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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Outdoor workers are exposed to thermally stressful work environments. In this study, heat stress

indices for harbor workers in summer were calculated to evaluate thermal comfort based on a human heat

balance model. These indices are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PST), Dehydration Risk (DhR), and

Overheating Risk (OhR) according to respective stage of cargo work in a harbor. In addition, we constructed a

forecast system to provide heat stress information. 

Methods: Thermophysiological indices in this study were calculated using the MENEX model (i.e. the human

heat balance model), which used as inputs the meteorological parameters, clothing insulation, and metabolic rate

for each stage of cargo work in the harbor of Masan over the course of seven days, including a four-day heat wave.

The forecast heat stress information constructed for Masan harbor was based on meteorological data supported by

the Dong-Nae Forecast from the KMA (Korea Metrological Administration) and other input parameters. 

Results: According to higher metabolic rate, thermophysiological indices showed a critical level. In particular,

PST was evaluated as reaching the ‘Very hot’ or ‘Hot’ level during all seven days, despite the heat occurring over

only four. It is important in a regard to consider the work environment conditions (i.e. labor intensity and clothing

in harbor). On a webpage, the forecast thermophysiological indices show as infographics to be easily understand.

This webpage is comprised of indices for both current conditions and the forecast, with brief guidance. 

Conclusion: Thermophysiological indices show the risk level to health during a heat wave period. Heat stress

information could help to protect the health of harbor workers. Further, this study could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se indices to a variety of outdoor workers in consideration of work environments.

Keywords: Forecast system, harbor, heat stress, human heat balance, thermophysiological model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

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Tel: +82-51-583-2652, Fax: +82-51-515-1689, E-mail: kimyk@pusan.ac.kr

Received: 12 January 2016, Revised: 5 April 2016, Accepted: 5 April 2016

원 저 Original articles



하계 항만열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열환경 평가 및 예보시스템 구축 93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6; 42(2): 92-101

I. 서 론

최근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IPCC)의 기후변화 보고

서1)에서는 평균기온의 상승과 더불어 극한 기상의

변화, 특히 폭염 및 열대야 등의 고온발생빈도 증가

를 전망하였다. 더불어 미래(2030~2040년) 기후변

화에 따라 관련요인(영양부족, 매체 전염병, 직업건

강, 정신건강, 극한기상사건, 대기질, 음식/수인성 감

염, 열)의 적응능력 감소를 제시하였으며1) 본 연구

와 관련된 열과 직업건강 부분에서 적응능력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온대기환경(이후 열환경으로 지칭)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옥외작업자의 경

우,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사

료되며 보건건강분야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요구된

다. 일예로 옥외작업현장의 경우 폭염 기간 중 상해

발생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2) 고온환경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관련 직종도 빈

번한 옥외 고강도작업으로 열환경에 취약한 직종으

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자동화가 부족한 재래식

항만의 경우 수작업 비율이 높아 더욱 집중적인 관

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상 지수(Index) 정보는 수치정보(기

온, 습도 등 기상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재가공하

여 수용자의 이해/습득을 용이하게 하며 구체적 행

동지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보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폭염관련 지수로 미

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산하 국립기상서비스

(NWS: 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기온과 상대

습도를 이용한 열지수(Heat Index)를 산정하여 제공

하고 있다.3) 국내의 경우도 기상청산하 국립기상연

구소(현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도시고온건강지수를

개발하였다.4) 하지만 위 지수들은 범국민을 대상으

로 한 일반적 기상지수로서 작업자들이 노출된 작업

환경, 노동강도, 작업복 특성 등을 고려되지 못한 한

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항만 옥외작업자(상하차, 선측,

선내에서 작업하는 하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

온(하계)기간의 항만작업 맞춤형 열환경지수(이후 항

만열환경지수로 지칭)를 산정하고 정보제공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1) 항만작업현장조사

를 통해 작업환경을 파악하고, 과거 기상자료를 이

용하여 항만열환경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제공되는

항만열환경지수는 작업체감온도, 탈수위험, 연속작업

허용시간으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더

불어 2) 이 지수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상

청 동네예보(초단기/단기예보) 기반의 기상예보자료

와 연계한 항만열환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페

이지를 통한 서비스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자료

1. 대상항만 선정 및 대상기간 선정

경남지역에 위치한 마산항은 지형적으로 진해만을

Fig. 1. Metrological condition in Masan harbor during 9~15 August 2013.



94 황미경 ·윤진아 ·김현수 ·김영준 ·임연주 ·이영미 ·김영남 ·윤의경 ·김유근

J Environ Health Sci 2016; 42(2): 92-101 http://www.kseh.org/

중심으로 남쪽에 거제도가 위치해 있는 폐쇄형 항만

이다. 마산항은 재래식항만으로 일반화물(기계류

(21%), 철재(19%), 자동차(17%), 시멘트(12%), 기타

(31%))를 주로 다루며 연간 14,055톤의 화물량을 처

리하고 있다.5) 화물의 특성상 기계식보다 항만작업

자들이 직접 화물하역을 처리하고 있어 옥외작업이

많은 항만이다. 

기상자료는 마산항조위관측소의 기온, 기압, 풍속

자료를 이용하고 기상청 산하 ASOS(창원기상대, 155

지점)의 습도와 운량자료를 함께 이용하였다. 마산

항은 하절기 평균기온의 증가율은 연평균 +0.35oC/

yr을 나타내어 부산지역의 기온증가(+0.1oC/yr)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폭염발생일(일최고기온 33oC 이

상, 기상청기준)은 2009년(1일 폭염발생)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의 경우, 최고

8일의 폭염발생일을 기록하였다. Fig. 1은 2013년 하

계기간 중 8월 9~ 15일의 기온을 비롯한 기상요소

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7일 중 4일간(10,

11, 12, 14일) 폭염이 발생하여 고온열환경에 노출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항만열환경지수

를 산출/평가하였다. 

2. 생명기상모델 MENEX 및 입력자료

MENEX(The Man-Environment heat EXchange

model)는 사람과 주위환경의 열교환을 다루는 생명

기상모델로 기상인자 및 신체 생리학적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에 따른 인체의 변화를 지수화하

여 산정하는 모델이다.6,7) MENEX 모델은 열환경지

수 산정을 위해 신체가 주위 열환경에 노출되어 적

응하기 전과 후에 따라 열평형 방정식(식 (1))을 각

각 적용하여 여러가지 열환경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8,9) 

 식 (1)

여기서, M = metabolic rate

Q = radiative equillibrium of the body

C = convective heat flow

E = heat loss for evaporation

Res = heat loss for respiration

S = stroage heat flow for heating or cool

본 연구에서 사용한 MENEX(ver. 2005) 모델의 입

력자료는 기상학적 요소와 신체 생리학적 요소 그리

고 의복관련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산항 조위관측소자료(기온, 풍속, 기압)와 창원기

상대자료(상대습도, 운량)를 이용하여 과거 폭염발생

시의 열환경지수 산정을 위한 기상입력자료로 사용

하였다. 반면 항만열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시에는 실

시간 동네예보자료를 연동하도록 하였다. 

신체 생리학적 요소인 신진대사(Metabolic rate, M)

를 산정하기 위해 작업단계별 신진대사율에 시간가

중치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항만의 하역작업은 상하

차작업, 선측작업, 선내작업으로 구분되며, 시간가중

치는 작업스케줄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식 (2)는

ISO 899610)에서 제시된 시간가중치가 적용된 신진

대사율 산정식이다. 

 식 (2)

여기서, M = time weighted average metabolic rate

(W/m2)

Mi = metabolic rate for each cargo -

working step (W/m2)

Mrest = metabolic rate for rest (W/m2)

twork = working time (minute)

trest =  rest time (minute)

ttotal = total time (minute)

여기서 작업단계(상하차작업, 선측작업, 선내작업)

별 신진대사율(Mi)은 각각 290 W/m2, 375 W/m2, 410

W/m2 9)이며, 휴식 시 신진대사율( )은 55 W/m2 10)

이 입력되었다. 와 는 각각 작업시간(분)과

휴식시간(분)을 나타내며 는 전체 근무시간(작

업시간과 휴식시간 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복관련 입력자료는 대상항의 현장조

사를 바탕으로 조사된 작업복 특성을 반영한 의류절

연11)를 산정하여 입력하였다. 여기서 의류절연(clothing

insulation)은 기본적으로 clo 단위로 나타내며, 1 clo

는 기온 21oC, 습도 50% 이하, 기류속도 0.1 m/s이

하의 실내에서 성인 남자가 착석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할 때 쾌적하게 느끼며, 평균 피부온도를 33oC 유

지시킬 수 있는 의복상태를 의미한다12). 

3. 항만열환경지수

본 연구에서는 MENEX 모델을 이용하여 항만열

M Q C E Res+ + + + S=

M
twork Mi×( ) trest Mrest×( )+

ttotal
------------------------------------------------------------------=

Mrest

twork trest

t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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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수를 산출하였다. 모델에서 여러 지수가 산출

되나 그 중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PST), Dehydration Risk(DhR), Overheating Risk

(OhR)를 이용하였다. 이 지수를 각각 작업체감온도

(PST, oC), 탈수위험(DhR, g/hour), 연속작업허용시

간(OhR, min)으로 지칭하여 항만근로자가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여 지수명칭을 사

용하였다. 

작업체감온도는 기상 및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자

가 실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정보로, 고온 환경

에서 장시간 격한 활동 지속 시, 열사병 발생 위험

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수는 열평형방정식(식 1)에서 주위 열환경 적

응 후의 축열과 의복에 따른 내부 평균복사온도의

함수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 현실적인 작업복착의

(의류절연) 반영으로 작업체감온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탈수위험은 작업자가 기상 및 작업환경에 따라 신

체 수분 손실량을 나타내며,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량이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

망에 이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지

수는 기상요소(기온, 수증기압) 및 신진대사율, 의류

절연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연속작업허용시간은 환경에 따라 허용

할 수 있는 근로 작업시간으로 고온 환경에서 격한

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된 작업시간을 나타낸다. 주위 열환경 적응 전과 후

의 열평형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축열의 비로서, 고

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각 열환

경지수의 위험등급은 모델에서 권장되는 지수별 위

험도6,7)에 따라 나타내었다. 

III. 연구 결과

1. 신진대사율 및 의류절연 산정

마산해양수산청의 선석회의 참석 및 마산항 현장

조사를 통해 항만근로환경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선

석회의는 입항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

기 위해 해당 부두의 선석 배정 등을 의논하는 하

역작업관련 회의로 매일 1400 LST에 마산해양수산

청 선석회의실에서 이루어지며, 2015년 6월 23일 선

석회의에 참석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작업스케줄(Table 1)에서 하역작업은 90~ 120분

Table 1. Work-rest schedule in Masan harbor

Time (LST)

Work 0800~ 1000 (120 min)

Rest 1000~ 1030 (30 min)

Work 1030~ 1200 (90 min)

Work 1300~ 1500 (120 min)

Rest 1500~ 1530 (30 min)

Work 1530~ 1700 (90 min)

Work 1800~ 2100 (180 min)

Rest 2100~ 2200 (60 min)

Work 2200~ 0100 (180 min)

Fig. 2. Workers rest in Masan harbor.

Table 2. Clothing thermal insulation for working clothes

in Masan harbor

Clothing
Thermal 

insulation (clo)
Source

Underwear, 

pants
Briefs 0.04 ISO 992014)

Underwear, 

shirts

Shirts, 

sleeveless
0.05 ISO 992014)

Shirts
Normal, long 

sleeves
0.25 ISO 773013)

Trousers Normal 0.25 ISO 773013)

Vest - 0.10 ISO 992014)

Socks
Calf-length 

athletic socks
0.03 ISO 992014)

Shoes - 0.05 ISO 992014)

Gloves - 0.05 ISO 773013)

Helmet Cap 0.01 ISO 992014)

Total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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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과 30분 휴식시간을 가지며, 다만 작업량에

따라 작업시간 및 교대작업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식 (2)에 작업단계별

/휴식 신진대사율과 시간을 입력하여 각 작업단계별

신진대사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상하차작업, 선

측작업, 선내작업별 신진대사율은 259 W/m2, 332

W/m2, 363 W/m2가 산정되었으며 시간가중치를 적

용함에 따라 신진대사율이 약 10%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가중치가 적용된 신진대사율을

MENEX 모델에 입력하였다. 

MENEX 모델에서 기본 의류절연은 0.6 clo로 입

력되나 이는 통상적으로 속옷을 착용하고 긴팔 상

의, 긴바지, 양말, 신발을 착용한 상태이다. 마산항

현장조사 결과, 항만근로자 안전작업복을 모두 착용

한 경우 (Fig. 2)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된 의복

외에 안전작업조끼, 안전헬멧, 장갑 등을 추가적으로

착용하고 있었다. 착용한 작업복에 따라 ISO 7730,13)

ISO 992014)을 이용하여 의류절연을 산정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항만근로자의 작업복을

모두 착용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의류절연은 0.83

clo로 산정되었으며 MENEX 모델의 의류절연에 입

력하였다.

2. 항만열환경지수 산정

항만근로환경조사를 통해 개선된 입력파라메터(의

류절연 및 신진대사율)을 모두 MENEX 모델에 적

용하여 항만열환경정보를 산출하였다. 마산항의 폭

염사례기간을 대상으로 항만작업단계별(선측작업, 상

하차작업, 선내작업) 열환경지수를 산정하고 그 변

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Fig. 3~ Fig. 5). 

마산항의 폭염사례기간 동안 작업체감온도(Fig. 3)

는 주간에 Very hot ~ Hot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야

간에는 사례일에 따라 Warm ~ Comfortable 단계를

나타내었다. 대상기간 동안 폭염(기온 33oC 이상)은

4일간만 나타난 것과 달리 작업체감온도의 높은 단

계(Very hot ~ Hot 단계)는 7일간 지속적으로 나타

나, 폭염정보만으로 열환경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임의로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상하차작업이

주간 동안 Hot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고

강도 작업인 선측과 선내작업은 한단계 높은 Very

hot 단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작업단계별 신

진대사율의 차이에 의해 작업체감온도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각 작업단계별 최대 작업

체감온도는 선내작업 47.8oC, 선측작업 47.3oC, 상하

차 작업 45.3oC로, 이와 같은 고온 열환경에서 고강

도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열적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탈수위험(Fig. 4)은 전반적으로 No risk 단계를 보

이며, 작업단계에 따라 정량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상기간 중 8월 11일에 가장 높은 탈수위험을 나

타내어 모든 작업단계에서 Warning단계(최대 780 g/

hour 이상)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각 작업단계별

로 살펴보면, 작업강도가 가장 강한 선내작업 시 8

월 11일과 12일에 Warning 단계를 나타내어 가장

탈수위험에 대한 노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선측작업, 상하차작업 순으로 평가되었다. 정량적으

로 탈수위험 최대값은 8월 11일 선내작업 1004.6 g/

hour, 선측작업 954.3 g/hour, 상하차 작업 838.4 g/

hour을 각각 나타내었다. 

연속작업허용시간(Fig. 5)은 주간에는 30~ 70분 단

계를 나타내었으며 야간의 경우 작업시간이 70분 이

상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폭염발생일의 경우

최대 연속작업허용시간은 고강도 선내작업은 30분

미만(27분)이 권장되었으며 상하차작업은 45분까지

작업시간이 허용되었다. 폭염기간 동안 작업단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30 ~50분 내외의 연

속작업허용시간을 가지며 고강도 작업일수록 작업시

간이 제한되었다. 이는 항만작업이 90~120분간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Table 1)과 비교해보면 본

정보를 적용/활용한 작업시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항만열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항만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열환경정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웹기반 표출시스템을 구

축하여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항만 내

주요 작업인 선내작업/선측작업/상하차작업으로 구분

하였다. 제공되는 항만열환경지수는 앞서 개선된 작

업체감온도/탈수위험/연속작업허용시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의 항만열환경정보(현재 시점 정

보)와 오늘의 항만열환경정보(0900~ 2100 LST 동안

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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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열환경정보 시스템 체계도는 Fig. 6과 같다.

먼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자료(단기예보;

기온, 습도, 풍속, 운량자료 / 초단기예보; 강수자료)

및 기상관측자료(기압; 동네예보에서 미제공)를 수집

하여 MENEX 생명기상모델을 이용한 항만열환경지

수 산출(MENEX 모델링) 과정을 거친다. 산출된 항

만열환경정보는 사용자가 선택한 대상항만 및 작업

단계에 따라 웹화면에 표출된다. 현재 및 오늘의 항

Fig. 3.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for each cargo-working step. ( : Comfortable, : Warm, :

Hot, : Very hot, : Sweltering)

Fig. 4. Dehydration risk for each cargo-working step. ( : No risk, : Warning, : Hazard)

Fig. 5. Overheating risk for each cargo-working step. ( : 70 min~, : 30~70 min, :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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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열환경정보로 구분되어 웹에 Fig. 7과 같이 제시된다.

각 열환경지수는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형태

로 시각화하여 정보의 직관적인 이해와 편의성을 도

모하였다. ‘현재의 항만열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체감온도는 인체를 형상화하여 근로자의 더운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탈수위험은 땀을 형상화하여

Fig. 6. Structure diagram of service system for thermal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harbor.

Fig. 7. Homepage screen shot of the thermal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in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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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모양으로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속작업허

용시간은 게이지바를 이용하여 바늘의 위치를 통해

작업시간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각 지수는 각 등급

별로 세분화하여 색깔과 색이 칠해진 정도(양)를 이

용하여 위험도를 표출하도록 하였다. 

각 지수는 항만근로자의 주요 작업시간인 0900~

2100 LST 동안 매시간 제공되며, 3시간 간격(기상

청 발표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다. 더불어 실시

간 기상예보 연동을 통해 대상항만의 간단한 기상개

황 및 기온, 습도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15)와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16) 참고하여 현재의

항만열환경지수 단계별로 작업안전지침을 표출하도

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IV. 고 찰

일반적으로 신체는 체온조절과정을 겪게 되며 신

체의 열은 기상학적 요인 (기온, 습도, 바람, 태양복

사 등)과 신진대사, 의복특성 등의 상호작용(대류, 증

발, 복사, 호흡 등)에 의한 열교환이 이루어지며,17-19)

이를 열평형방정식을 바탕으로 열(환경)지수를 산정

한다. 대표적으로 열스트레스를 지수규모로 나타낸

Predicted Mean Vote(PMV), PMV를 바탕으로 개발

된 독일기상청 예보모델(Klima-Michel model)20)산정

지수 Perceived Temperature(PT), International Society

of Biometeorology(ISB)에서 개발된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UTCI),21) 폴란드 기상청 및 군

에서 활용하는 MENEX 모델의 지수 PST 등 그 종

류가 다양하다.22)

여기서 열지수는 적용조건(실내/실외작업, 성별, 연

령, 몸무게, 신진대사율, 의복특성 등)을 반영한 변

수값이 고려되므로, 환경에 따라 적절한 열환경지수

를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MENEX

모델은 위 적용조건(실외작업, 신진대사율, 의복특성

등)을 사용자가 환경에 따라 모델에 직접 수정/보완

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결과(신진대사율과 의복절연)를 적용하여 항만 맞춤

열환경지수를 산정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국내/외에서 산업안전보건지수로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가 널리 이용된다.21) 입력자료로

흑구온도, 건/습구온도를 이용하나, 여기서 흑구온도

측정치가 없을 경우 일사량, 기온, 풍속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기도 한다. WBGT는 기상요소만을 이용

한 지수로 작업자의 노동강도(신진대사율) 또는 착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모든 작업자들에게 일률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반

면, 항만열환경지수는 열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작

업자환경을 충분히 반영가능하다. 하지만 제공지수

중 작업체감온도(PST)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

증되었으나, 탈수위험 및 작업허용시간은 선행연구

를 통한 검증결과가 부족하다. 이에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현장 적응을 통한 검증절차가 요구되며, 추가

적인 보완/수정을 통해 전국 기반의 항만열환경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마산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

한 결과를 적용하였다. 앞서 2014년 부산감천항(부

산의 재래항만) 현장조사9) 결과와 비교 시, 항만하

역 작업단계(선측, 상하차, 선내작업), 작업복 착의

특성, 작업 강도 등이 서로 유사한 환경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재래식 항만의 경우, 동네예보 자

료의 실시간 기상자료 연동을 통한 전국 기반의 항

만열환경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항만열환경지수는 국내외

항만 기상정보서비스와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항

만관련 기상정보는 선박 물류이동 또는 해양레져 중

심의 기상서비스로, 주요기상정보(바람, 강수, 안개

등)와 해양정보(수심, 파고, 월출, 일몰시간)가 제공

되고 있다. WMO 항만기상서비스23)에서도 항만운영

및 항만관리와 관련된 항구 혹은 연안지역에서의 기

상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으나 항만근로

자를 위한 기상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항만열환경지수(작업체감온

도, 탈수위험, 연속작업허용시간)는 옥외작업자의 보

건환경(건강)중심의 기상서비스를 마련하였음에 의

의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만 옥외작업자를 대상으로 하계

항만작업에 적합한 열환경정보를 생명기상모델

MENEX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지수예보 체계를 마

련하였다. 여기서 제공되는 지수는 작업체감온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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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험, 연속작업허용시간이며 항만의 작업단계(상

하차작업, 선측작업, 선내작업)를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항만열환경지수는 기상입력자료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조사를 통해 얻어진 의류절연(0.83 clo) 및 작업

단계별 신진대사율(시간가중치 적용)을 이용하여 산

정하였다. 2013년 8월 폭염기간(폭염 4일 발생)을 대

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 기간(7일)동안 작업체감온도

는 Very hot ~ Hot 단계(최대 47.8oC)를 나타내어 기

상청발표 폭염정보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수위험은 전반적으로 No risk 단계를 나

타내었으며 폭염일의 경우 Warning 단계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연속작업허용시간은 30 ~70분의 작업

이 권장되었으나 고강도작업의 경우 작업시간 제한

(30분 미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동네예

보자료와 연계하여 항만열환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

고, 웹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제공 기반을 마련하였

다. 여기서 현재 및 오늘의 열환경지수(예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관련 지역산업환경에 맞는 열환경

정보를 생산하여 항만 근로자/관리자를 위한 항만열

환경정보 시스템을 마련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시스템은 마산항에 그치지 않고 국내 모든 항만에

확대 발전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해양물류중

심의 기상서비스에서 보건의료중심의 기상서비스로

진일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적응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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