.9) 04 (09.5) 07 (17.1) 15 (12.1)

Durability 2 (16.7) 05 (17.2) 17 (40.5) 09 (22.0) 33 (26.6)

Thermal insulation 2 (16.7) 04 (13.8) 07 (16.7) 06 (14.6) 19 (15.3)

Activity 6 (50.0) 13 (44.8) 11 (26.2) 09 (22.0) 39 (31.5)

Design 0 (00.0) 01 (03.4) 01 (02.4) 00 (00.0) 02 (01.6)

Washability 0 (00.0) 01 (03.4) 01 (02.4) 05 (12.2) 07 (05.6)

Lightweight 2 (16.7) 04 (13.8) 05 (11.9) 04 (09.8) 15 (12.1)

Waterproof 3 (25.0) 08 (27.6) 13 (31.0) 21 (51.2) 45 (36.3)

Breathability 0 (00.0) 03 (10.3) 06 (14.3) 01 (02.4) 10 (08.1)

Multiple response 

Table 3.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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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0대 이하(58.3%), 40대(34.5%), 60대 이상(48.8%)

에서는 활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5). 어업종류에 따라 작업복에서 중요시하는 사

항은 양식어업의 경우 안전/보호성(43.8%)을 중요하

게 생각하였으나 포획 채취어업의 경우에는 활동성

(41.7%)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이를 나타냈다(Table 

6). 작업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경력에 따라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착용 중인 작업복의 색상이 마음에 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81명(65.3%),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43명(34.7%)으로 현재 작업

복의 색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착용 중인 작업복 색상은 검정색, 회

색, 흰색 등의 무채색이 61명(49.2%)으로 가장 많았

고, 파랑이 27명(21.8%), 초록이 25명(20.2%)의 순으

로 분석되었다. 착용 중인 작업복 치수는 L사이즈가 

62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M사이즈가 31명 

(25.0%), Free사이즈가 17명(13.7%)의 순이었다. 작업

복의 세탁방법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경우가 

68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물로만 세탁하는 경우

가 6명(37.1%)이었다. 거의 세탁하지 않는 경우도 8명

(6.5%)으로 나타나 작업복을 그냥 착용하다가 버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복 이외에 착용하는 보조 장

비로는 장갑이 112명(90.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구명조끼 39명(31.5%), 장화 32명(25.8%)의 순이었

다. 작업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물에 의해 옷이 젖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 62명(50.0%)으로 가장 많고, ‘신

체를 보호하기 위함’이 35명(28.2%), ‘작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함’이 24명(19.4%)으로 분석되었다. 착용

하고 있는 작업복의 여밈 방식은 지퍼가 76명(61.3%)

으로 가장 많고, 벨크로 20명(16.1%), 단추 18명(14.5%)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착용작업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땀이 빨리 

마르는 속건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이

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보통’을 제외하고 

다음으로는 ‘나쁘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속건성의 경우에는 ‘나쁘다’가 50명(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어업인은 착용작업복의 속건성에 

가장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땀을 빨리 흡수하는 땀

흡수성(37.9%), 통기성(34.7%)도 ‘나쁘다’는 평가가 

높은 편이며, 탈착성(29.8%), 기능성(29.0%), 신축성

(29.0%)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판되고 있

는 어업용 작업복의 소재를 살펴보면, 대부분 폴리에

스테르와 T/C원단에 단면 또는 양면으로 PVC코팅을 

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VC코팅

으로 인해 방수 기능은 좋아졌으나 속건성, 땀흡수성, 

통기성, 신축성 등은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작업복 만족도를 살펴보면, 활동성, 압

Division Under 30s 40s 50s Over 60s Total χ 2

Safety/protection 4 (033.3) 9 (031.0) 22 (052.4) 8 (019.5) 43 (034.7)

16.91*
Activity 7 (058.3) 10 (034.5) 12 (028.6) 20 (048.8) 49 (039.5)

Thermal insulation 0 (000.0) 6 ( 20.7) 3 (007.1) 8 (019.5) 17 (013.7)

Breathability etc. 1 ( 0 8.3) 4 (013.8) 5 (011.9) 5 (012.2) 15 (012.1)

Total 12 (100.0) 29 (100.0) 42 (100.0) 41 (100.0) 124 (100.0)

*p<.05

Table 5.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workwear by age                                Unit: N (%)

Division Aquaculture Captured fishing Total χ 2

Safety/protection 28 (043.8) 15 (025.0) 043 (034.7)

8.10*
Activity 24 (037.5) 25 (041.7) 049 (039.5)

Thermal insulation 05 (007.8) 12 (020.0) 017 (013.7)

Breathability etc. 07 (010.9) 08 (013.3) 015 (012.1)

Total 64 (100.0) 60 (100.0) 124 (100.0)

*p<.05

Table 6. Important consideration for workwear by fishing types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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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감, 탈착성, 맞음새, 두께감, 기능성, 보온성, 옷의 

무게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활동성과 

압박감에 있어서는 30대 이하가 60대 이상보다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착성, 맞음새, 두께감, 

옷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30대 이하, 40대,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의 침

투를 막아주고 작업 능률을 높여 주는 기능성의 경우 

30대 이하와 40대가 60대 이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보온성에 있어서는 30대 이하가 50대

와 60대 이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

ble 7). 근무 경력에 따른 작업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맞음새, 두께감, 기능성에서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다. 맞음새의 경우 근무 경력 20년 이

상보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두께감과 기능성의 경우에는 근무 경

력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근무 경력 

20년 이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작업복 만족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복의 동작 시 불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작업 자세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또, 실제 작업 

자세를 중심으로 주요 동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양식어업과 포획 채취어업에서 주요 동작

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양식어업의 경우 앉

아서 하는 동작이 많고 포획 채취어업의 경우에는 허

리를 구부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채취를 하는 동

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복의 동작 시 불편 정

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으로 답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보통’을 제외하고 가

장 많은 답변은 ‘그렇다’로 분석되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부위가 당긴다고 답한 경우가 34명

(27.4%)이며, 허벅지부위가 당긴다고 답한 경우가 26

명(21.0%)으로 나타났다. 쪼그려 앉을 때 엉덩이, 밑

위, 무릎이 당긴다고 답한 경우가 약 30%였다. 팔을 들

어 올릴 때 팔이 당긴다는 경우가 35명(28.2%)이었다. 

상하가 분리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상체를 앞으로 구

부릴 때 겨드랑이, 어깨부위, 바지 뒤허리가 당겨 내려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30%로 나타났다. 현재 착

용하고 있는 작업복이 동작 시 편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Table 10).

또, 착용하는 작업복의 피부에 닿는 촉감에 대해서 

‘보통’이 54명(43.5%), ‘그렇지 않다’가 49명(39.5%), 

Division

Mean (S.D.)

FUnder 30s

(n = 12)

40s

(n = 29)

50s

(n = 42)

Over 60s

(n = 41)

Protection 3.00 (0.43) 2.79 (0.77) 2.79 (0.72) 2.63 (0.54) 1.09

Activity 3.25 (0.62) a 2.97 (0.87) ab 2.98 (0.60) ab 2.63 (0.54) b 3.65*

Sweat absorption 2.75 (0.87) 2.55 (0.99) 2.55 (0.86) 2.34 (0.57) 3.99

Quick drying 2.67 (0.78) 2.41 (0.98) 2.52 (0.89) 2.29 (0.56) 3.92

Pressure 3.00 (0.60) a 2.62 (0.82) ab 2.83 (0.58) ab 2.49 (0.55) b 3.13*

Removable 3.08 (0.67) a 2.79 (0.73) a 2.90 (0.66) a 2.41 (0.55) b 5.66**

Fitting 2.92 (0.29) a 2.90 (0.72) a 2.90 (0.62) a 2.37 (0.62) b 6.79***

Thickness 3.25 (0.75) a 2.86 (0.58) a 2.86 (0.78) a 2.34 (0.88) b 5.89**

Functionality 3.08 (0.67) a 2.90 (0.86) a 2.74 (0.77) 2.41 (0.63) b 3.83*

Thermal insulation 3.25 (0.45) a 2.83 (0.85) ab 2.76 (0.88) b 2.44 (0.71) b 3.79*

Breathability 2.92 (0.79) 2.52 (0.87) 2.57 (0.86) 2.37 (0.66) 1.56

Weight of clothes 2.83 (0.58) a 2.72 (0.70) a 2.76 (0.82) a 2.17 (0.95) b 4.75**

Flexibility 3.08 (0.90) 2.59 (0.91) 2.60 (0.89) 2.54 (0.60) 1.49

Total 3.01 (0.40) a 2.73 (0.57)a 2.75 (0.56) a 2.42 (0.49) b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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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Table 7. Workwear satisfaction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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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rking postur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1, June 3).

Division

Mean (S.D.)

FUnder 10 years

(n = 46)

Over 10 years 

under 20 years

(n = 46)

Over 20 years

(n = 32)

Protection 2.78 (0.66) 2.80 (0.75) 2.66 (0.48) 1.53

Activity 3.00 (0.76) 2.89 (0.71) 2.72 (0.46) 1.65

Sweat absorption 2.39 (0.91) 2.72 (0.81) 2.34 (0.60) 2.73

Quick drying 2.35 (0.87) 2.61 (0.86) 2.31 (0.59) 1.71

Pressure 2.67 (0.67) 2.78 (0.70) 2.56 (0.56) 1.08

Removable 2.76 (0.74) 2.85 (0.67) 2.53 (0.57) 2.17

Fitting 2.72 (0.62) ab 2.91 (0.69) a 2.47 (0.62) b 4.43*

Thickness 2.91 (0.78) a 2.80 (0.81) a 2.34 (0.79) b 5.22**

Functionality 2.85 (0.82) a 2.76 (0.77) a 2.41 (0.61) b 3.50*

Thermal insulation 2.89 (0.80) 2.72 (0.86) 2.47 (0.72) 2.62

Breathability 2.43 (0.83) 2.67 (0.87) 2.44 (0.62) 1.28

Weight of clothes 2.70 (0.81) 2.61 (0.83) 2.31 (0.93) 2.01

Flexibility 2.59 (0.96) 2.67 (0.79) 2.59 (0.61) 1.15

Total 2.70 (0.53) 2.75 (0.58) 2.47 (0.5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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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Table 8. Workwear satisfaction by working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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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가 14명(11.3%)의 순으로 분석되었

다. 작업복이 통풍이 잘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다’가 53명(42.7%), ‘보통’이 47명(37.9%)으로 나타났

다. 땀흡수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50명

(40.3%), ‘보통’이 48명(38.7%)의 순이었다. 옷이 잘 

찢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 63명(50.8%), ‘그렇

다’가 38명(30.6%)으로 분석되었다. 세탁 후 오염제거

가 잘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 62명(50.0%), ‘그렇

지 않다’가 42명(33.9%)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봉제선

이 잘 뜯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 52명(41.9%), 

‘그렇다’가 51명(41.1%)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의 

경우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지 않고 통풍이나 땀흡수

가 잘 되지 않으며, 옷이 잘 찢어지고 세탁 후에 오염제

거가 잘 되지 않으며 봉제선이 잘 뜯어진다고 생각하

였다.

Division
Don't think 

so  at all

Don't 

think so 
Normal Think so 

Think very 

much so
Total

Mean 

(S.D.)

Hip pull 0 (000.0) 18 (014.5) 72 (058.1) 34 (027.4) 0 (000.0) 124 (100.0) 3.13 (0.64)

Thigh pull 0 (000.0) 18 (014.5) 78 (062.9) 26 (021.0) 2 (001.6) 124 (100.0) 3.10 (0.64)

Hip pull 1 (000.8) 16 (012.9) 69 (055.6) 35 (028.2) 3 (002.4) 124 (100.0) 3.19 (0.71)

Crotch pull 2 (001.6) 12 (009.7) 71 (057.3) 37 (029.8) 2 (001.6) 124 (100.0) 3.20 (0.70)

Knee pull 2 (001.6)   8 (006.5) 74 (059.7) 37 (029.8) 3 (002.4) 124 (100.0) 3.25 (0.68)

Armpit pull 2 (001.6) 15 (012.1) 77 (062.1) 29 (023.4) 1 (000.8) 124 (100.0) 3.10 (0.67)

Back pull 2 (001.6) 18 (014.5) 77 (062.1) 26 (021.0) 1 (000.8) 124 (100.0) 3.05 (0.67)

Arm pull 1 (000.8) 11 (008.9) 77 (062.1) 35 (028.2) 0 (000.0) 124 (100.0) 3.18 (0.61)

Elbow pull 1 (000.8) 19 (015.3) 76 (061.3) 27 (021.8) 1 (000.8) 124 (100.0) 3.06 (0.66)

Armpit pull 1 (000.8) 13 (010.5) 73 (058.9) 34 (027.4) 3 (002.4) 124 (100.0) 3.20 (0.69)

Shoulder pull 2 (001.6) 11 (008.9) 75 (060.5) 35 (028.2) 1 (000.8) 124 (100.0) 3.18 (0.66)

Back pull 1 (000.8) 14 (011.3) 77 (062.1) 32 (025.8) 0 (000.0) 124 (100.0) 3.13 (0.62)

Top go up 1 (000.8) 19 (015.3) 69 (055.6) 31 (025.0) 4 (003.2) 124 (100.0) 3.15 (0.74)

Pants down 1 (000.8) 13 (010.5) 68 (054.8) 37 (029.8) 5 (004.0) 124 (100.0) 3.26 (0.73)

Total 3.15 (0.49)

Table 10. Discomfort degree by motion                                          Unit: N (%)

Division Motion

Aquaculture 

motion

Catching & 

harvesting 

motion

Table 9. Motions by fish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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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의 잘 해지는 부위에 대해서는 바지 밑단 56명 

(45.2%), 무릎 44명(35.5%), 여밈 36명(29.0%), 소매 끝 

34명(27.4%), 가랑이와 엉덩이 각 32명(25.8%)의 순

이었다. 바지 밑단, 소매 끝 등 끝부분이 해어지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2).

 

3. 어업인의 작업복 선호도

어업인의 작업복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먼

저 색상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

가 50명(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파

랑 34명(27.4%), 초록 20명(16.1%)의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 파랑, 초록에 대한 선호가 전체의 83.8%를 차

지하였다. 선호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상하가 분리

된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86명(69.4%)으로 많은 부분

을 차지하였다.

여밈 장치에 대한 선호에서는 지퍼가 81명(65.3%), 

벨크로가 29명(23.4%)으로 나타나 지퍼에 대한 선호

가 높게 나타났다. 작업복의 주머니 개수에 대해서는 

1~2개가 52명(41.9%), 3~4개가 50명(40.3%)으로 나

타나 1~4개의 주머니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

업복의 소재 특성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어업 

시 착용하는 작업복의 특성상 방수성이 59명(47.6%)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풍성 39명(31.5%), 신

축성 38명(30.6%), 보온성 31명(25.0%) 내구성 26명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음새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너무 밀착되거나 너무 

헐렁한 스타일보다는 적당한 여유가 있는 맞음새에 대

한 선호도가 64.5%로 높게 나타났다. 작업복의 적정 가

격대에 대해서는 30,000원에서 49,900원 정도의 가격

에 대한 선호도가 63명(50.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10,000원에서 29,900원이 34명(27.4%), 50,000원

에서 69,900원이 19명(15.3%)의 순이었다. 어업인을 

위한 작업복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는 체온 

유지 기능이 67명(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신 기능 34명(27.4%), 위험 알림 기능 22명(17.7%), 신

체상태 측정 기능 12명(9.7%)의 순이었다(Table 13).

 

V. 논   의

어업의 경우 종사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이 많았으

나 기계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30~40대의 비율이 높았

고(Park et. al., 2011), 공단 근무자의 경우에는 20~40

대의 비율이 높아(Park & Bae, 2008) 수산업분야 근로

자의 연령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업

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연령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다. 

고연령층의 특성상 행동이 둔해지고 상황 판단이 늦

어져 지속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작업복이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Collar 13 10.5

Closure 36 29.0

Hemline 26 21.0

Shoulder 20 16.1

Elbow 4   3.2

Sleeve hemline 34 27.4

Thigh 13 10.5

Knee 44 35.5

Crotch 32 25.8

Hip 32 25.8

Pants hemline 56 45.2

Table 12. Worn-out area of workwear

Division
Don't think 

so at all

Don't 

think so 
Normal Think so 

Think very 

much so
Total

Mean 

(S.D.)

Good feeling of skin contact 14 (011.3) 49 (039.5) 54 (043.5) 07 (005.6) 0 (000.0) 124 (100.0) 2.44 (0.77)

Good breathability 14 (011.3) 53 (042.7) 47 (037.9) 10 (008.1) 0 (000.0) 124 (100.0) 2.43 (0.80)

Good sweat absorbability 18 (014.5) 50 (040.3) 48 (038.7) 08 (006.5) 0 (000.0) 124 (100.0) 2.37 (0.81)

Easy tear 04 (003.2) 17 (013.7) 63 (050.8) 38 (030.6) 2 (001.6) 124 (100.0) 3.14 (0.79)

Good decontaminated by washing 06 (004.8) 42 (033.9) 62 (050.0) 14 (011.3) 0 (000.0) 124 (100.0) 2.68 (0.74)

Sewing line torn by washing 03 (002.4) 12 (009.7) 52 (041.9) 51 (041.1) 6 (004.8) 124 (100.0) 3.36 (0.82)

Table 11. Wearing and washing of workwear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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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Color preference

Achromatic color (black, white, gray) 50 40.3

Blue 34 27.4

Yellow 7 5.6

Red 4 3.2

Green 20 16.1

Purple 6 4.8

Others 3 2.4

Style preference

Two pieces 86 69.4

One piece 19 15.3

Apron 17 13.7

Other 2 1.6

Closure preference

Button 10 8.1

Zipper 81 65.3

Velcro 29 23.4

Others 4 3.2

Pocket number

1-2 52 41.9

3-4 50 40.3

5-6 21 16.9

Over 7 1 .8

Importance of material 

characteristics in workwear

Easy to washability 17 13.7

Durability 26 21.0

Flexibility 38 30.6

Ventilation 39 31.5

Thermal insulation 31 25.0

Waterproof 59 47.6

Windproof 14 11.3

Others 5 4.0

Fitting preference

Tight fit 21 16.9

Loose fit 23 18.5

Moderate fit 80 64.5

Affordable price range

10,000-29,900 won 34 27.4

30,000-49,900 won 63 50.8

50,000-69,900 won 19 15.3

70,000-99,900 won 4 3.2

Over 100,000 won 4 3.2

Desired additional 

functions

(Multiple responses: N = 124)

Risk notification 22 17.7

Temperature-retention 67 54.0

Communication 34 27.4

Physical condition measurement 12 9.7

Others 2 1.6

Total 124 100.0

Table 13. Design preference and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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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업종사자는 작업복에서 방수성을 중요하게 생각

한 반면, 공단 근로자는 신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여(Park & Bae, 2008) 작업복을 착용하는 작업 환경

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업인의 기존 

작업복은 방수성을 위주로 한 소재로 제작되어 속건

성, 흡수성, 통기성 등이 나쁜 것으로 분석되어 방수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땀이 투과되고 흡수성이 좋

으며 통기성이 우수한 소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도출

되었다.

어업인의 작업 시 주요 동작을 살펴보면 허리를 구

부리거나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많음을 알 수 있어 허

리부위, 무릎, 팔꿈치 등 관절부위의 구부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패턴 및 소재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기존 어업인의 작업복은 폴리에스테르나 T/C소

재에 PVC코팅을 양면 또는 단면으로 한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신축성이 부족하고 무거워 동작 시 불편함

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작

편의성 향상을 위해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신축성 소

재를 함께 사용하여 활동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신축성이 부족한 소재의 사용으

로 인해 사이즈에 있어서도 몸에 밀착되기 보다는 신

체사이즈보다 큰 치수를 착용함으로써 신체적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기계에 의류가 끼는 등의 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증대시키므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 신축성 소재와 방수 소재, 신체의 움직임에 적합

한 인체공학적인 패턴 적용을 통해 맞음새를 향상시

킬 필요성이 도출된다. 또, 소매 끝, 바지 밑단, 몸판의 

밑단 처리에 있어서도 조임 처리 등을 통해서 사고 위

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어업의 종류에 따라 포획 채취어업의 경우 양식

어업보다 좀 더 큰 동작을 요하는 활동이 많아 작업복

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복 디자인에 있어서 차별화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는 어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같은 종류의 작업복을 착용함

으로 인해 작업복이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큰 동작을 요하

는지, 앉아서 하는 동작이 많은지 하는 어업종류에 따

른 동작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작업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업용 기능성 작업복의 경우 착

용자의 신체치수, 어업의 종류, 작업 시의 주요 동작 등

을 고려하여 작업복 패턴을 제작하여야 하며, 소재에 

있어서는 신축성, 소재의 경량성, 방수성, 땀흡수성 등

의 기능이 있는 작업복 소재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다 작업이 바람과 물로 인해 추위에 노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온 유지가 가능한 발열 소재 

등을 사용한 좀 더 기능적인 작업복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 추가적으로 배가 뒤집히거나 사

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추적 기능과 통신 기능 등 IT기능이 접목

된 기능성 작업복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어업에 적합한 기능적인 작업복 개발을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작업복 착

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문제점, 작업복에서 요구되는 기

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에 

적합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인 작

업복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업인은 50대가 많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많았다. 종사하는 

어업은 양식어업과 포획 채취어업이 반반이었으며, 어

업에 종사하면서 기계에 부딪히거나 옷이 걸려서 위

험했던 경우가 많았다. 어업인의 작업복 착용스타일

은 상하 분리형이 많고 작업복 구매 시 방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업인의 작업복 착용 후 동작 

시 불편 정도에서는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쪼그려 앉

을 때 엉덩이, 허벅지, 밑위, 무릎부위에 당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복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은 양식어업의 경우는 안

전/보호성을 중요시하고 포획 채취어업의 경우에는 

활동성을 중요시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결과에 따라 어업에 적합한 기능적 작업복에

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계에 

옷이 걸리거나 끼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양식어업

과 포획 채취어업 등 어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디자인

의 작업복이 요구되었다. 의복 패턴에 있어서는 기존

의 헐렁한 맞음새가 아니라 몸에 밀착되면서 맞음새가 

우수한 패턴이 필요하며, 엉덩이, 허벅지, 밑위, 무릎부

위 패턴 구성에 있어서 동작편의성 및 체형을 고려한 

의복 패턴이 필요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는 어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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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방수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활동성 및 사고 위

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소재를 적용하여 어

업인을 위한 기능적 작업복 제작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어업분야에서 반드시 착용되어야 하나 

그 연구가 미비한 어업용 작업복의 착용실태 및 선호

도, 불편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업용 작업복에

서 요구되는 기능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남 목포, 신안

지역의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인 특

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어업의 종류에 따른 

심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업용 

작업복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작업복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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