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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작업자의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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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a hog-raising industry in order to help develop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workers which would secure the safety and the health of these workers. The attempt by this study
will help enhance safety in the livestock industry an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Method: The study first selected a total of 111 workers from the hog-raising industry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designed a survey with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indoor and outdoor working environments, how
the workers would in practice wear or purchase the working clothes,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these new
working clothes, how much the workers would be likely to accept the working clothes and protective equipment,
and lastly, conditions of th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overgarment.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with SPSS 21.0.

Result: The research targets’ average age was 50 years. Work efficiency by environmental factor was normal,
but all age groups had experience of accidents (79.3%). Major wounded parts were under elbow and under knee.
Protective equipment most commonly worn was helmet (83.4%), gloves (98.2%) and boots (99.1%), and
satisfaction with them was normal at 3.41. Working clothing most commonly worn was old clothing (31.8%)
and everyday wear (17.6%) and satisfaction with it was low.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working clothing,
they required attached pouches, elasticity and deodorization. The acceptability of improved working clothing
was high at 69.2%.

Conclusion: After problems have been addressed in relevant future research, what has been learned from the
concerned study will be referred to as a useful basic reference when the relevant field works to develop high-
quality working clothing and protective equipment for workers in the hog-rais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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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함과 동시에 축산업도 괄

목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양돈 사육 농가수는 크

게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증가하여,1) 2011년 FMD

(foot-and-mouth disease, 구제역)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농업 총 생산액의 11%, 축

산업 생산액(15조원)의 30%인 4.5조원을 생산하였

다.2)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양돈농가 경

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 1907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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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09년 대비 최

근 2.7% 증가했고, 2000마리 이상, 3000마리 미만

농가는 18.5에서 19.7%로 1.2% 증가했다.3) 이와 같

이 축산업과 축산 연관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꾸준한 양

적 성장을 추구해왔다.4)

그러나 양돈 산업의 발달과 사육규모의 대형화에

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진화 방

안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 축산업이 유지발전하려

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은 물론 환경부하와 질병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육규모의 조정과 분산, 국내

산 사료 의존도 제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축산 업계의 주도

적 노력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축산업 종사인원

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5) 축산종사자를

위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암모니아

가스, 이산화탄소, 높은 습도와 농축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열악한 환경으

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여 작업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기능성을 부과하여 작업능률

을 증대시킬 있는 작업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능성을 부여한 작업복에 대한 연구는 동작 및

생리적 기능성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

업복,6,7)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선업 근로자

를 위한 작업복,8) 자동차 정비업체의 작업복,9) 철도

근로자의 작업복,10,11) 환경미화원의 작업복,12) 전자

레인지공장의 작업복13) 등 다양하게 연구진행 되어

왔다. 한편 2008년까지 특허출원 경향을 살펴보면

헬스, 격투기, 구기류 운동복, 수영복을 포함하는 스

포츠용 의복의 출원비율이 47%, 일반근무복, 작업

보호복, 보건위생복을 포함하는 작업근무용 의복이

34%, 낚시, 등산, 승마, 골프 스키 등과 같은 레저

용 의복이 19%로 나타났고, 이 중에 작업근무용 의

복류 중 작업보호복이 과반수 이상인 54%로 가장

많은 출원비율을 나타내었다.14)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능성 의복의 디자인 특

허출원이 이루어져 1990년대 말부터 두드러진 출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악취,

오염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위생 및 안전성이 요

구되는 기능성 축산 작업복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축산 작업자를 위한 기능성 작업

복과 보호구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현시점에서 축산

종사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되

는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할 개인보호구에 대한 호감

도 및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며 작업활동 속

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복 및 보호구의 기능과 작업

자의 요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강원, 경기, 경상, 충청,

제주 지역의 양돈 축산업 종사자 111명을 대상으

로 축산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한 호감도

및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를 위해 예비조사 내용과 선행연구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자체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9문항), 실내·외 작

업 환경(16문항), 작업복의 착용 및 구매실태(21문항),

개선사항(23문항), 호감도 및 수용가능성(8문항), 방

역복(11문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업환경적 요인, 작업복과 보호구의 만족도 및

개선 작업복의 호감도에 대한 질의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요인이 나쁜 것

으로 판정하였다. 만족도와 호감도는 점수가 높을

수록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과 보호구의 만족도 및

개선 작업복에 대한 호감도가 좋은 것으로 판정하

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문항별로 기

술통계치를 구하고 객관식 응답에 대해서는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작업환경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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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인 양돈 축산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연령은 50대가 전체 조사

대상의 48.5%이고, 40대가 27.2%였으며, 평균연령

은 약 50세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49.1%, 고등학교 졸업자가

32.1%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88.74% 이상이 고등학

교 이상의 교육 수준이었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종사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Table 1). 

1.2. 작업환경적 요인의 결과

작업장의 환경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복 및 보

호구의 구성, 형태, 착장이 작업에 적절해야 되며,

쾌적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환

경에 노출된 축산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분석하였다.

작업환경적 요인으로는 실내온도, 조도, 악취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응답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결과 현재 축사 내부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7.6~10.5%로 나타났고, 축사 내부가 일반

생활환경보다 어두운 편인가에 대한 응답율은 38.2%

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축사 내부가 어두워서 작

업시 불편을 느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41.4%의 불편

상황은 기록, 시설 보수 점검, 심야근무, 교배 거세

주사 분만 등과 같은 섬세한 주요 작업에서 불편함

을 제시하였다. 작업장의 악취는 ‘그렇다’ 또는 ‘매

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0~0.9%로 나타났

고, 축사 내, 외부 온도차와 탁한 공기로 인하여 호

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는 편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에서도 9.9%가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

고 응답하였다. 

1.3. 부상경험과 주요 부상 신체 부위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자의 대부분이 부

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을 당한 신체

부위는 응답자가 표기하기 편하도록 Table 4와 같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survey (Unit: N(%))

Classification Item N(%) Total

Sex
Male

Female
101(91.0)
10(10.0)

111(100)

Age

Under 39
40~under 50
50~under 60
60 and older 

15(15.0)
27(27.2)
48(48.5)
9(9.0)

99(100)

Region

Gangwon
Gyeonggi

Gyeongsang
Chungcheong

Jeju

8(7.2)
54(48.6)
37(33.3)
7(6.3)
5(4.5)

111(100)

Level of 
educat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higher

2(1.9)
6(5.7)
4(3.8)

34(32.1)
52(49.1)
8(7.5)

106(100)

Work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6~15 years
16~25 years

More than 26 years

6(6.2)
39(39.3)
39(39.3)
15(15.2)

99(100)

Table 2. Workers' Subjective Understanding on Temperature, Illumination and Malodor (Unit: N(%))

Question Not at all
Fairy 

negative
Average

Fairy
positive

Only
positive

Total

Does the indoor temperature of the workplace 
decrease work efficiency?

6
(5.7)

16
(15.2)

43
(41.0)

29
(27.6)

11
(10.5)

105
(100)

Is the inside of the workplace considered 
darker than other regular living environments?

6
(5.5)

18
(16.4)

44
(40.0)

42
(38.2)

0
(0)

110
(100)

Is the malodor inside the workplace 
considered intolerable?

5
(4.5)

31
(27.9)

64
(57.7)

10
(9.0)

1
(0.9)

111
(100)

Table 3. Injury Experience of Workers (Unit: N(%)) 

Yes No Total

Injury 
Experience

88(79.3) 23(20.7)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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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면(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조사결과 앞에서 주로 부상을 당한 신체부

위는 손(21.4%), 무릎(19.0%), 발등(16.7%) 순이었

고, 뒤에서 주로 부상을 당한 신체부위는 발목(24.8%),

손목(22.8%), 팔꿈치(18.8%)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상을 경험하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물체나

기계에 신체가 부딪혀서이고(50.0%), 다음으로 철근

이나 못에 옷이 걸리거나(27.5%) 안전보호구 미착용

(9.2%)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 부상의 경험이 있

고, 다양한 상해 부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작업시 불편(51.1%)하고 신체활동에 제약(30.1%)

을 받는다고 해서 보호구를 미착용 하는 일이 다반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실태 및 개선 방안 

2.1.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 실태 

축산 종사자들이 작업시 착용하는 작업복에 대한

조사 결과 헌옷(31.8%), 일상복(17.6%), 투피스형 방

역복(15.3%), 트레이닝복(12.4%) 순으로 나타났고,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27 이

하였으며, 소속감(2.70), 보호기능(2.77), 색상(2.88),

디자인(2.93)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만족도

Table 4. Sites of injuries in the front and in the back (Unit: N(%))

Item Sites of injuries N(%) Total

Front

Head 20(7.9)

252(100)

Neck 2(0.8)

Chest 3(1.2)

Abdomen 2(0.8)

Armpit 3(1.2)

Arm 33(13.1)

Hand 54(21.4)

Thigh 19(7.5)

Knee 48(19.0)

Top of the foot 42(16.7)

Toes 26(10.3)

Back

Shoulder 12(11.9)

101(100)

Elbow 19(18.8)

Wrist 23(22.8)

Back 4(4.0)

Buttock 5(5.0)

Calf 13(12.9)

Ankle 25(24.8)

Table 5. Causes of Workers' Injuries  (Unit: N(%))

Item N(%) Total

Injury 
Causes

Not wearing of the safety 
protective equipment

13(9.2)

142
(100)

Clothes caught on rebars or 
nails 

39(27.5)

The surrounding has been too 
dark for a worker to see 

clearly.
2(1.4)

A worker has bumped into an 
object or a machine. 

71(50.0)

Others 17(12.0)



양돈작업자의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526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3: 39(6): 000-000

를 나타내었다(Table 7). 

작업시 착용하는 보호구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에서는 항상 착용하는 보호구가 대체로 모

자(56.5%), 장갑(74.1%), 장화(81.5%)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가장 많이 착용하는 모자,

장갑, 장화의 평균이 3.35 이상의 보통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8). 

2.2. 작업복의 개선사항 및 보호구의 효율적인 착

용방법

Fig. 1은 개선할 작업복에 추가되어야 할 새로운

기능 및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Table 9의 질문

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요약된

그림이다. 주로 소재와 디자인 개선에 대해 기능적

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착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

안을 제시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

을 나타내었다. 특히 주머니(99.1%)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이

러한 도구수납을 위해 작업복 위에 주머니가 많은

조끼의 착용(59.1%)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소

재에 있어서는 작업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신축성

Table 6. Working Clothes During the Process (Unit: N(%))

Item N(%) Total

Working 
clothes to 
be put on

One-piece suit-type 
clothes

22(12.9)

170
(100)

Two-piece suit-type 
clothes

26(15.3)

Sweatsuit 21(12.4)

Outdoor wear 14(8.2)

Old clothes 54(31.8)

Everyday clothes 30(17.6)

Others 3(1.8)

Table 7.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Working Clothes

Question M SD

Are you satisfied with the design? 2.93 0.49

Do you think that the clothes agree to your build? 3.27 0.72

Are you satisfied with the thermokeeping performance of the clothes? 3.14 0.79

Are you satisfied with the air-permeability of the clothes? 3.18 0.67

Do you feel comfortable in the clothes when you move? 3.20 0.64

Do you wear working clothes which are colorful enough for you to be noticed easily? 2.88 0.85

Is any foreign substance on the working clothes removed easily? 3.13 0.72

Are you satisfied with the protective performance of the clothes? 2.77 0.72

Do you feel more friendly in your workplace because of the clothes? 2.70 0.93

Are you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working clothes that you are putting on now? 3.00 0.60

Table 8. Protective clothes worn during work and satisfaction with them (Unit: N(%))

Item
Status of wearing

Total
Satisfaction

Always Often Never M SD

Hat 61(56.5) 29(26.9) 18(16.7)

108
(100)

3.35 0.70

Protective glasses 1(0.9) 19(17.6) 88(81.5) 2.91 0.90

Mask 8(7.4) 23(21.3) 77(71.3) 2.97 0.95

Gloves 80(74.1) 26(24.1) 2(1.9) 3.43 0.76

Boots 88(81.5) 19(17.6) 1(0.9) 3.44 0.74

Wrist pads 1(0.9) 11(10.2) 96(88.9) 2.89 0.88

Elbow pads 1(0.9) 4(3.7) 103(95.4) 2.46 0.88

Lumbar pad 0(0) 8(7.4) 100(92.6) 2.53 0.92

Knee pads 2(1.9) 5(4.6) 101(93.5) 2.64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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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94.5%)와 악취의 방어를 위한 소취성 소재

(87.9%)를 제안하였고, 조도가 낮은 축사 내부나 야

간 작업시 신체보호나 사고예방을 위한 가시성 부여

(63.7%), 방역을 위해 돈사마다 다른 색상의 방역복

과 작업복 착용(45%)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able 9).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

호구의 효율적인 착용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60.8%

가 보호구의 질을 개선하여 착용감을 향상시킬 필요

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8.4%가 안전교

육을 통해 보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Table 10).

Fig. 1. New performances or improvements expected from working clothes

Table 9. Necessity of new performances of new working clothes (Unit: N(%))

Item Yes No Total

An elastic material should be adopted to secure the areas of the working activity. 103(94.5) 6(5.5) 109(100)

A deodorizing fabric should be adopted to prevent the odor absorption into the clothes. 94(87.9) 13(12.1) 107(100)

Working clothes of visibility are necessary to protect a worker from accidents during 
the night shift.

65(63.7) 37(36.3) 102(100)

Each hog-raising farm should wear working clothes in different colors to prevent any 
communicable diseases.

49(45) 60(55) 109(100)

Pockets should be provided on the working clothes to give a worker a few spaces to 
keep personal belongings safe during the process.

110(99.1) 1(0.9) 111(100)

A working vest is necessary for a worker to keep tools safe during the process. 65(59.1) 45(40.9) 110(100)

Table 10. Efficient Ways to Make Workers Put on Protective
Equipment (Unit: N(%))

Item N(%) Total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ve 
equipment through safety education

29
(28.4)

102
(100)

Enhancing wearability by improving the 
quality of protective equipment

62
(60.8)

Increasing the penalty on the person who 
does not put on protective equipment

2
(2.0)

Improving the times of providing and 
replacing protective equipment

8
(7.8)

Other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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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

치수, 색상, 소재, 가시성이 개선된 축산 보호구를

착용한다면 어떠하겠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항

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호감도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

은 호감도를 나타낸 항목은 ‘그렇다’ 이상에서 세탁

및 관리의 수월성(67.3%)이었고, 다음으로 사고의 위

험 방지(62.1%), 작업능률의 향상(58.8%), 방역에 도

움(58.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축산작업자를 위한 작업복이 개발되어 시판된다면

구매해서 사용해 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

과에서는 평균 4.0 ‘그렇다’ 이상 69.2%로 아주 높

은 구매의사를 나타내었다(Table 12). 

축산 보호구를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

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10,000~30,000원이 46.9%, 30,000~50,000원이 29.6%

로 다소 낮은 지불가격을 제시하였다(Table 13). 

이외에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보호구에 대한 조

사 결과 현재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장화

(35.2%), 장갑(24.4%), 모자(20.7%) 순으로 나타나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개선의 여지

는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축산 작업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고

려한 고기능성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의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양돈 축산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업자들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으며, 평균연령 또한 높았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양돈농가 경

영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40대 이하는 3% 이상 감

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4% 가까이 증가한 통계결

과와 일치한다. 통계청15)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8

년에는 고령화율이 14%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도시보다도 농촌의 문제가 더욱 심각

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후계자 문제가 점차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후계자의 신규참입을 유도하기 위

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온도와 작업능률, 조도와 공기의 환경상태에 대해

작업자가 감지하는 반응은 보통이었는데 이러한 결

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대

부분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서 특수환경에 지속

적인 노출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디어진 결

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인 질병/사고 현황 조사에

서 양돈 농가의 내부 먼지와 박테리아 농도를 측정

한 결과 1.5 mg/m3, 1.2×105 CFU/m3으로 화훼작목

에 비해 오염농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급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피부질환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의 환기량을 늘리거나

분진 또는 방독용 마스크를 포함한 각종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6) 또한 세 가지 환

Table 11. Preference for newly-improved working clothes (Unit: N(%))

Item Never Unlikely Normal Likely Most likely Total

Enhancing work efficiency 3(2.8) 2(1.9) 39(36.4) 53(49.5) 10(9.3) 107
(100)Ease of learning and management 3(2.8) 1(0.9) 31(29.0) 57(53.3) 15(14.0)

Helping the prevention of epidemics 2(1.9) 6(5.6) 37(34.3) 49(45.4) 14(13.0) 108
(100)Preventing the risk of an accident 3(2.8) 4(3.7) 34(31.5) 56(51.9) 11(10.2)

Table 12. Intention to purchase the improved working
clothes (Unit: N(%))

Item N(%) Total

Not at all 1(0.9)

107(100)

Fairy negative 5(4.7)

Average 27(25.2)

Fairy positive 58(54.2)

Only positive 16(15.0)

Table 13. Consumer expectation price for new working
clothes (Unit: N(%))

Item N(%) Total

Less than 10,000 Won 7.0(7.1)

98(100)

10,000~30,000 Won 38.5(46.9)

30,000~50,000 Won 24.3(29.6)

50,000~70,000 Won 8.0(98.1)

More than 70,000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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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요인 중 온도는 작업자의 작업능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돼지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

육돈의 경우 적정온도 보다 1oC 내려가면 1일 두당

25 g의 사료를 더 섭취하게 되며, 반대로 이렇게 여

분의 사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체가 11 g 떨어진다

는 보고가 있다.17) 육성돈의 경우 18~20의 적정온도

를 설정한 후에는 반드시 돈사내 암모니아 가스와

탄산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온도와 환기량의 재설정

및 난방여부를 결정하고 기계적인 이상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만 한다.17) 또한 조도는 번식기능

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번식돈사내 조명을 300

룩스 이상(권장 500룩스)으로 환하게 1일 16시간은

점등해 주어야 한다. 일몰 전후에 번식돈 관리를 용

이하게 하는데도 밝은 조명은 필수적이다.17) 이와 같

이 쾌적한 작업환경은 작업자의 작업능률을 증대할

뿐 만 아니라 양돈의 성장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작업환경에서

작업자들의 대부분은 부상의 경험이 있었는데, 주요

부상부위는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로 나타나 있었

다. 따라서 이 부위에 작업활동 영역이 가장 빈번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부위

에 보호구의 착용이 더욱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작업시 사고 발생요인을 직시하지 못하고 물

체나 기계에 신체가 부딪히는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

하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외부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그 영향력

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노출된 작업환경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작업복과 보호구를 착용해

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축산 종사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작업복은 헌옷과 일상복이었으며, 이는 해

마다 증가하는 양돈산업의 대규모화에도 불구하고

축산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쾌적한 작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축산 전용 작업복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의 만족도는 낮았는

데, 주로 착용하는 헌옷과 일상복을 통해 본인이 속

해 있는 농장의 소속감을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착용하는 의복이 특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다. 색상과 디자인 역시 축산 전용 작업

복을 구매해서 착용하기 보다는 일상복으로 착용하

다가 버리기 전에 작업복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

족도가 낮은 원인으로 사료된다. 

보호구는 주로 착용하는 보호구가 만족도가 높았

다. 보호구에 대한 문제점은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

여 모자는 주로 땀흡수가 안되고 창이 넓은 것은 것,

장갑은 코팅이 금방 벗겨지고, 방수가 안되며, 전화

받기가 곤란하고 봉제의 내구성도 미약한 부분에 대

한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작업자가 가장 많이 착용

하는 장화의 경우에는 착탈이 불편하고 고무재질의

특성상 금방 닳아 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착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

안을 제시한 결과, 주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는 상시 휴대해야 하는 유성팬, 휴대폰,

수첩, 장갑과 백신을 위해 때때로 휴대해야 하는 주

사기, 주사약과 같은 물품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의 특성이 필요하며, 일

부에서는 이러한 도구수납을 위해 작업복 위에 주머

니가 많은 조끼의 착용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어

작업복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호구의 착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의 대부분은 위험 경험이 있었고, 주로 다치는 상해

의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갑하고 귀찮고 불편

하다는 이유로 보호구의 착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물

론 축산 전용 보호구나 작업복이 개발되지 않아 구

매할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제품을 착

용해서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다. 수백 키로의

돼지를 관리하는 가운데 불시에 일어날 수 밖에 없

는 사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방어하고 대비하여 작업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구의 효율적인 착용 방

법에 대한 조사 결과 보호구의 질을 개선하여 착용

감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축산업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서

라도 하루빨리 축산전용 보호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에 대한 문제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개선안으로 제시된 작업복의

구매 지불 예상가격은 다소 낮았는데 이는 주로 헌

옷을 착용하는 축산 종사자들에게 새옷의 개념인 작

업복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선 작업복에 대한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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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아주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분석된 결과를 바

탕으로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이용한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진화 방

안의 대안으로 축산 작업자의 안전과 보호, 관리의

용이성을 겸비한 기능성 양돈작업복 및 보호구의 개

발을 위해 양돈 축산업 종사자 111명을 대상으로 일

반적 사항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항,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문항, 축산

작업복 및 보호구에 대한 호감도 및 수용가능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 조사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설

문조사로 수행하였으며, 구조화된 5점 리커트 척도

에 의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문항별 기술통계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농촌의 고령화율과 맞물

려 다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전문적인 작업복

과 보호구에 대한 착용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상해의 경험이

있고,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 호감도, 수용가능성은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특수환경에 노출된 작업자들

에게 적합한 작업복 및 보호구에 대한 개발의 필요

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평

균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서 장기간 축산환경에 노

출되어 온도, 조도, 악취에 대한 감각은 무뎌져 있

으나 돈사에서 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 황하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과 같은 위해가

스는 농도가 높아지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주요 작업 활동 반경에 속하는 팔과 다리 부위

의 상해 방지와 작업 활동 영역의 편의성 부여와 보

호를 위해 이에 적합한 전문적인 기능성 작업복 및

보호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는 기능성 작업복 및 보호구의 실용화 가

능성을 평가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급속

한 대규모화에 부합하여 다양한 축산 종사자들을 위

한 기능성 보호구의 개발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

료되며 고기능성 작업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단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으

므로 전국적, 전 연령층으로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며,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과 보호구

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값이 같은 성능을 지닌 동일

한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화 하는 것

에는 부족하다. 또한 본조사의 성별에서 다소 낮은

빈도수를 나타낸 여성 작업자들을 확보하여 남성 작

업자들과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다면 여성작업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보호구의 결과값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

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조사대상자들을 추출할 필

요성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업

시의 동작 및 신체적합성을 파악하고 선호하는 디자

인을 조사하여 고기능성 개인보호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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