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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 및 안전을 배려한 인간공학적용에 관한 연구동향

곽효연1*

1수원과학대학교 산업경영과

A Review of Studies on the Farmer's Safety and Health in Korea on
the ergonomic perspective 

Kwak Hyo Yean1*

 1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Suwon Science College

요 약  농업의 유구한 역사와 달리 농작업자에 한 배려와 심이 다소 뒤쳐진 실에서 농작업에서 인간공학 용의 재 

상태를 검하 고 향후 농작업자들의 안 보건과 작업능률 향상을 하여 진 된 연구가 필요한 항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해 웹과 련 학회로부터 2000년부터 2014년 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수집하 다. 검토 결과, 농작업장비설계분야

26.4%, 안 리분야12.1%, 보건건강분야55.0% 그리고 제품설계분야 6.4%로 분류되었다. 4개 범주 에서 보건건강분야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반면 제품설계분야가 가장 은 비 을 차지하 다. 농작업장비설계분야는 편이장비의 보 , 보건

건강 리분야는 작업 련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방에 한 연구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향후, PL가능성. 작목, 

작업형태별 정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의 산정과 같은 직무설계, 방한작업복  작업보호구 설계에 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Although agriculture has a long history, there has beena lack of consideration and interest in farmers. This
paper considered the present condition of agriculture on anergonomic perspective using a literature review and 
suggestsdirections for afuture study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and safety-health of farm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iterature could beclassified 4 categories; the design of agriculture equipment, safety-health, safety 
management, and product design. The safety-health category contained the majority of papers with product design 
category containing the minority. In future, a study ofproduct liability probability, the design of a work and rest time,
and clothes design against cold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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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공학이란 인간이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작업의 설

계  환경의 조성과정에서 인간의 제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람이 이런 것들

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  효능을 높이고 인간의 

안락함, 편리함, 안 , 만족, 보건, 복지 등의 증진을 추구

한다[1]. 한, 생산 해인자나 건강 해인자를 제거하

여 정상 이고 효율 인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인간공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체계에 

여하는 분야로서 인류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한 인간공학은 자동차산업, 컴퓨터산업, 항공기산

업 등 2차 산업 심으로 발 해 왔다. 농업의 경우 농업

인구의 감소, 고령화, 여성화 등 농업인력 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농작물의 생산성을 최 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하므로 작업환경 에서 농업인의 건강을 

하는 작업조건에 그 로 노출되어 작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작업 부담을 이고 작업의 쾌 화를 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작업

의 기계화가 진 되고 있지만 여 히 인력작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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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농업인을 한 인간공

학 근은 농업인의 건강뿐 만 아니라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이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 한 인간공학의 고려는 최근 몇 년 부

터 시행된 농 진흥청 주 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

비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

소화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한 농기계나 보조장

비를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2008년부터 국 으로 시행

되어 오고 있다[2].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역사는 길지만 학회를 통

해 인간공학 용에 한 연구를 발표한 기간이나 심

의 기간은 짧은 편이어서 앞으로 활발한 용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표된 문헌

들의 조사를 통해 농업에 있어 인간공학 용의 재 

황을 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가름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  한국

교육학술정보원[3]과 국회 자도서 [4]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 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수집하 다. 

그리고 인간공학과 련된 논문이 많이 소개되는 한

인간공학회를 비롯하여 한산업공학회, 한국안 학회, 

산업경 시스템학회, 한안 경 과학회에서 제공하

는 자료들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추

출하고자 검색어로서 인간공학과 농작업을 사용하 으

며, 수집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기 에 따라 정리하

다.   

․농작업 장비설계 :  지원사업 성과, 장비 설계의 지

침, 장비의 보

․안 리 : 안 리자 양성, 안 리체계, 재해발

생 황

․보건건강 리 : 근골격계 질환, 농부증, 험 약품 

노출

․제품설계 : 제조물 책임법. 보호장구 설계

총 140 편의 논문을 검색하여 Fig. 1처럼 농작업 장비

설계분야 26.4%, 안 리분야 12.1%, 보건건강 리분

야 55.0%  그리고 제품설계분야 6.4%로 분류하 고, 논

문 발표건수별로 우선순 를 나열하면 보건건강 리 > 

농작업장비설계 > 안 리 > 제품설계이다.

design of 
agriculture  
equipments, 

26.4%

safety 
management, 

12.1%

safety‐health  
management  , 

55.0%

product design , 
6.4%

[Fig. 1] List of literatures

3. 연구결과 

3.1 농작업 장비설계 

농작업 장비와 련된 연구들은 37건으로써 농 진

흥청이 주 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이 

시행된 2008년을 기 으로 활발하게 발표되었는데 농작

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과 련이 없는 논문 11

건과 그 지 않는 논문 26건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후자에 속하는 문헌들은 Table 1과 같이 농작업 장비 

보 사업의 성과 평가 3(11.5%) 농작업 장비 설계 지침 

 평가지침 5(19.2%), 장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농작업

자에게 보  4(15.4%), 장비를 개선 후 농작업자에게 보

 10(38.5%), 장비의 자체 개발 후 농작업자에게 보  

4(15.4%)로 분류되었다. 장비를 개선한 후 농작업자에게 

보 한 사례연구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소개된 

농작업 장비의 종류를 살펴보면, 동력 운반차,  동력 제

기, 컨베이어 벨트, 자동 선별기, 방제 작업용 분무기,  

작업 , 작업의자, 일형 수확운반차, 살포기, 쇄기, 

콤바인으로서 동력 운반차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운

반작업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농작목은 

19개 작목으로 과수 9, 노지작물 2, 하우스 작물5 화훼 

1 수도작 2로 분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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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item
medium

-item
small-item

example of  

object 

example of 

reference  

literature 

unrelated to  

convenience 

equipment 

project 

power 

steering 

system

[5]

literature 

related to  

convenience 

equipment 

project 

business 

results of the  

project 

productivity,

decrease 

rate of 

musculoskel

etal 

disorders

[10]

design 

guideline of 

equipment

usability [14]

equipment 

supply

supply 

without 

modify

car-type 

weeder, 

composting 

machine

[19]

modify conveyer belt [21]

development
warking 

table, cart
[20]

[Table 1] Category of the design of agriculture 
equipments 

김윤희(2007), 박 순(2008), 이성 과 국순자(2011), 

그리고 김주 (2013)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련이 없는 연구에 해당한다[5-8]. 김주 (2013)은 농작

업자가 좁은 공간에서 비닐 하우스, 축사를 포함하여 어

떠한 토양 조건에 계없이 조향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조향장치를 개발하여 작업 효율을 꾀하고자 하 다. 박

순(2008)은 인체 유해한 농약으로부터 농작업자를 최

한 보호하기 해 무인 방제기의 조향장치를 개발하

다. 그리고 김윤희(2007)는 허리, 손목, 팔의 통증을 유

발하는 참외 운반작업의 개선을 하여 제품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반 한 인간공학  운반차량을 개발한 후 

이의 성능 유용성을 생체역학 ·생리학 ·심물리학 으

로 평가하 다. 이외에도 이종  등(2000)은 농용트랙터 

조종석의 조종장치 조작방법의 복잡성, 배치의 문제, 운

  신체가 받는 소음과 진동의 향 근피로도 등을 

측정하여 농용 트랙터의 인공학  설계를 한 방향을 

제시하 다[9].

후자에 속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과 련된 문헌들 에서 이 사업의 효과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이경숙등(2010), 김유창 등(2011), 

신승헌(2012), 박성하(2011)를 로 들 수 있다[10-13]. 

김유창 등(2011)은 사업 상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85

명과 작목회 표 233명 총 318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여 본 사업의 재 상태를 진단하고 사업기간

의 탄력  운용과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통합 리 

시스템 활성화 그리고 농작업 편이장비 인간공학 인증 

제도 도입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 다. 반면 신승헌 연구

(2012)는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상 으로 연구 상 농

작업인의 범 를 확 하여 농가에 보 된 편이장비의 

효과를 분석하 다. 286농가의 3308농업인 상의 설문

조사법을 통해 수동식 작업형태에서 동력식 는 반자

동식 작업형태로 환되면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근골

격계 계통의 통증이 완화되고 작업 능률  생산성이 향

상되는 사업성과를 홍보함과 더불어 장비 사용시의 소

음과 진동에 한 문제 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이 사업

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사용성 문제를 제기하 다.

농작업 장비 설계 치침  평가 지침에 한 연구는 

차우창(2008), 손병창과 신승헌(2011), 차우창(2011), 박

성하(2011), 정병용과 김 환(2011)를 들 수 있다

[14-18]. 차우창(2008)은 농작업 장비 업체들의 세함

과 농업인의 편이장비 사용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개별 

농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장비의 사용상 문제 을 평

가하면서 향후 농작업 장비의 사용성 평가 지침의 필요

성을 언 하 다. 그리고 손병창과 신승헌(2011)은 농업

인구 고령화를 반 하여 장비의 설계와 평가에 노화에 

따른 신체 , 인지 , 감각  기능의 변화와 련된 필요

한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를 들어 ‘기억하기 

어려운 작동방법  타는 장비에 그 차를 표시하여

야 한다’ 와 같이 고령자를 한 편이장비의 설계와 평

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하고자 하 다. 

술하 듯이 농작업 장비의 보 에 한 문헌들은 

농가에 필요한 장비를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도입한 사

례[19]와 장비를 수정·개선하거나 개발[20]하여 농가에 

보 한 사례로 구분된다. 

장비의 개선에 한 연구들은 Table 2와 같은 연구방

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approach method    domain object

focused on equipment 

elements  

control pannel,  

frame size, control 

lever, weight

emergency push 

button, toggle 

switch

focused on man 

-machine interface

task type, task 

material, task 

environment

labored work 

posture, excessive  

weight of material

[Table 2] Method of equipment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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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컨트롤 패 의 치. 조작버튼, 표시장치, 작동

음, 경고음, 작동 방법과 차, 컨트롤 버의 치, 컨트

롤 버의 형태, 컨트롤 버의 조작힘, 조작 범 , 조작 

방향, 장비의 높이, 비, 장비의 무게, 손잡이 형태, 수공

구의 무게 등 장비의 각 부분에 한 문제 을 발견하고 

인간공학  설계원칙인 정합성과 양립성, 안 성, 편의

성 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공학  에

서 농작업 형태에 따른 작업유형, 작업 상물, 작업환경 

등 재 농작업 상태에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조 식

의 작업장 설계, 수동운반이 아닌 동력 운반차를 이용한 

량물 취 작업의 개선, 뻗침, 비틀림, 굽힘 자세를 

일 수 있도록 보호장구의 활용, 작업 상물의 치변경, 

작업도구의 설계변경을 통한 작업 자세 교정, 그리고 손

을 이용한 작업일 경우 굽힘이나 꺾임, 비틀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수공구나 손잡이의 개선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 다. 한편, 과도한 뻗침 자세, 비틀림 굽힘 자세와 같

은 불편한 작업 자세, 특정 부 의 반복사용, 신체 압박, 

량물을 들고 내리기, 운반에 한 시간과 거리. 빈도 

악 등이 개선 상 들 의 하나인 작업유형에 해당되

며, 개선 상인 작업 상물에 해당하는 요소는 취  

상물의 무게, 크기, 무게 심의 악, 손으로 잡는데 어

려운 상물의 악이다. 한 작업 와 작업의자 높낮

이, 작업공간 여유, 생화학  유해요인과 온습도의 

성 등은 작업환경분석 상에 해당된다. 손병창과 신승

헌(2009), 기도형등(2011)은 자, 김한솔 등(2003)은 후

자의 로 들 수 있다[21-23]. 손병창과 신승헌(2009)은 

배와 복숭아 과수작물의 운반을 해 개선안이 반 된 

동력컨베이어벨트를 선정하 다. 개선안은 외선 감지

센서, 비상버튼 추가 설치, 역회 방지 모터의 탑재이다. 

외선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컨베이어 벨트의 회 속도

에 맞추기 해 작업자로 하여  무리한 근력 사용과 부

한 작업 자세 유발 방지하 고 비상버튼을 좌우에 

추가 배치하여 비상상황에 빠르게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과일상자의 미끄러짐과 낙하를 방지하기 

한 역회 방지 모터를 설치하 다. 기도형등(2011)은 동

력 운반차의 가속 스 치를 시 오조작 방을 해 

손잡이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부착하거나 속도조  토

 스 치를 방 고속, 후방 속으로 조정하여 개념  

양립성에 맞도록 하 다. 김한솔등(2003)은 복숭아 과수

농가를 상으로 수동식 외발 손수 , 작업자가 직  상

체에 메고 제 하는 등짐형 수동식제 기, 그리고 수작

업형태의 탑재 작업이 원인인 불편한 작업 자세와 과도

한 취  상물의 무게로 인한 농업인들의 육체  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해 동력 운반차, 손으로 운 하는 

동력 제 기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개선방안으로 제

시하 다. 

3.2 보건건강관리 

조사 문헌들 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분야는 

보건건강 리분야로서 Fig 2에서와 같이 근골격계 질

환, 농부증 황, 농약 노출, 건강 로그램의 개발에 

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occur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 51.9%

prev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18.2%

farmer's 
syndrome
, 19.5%

exposure of  
agricultural 
chemicals

7.8%

development of 
health program, 

2.6%

[Fig. 2] Safety-health category

근골격계 질환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업인의 만성 질환인 농부증에 한 것이었다. 농 진

흥청 연구(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호소율이 84~92%에 이르고 이는 비농업

인에 비해 약 2.4배 높은 수 이며, 과수(67%), 밭작물

(60%), 축산(35%) 등 작목별 증상 유병률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근골격계 질환에 한 연구

는 이 질환의 유병율을 조사한 실태조사 연구와 방을 

한 방법 제시에 한 연구로 구분지을 수 있다. 그 

에서도 유병율 실태조사 연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 다. 주로 수도작, 과수,  하우스 작물, 노지 밭작물 

등 농작업 형태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부 와 발생

율을 설문조사한 실태조사가 다수를 차지하 으며 일

부 논문[25,26]에서는 농작업 형태를 구분짓지 않고 질

환발생 황을 조사하 다.  

근골격계 질환 방을 한 연구는 두 방향에서 진행

되었다. 하나는 실험연구과 실태조사를 통해 농작업에

서 발생하지는 요추, 무릎 등의 하지자세에 따른 요추 

 하지 의 생체역학  부담을 악하여 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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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을 방할 수 있는 안 한 작업자세를 제

시하 다[27-33]. 

 다른 한 가지는 근골격계  질환의 향인자를 추

출하고 이를 지표화한 향지수의 개발([34]~[38]), 인간

공학  평가도구의 개발(공용구와 한 구, 2010; 이수진, 

2009) 그리고 시스템 으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시

스템의 개발(김유창과 장은 , 2010)에 한 것이다

[39-41]. 

후자의 로서 박근상등(2008)은 농작업 련 재해발

생을 방하고, 농작업인의 건강과 근골격계 질환 평가

를 한 농작업  생활환경 안  리 평가지표를 개발

하는 목 하에 농작업, 농기계  기구, 농작업장, 험

물질, 생활환경에서의 각 요소별 세부요소 상  가

치를 AHP기법을 통해 결정하여 각 향요소의 험정

도  리 우선순 를 지표화하 다. 

농부증에 한 연구는 농부증의 련 요인의 추출과 

증상, 유병율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02)

와 박종섭(2007)를 로 들 수 있다[42,43].

김은주(2002)에 의하면 농부증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

는 농민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 신체  장애 

증후군으로서 농 지역 주민들의 50%이상에서 나타나

기에 농 지역 주민에게 특정하게 국한된 직업성 질환

이라 할 수 있다. 어깨 결림, 뒷머리의 압박감,   하

복부의 팽만감, 요통, 심계항진, 손가락의 감각이상, 어

지러움, 흉부  사지의 동통과 같은 신체장애 증후군은 

농 지역 생활 속에서 실재하는 과도한 육체  작업부

담과 편 된 작업시간으로 인한 육체  과로, 긴장 등의 

스트 스, 노화 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는 다른 일반질환의 유병률과도 연 성이 있어 2차  

질환을 동반하게 된다. 이와 련된  2차 질환의 발병은 

박종섭 연구(2007)에 수록된 농 경제연구원(2010)의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병율이 

높은 질환은 고 압, 염, 골다공증, 당뇨병순이었으

며, 특히 고 압과 골 염의 유병율은 여러 직업군 

에서 농업인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한 농업인의 만

성질환 유병율은 21.8%로 도시민 16.6%에 비해 높았고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 각종질환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

고하 다. 

농업인의 건강을 하는  다른 요소로서 농약과 

살충제의 험성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44-49]. 이

들 연구에서는 농약이나 살충제를 조제  살포할 때 농

업인의 허벅지, 종아리, 가슴, 팔 등의 피부에 노출되거

나 호흡으로 흡입하는 량은 독성기 치보다 높아 심

 질환, 고 압, 피부질환, 당뇨, 사증후군 등의 잠재

인 해성을 언 하므로써 이 물질들에 한 농업인

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 을 뿐 만 아니라  고농도의 

사용을 지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 다. 이외에

도 근골격계 질환범 에 제한을 두지 않고 농업인의 일

상에서 농부증을 방하기 한 건강 로그램의 개발에 

한 연구도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0-51]. 이  

임경순(2005)은 PRECEDE-PROCEED모형을 사용하여  

하우스작물 농작업인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 다.

지 까지 분석한 보건건강 리분야의 연구동향을 요

약하면 Table 3과 같은 연구요인과 연구 상들을 추출

할 수 있다.

domain  subject  object

musculoskeletal 

disorders

aspect of an attack
occurrence rate, 

occurrence parts

prevention method  safe task posture

detection and 

evaluation of  

influencing factors  

task type, task material, 

equipment, task 

environment, dangerious 

substance

farmer's 

syndrome

aspect of an attack
occurrence rate, 

occurrence parts

detection of  

influencing factors

work load, tak type, 

stress, phenomenon of 

aging

symptoms
occurrence parts, 

symptoms typ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
precede program model

agricultural 

chemicals
potential injury

limit tolerance, disease 

type

[Table 3] Study subjects and objects of  safety-health
category 

3.3 제품 설계

제품 설계 분야는 Table 4에 기술한 연구 요인을 

심으로 제조물 책임법과 고온환경에서 농작업자를 보호

하기 한 보호장구의 설계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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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uject   object

product 

liability

defects of design and 

manufacturing 

over-weight of 

agriculture equipment  

indication defects  

design of letter and  

 figure safety 

information 

design of  

safety 

cloths

design criteria of 

work-cloths  

physical 

characteristics

 cloth and protector 

for alleviating heat 

strain 

wearing  

non-wearing   

[Table 4] Study subjects and objects of product
design category 

제조물 책임법을 고려한 결함의 방 리일환으로서 

2가지 에서 연구가 다루어졌다. 첫째는 분무기, 비

료 살포기. 연무기, 제 기와 운반기의  추천기  량을 

과하는 량과다로 인한 설계  제조결함의 가능성 

제기를 언 하 다[52].

두 번째는 표시결함 방 리의 일환으로서 농기계, 

농약 등의 사용설명서  비료 포장, 사료 포장에 표기

된 안 보건정보의 이해정도를 다루었다. 이를 해 안

정보 표시 련 가이드라인의 문헌조사  농업인을 

상으로 문자  도형 안 보건정보의 가시성  가독

성을 조사한 후 설계 개선방안을 제언하 다[53-56]. 

보호장구 설계에 한 연구는 천종숙(2011)를 로 

들 수 있다[57]. 천종숙(2011)은 농  작업환경을 고려하

여 인간공학 인 작업복 설계기 을 제시하 다. 제품

설계에서는 방한용보다 서열용 보호구와 보호복 설계에 

주안 을 두었다. 김경수연구(2002, [58])에서는 서열 부

담을 경감시키기 한 보호구, 보호복의 설계는 직  신

체에 착용하는 형태와 신체에 착용하지 않는 형태로 분

류하 다. 신체에 착용하지 않는 것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천막형태의 장비로 개발된 것이

었다. 일반 모자를 착용할 때 보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방서효과가 신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 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일 차단용 

모자와의 성능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이 문제 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서효과를 한 농작업 모자

의 착용과 냉각조끼의 성능평가에 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59-60]. 김명주와 최정화(2004)와 최정화 등(2005)

은 각각 냉각과 통기효과 기능을 지닌 기능성 모자와 냉

각조끼를 개발한 후 직장온도, 평균 피부온도, 심박수, 

의복내 온습도, 총 발한량 등의 생리  측정변수와 한서

감, 습윤감, 쾌 함, 힘들기 정도와 같은 주  측정변

수를 사용하여 기능성 모자와 냉각조끼를 사용하는 것

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노지고추 수확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작업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기술하

다. 

3.4 안전관리

안 리분야의 연구는 안 리자 양성, 안 리체

계의 구축과 재해 황조사로 별되었다. 안 리자의 

양성문제를 다룬 김유창등(2011)은 농작업 재해 방활

동을 할 수 있는 농작업 안 리자 자격제도의 필요성

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작업 안 리자의 역할, 직무

내용, 향후 안  활동 방향을 제시하 다[61]

안 리체계는 시스템 상과 제품 상으로 구분되

며 시스템 상은 안 리의 사 리과 사후 리 측

면에서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한 연구를 제시하 다.

사  안 리측면에서는 김병석(2003), 엄기수

(2008), 김재 (2009), 김재 과 김병석(2009), 그리고 권

규식과 양원 (2010)연구가 있다[62-66]. 김재 (2009)

은 엄기수(2008) 보다 기술공학 이고 체계 인 근방

법을 통해 안 리의 책을 제시하 다. 김병석(2003)

은 김재 (2009), 그리고 김재 과 김병석(2009)의 두 연

구에서 제시한 공학  안 리시스템 구축 로그램의 

개발범 를 확장하여 이 로그램을 잘 운 할수 있도

록 정책  법의 제도화를 포함시킨 공학․법률 통합 안

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한 후 트랙터농기계에 

용하 다. 반면 고재우등(2007)은 사후 안 리를 

해서 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개발을 제안하 다[67].

제품 상은 약품과 농기계로 구분된다. 약품으로 농

약 상의 연구(이경희, 2009 ; 임경채와 최상 , 2010)가 

있는데[68,69], 임경채와 최상 (2009)은 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면서 건강상 잠재 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큰 

농약의 안건보건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농기계와 련하여 농기계 안 지침을 제시한 연구

는 국제농업개발원(2004)과 박동 등(2004)이 있다

[70,71]. 박동 등(2004)은 농기계의 불안 한 사용 행태

와 안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농작업인의 불안 한 행

동유형을 방하기 해서 농기계의 안 사용을 한 

농업인의 요구사항과 문가의 안 설계지침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농업인 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기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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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ubject object 

safety 

manager's 

training

 certificate system of  

safety manager  

role,  job specification, 

safety activity

safe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systems  

 

 safety management 

system integrating 

law and engineering  

monitoring system of 

agriculture  accident

 focused on products 

safety-health 

information database 

of pesticide 

ingredients

development of 

agriculture 

equipment's  safety 

management guide

[Table 5] Study subjects and objects of  safety 
management category 

analysis of 

safety 

accident

characteristic analysis 

of agriculture  

accidents 

age, equipment, 

workplace, accident 

type, injury type

 status of agriculture 

accident  in  

manufactures applying 

industry compensation 

Insurance Act

sex, month, working 

hours, accident type, 

accident scale, inury 

type, severity of 

accident

status of agriculture 

equipments' accident 

cultivator, medical 

cost, medical 

treatment days, 

accident type, 

damaged body parts

status of agricultural 

accident   upon 

indemnification  data 

of mutual aid to the 

safe Agriculture

medical treatment 

days, accident type, 

accident frequency, 

damaged body parts, 

inury type, conduct 

method of accident

부  요소, 기계 안 장치, 부속 작업기, 부가장치 등에 

한 안 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상세설계지침을 수집·

제시하 다. 그리고 문가들로부터는 표 형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의 의자, 버, 페달, 스티어링 휠, 

디스 이 넬 등 13항목에 한 비디오 촬 , 규격 

측정, 시뮬 이터 사용분석을 통해 불안 문제를 발견

토록 한 후 이를 안 설계지침으로 제언하 다 

마지막으로 안 재해 황은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로 

구분지을 수 있다. 김한숙(2007), 권규식과 양원 (2011), 

그리고 이수진(2011)은 농업인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여 다양한 농작업 재해의 연령별, 작업장별, 농기계사고 

원인, 재해 유형, 상해 유형 등 사고특성을 비교분석하

다[72-74]. 그런데 유찬 등(2011)은 농업인인 아닌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을 받는 사업장에 재직 인 

근로자를 상으로 재해유형별, 규모별, 업종별 재해강

도별, 성별, 월별, 근무시간별  산업재해 황을 다각도

로 조사하 다[75]. 특정 농기계를 상으로 재해 황 

조사는 경운기를 상으로 한 권규식과 양원 (2011)의 

연구가 있었다. 이외에는 설문조사가 아닌 문헌조사를 

통해 재해 황을 분석한 연구는 이수진과 김인아 연구

[76]로서 안 공제 보상 자료를 토 로 농작업의 재해 

황을 분석하 다.

지 까지 언 한 안 리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Table 5와 같은 연구요인과 상을 심으로 연구

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분야의 인간공학 용에 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심 연구분야, 연구의 미비

 그리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악하고자 하 다.

문헌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농작업 장비의 설계  

평가지침서 마련에 한 연구에서는 농작업 장비의 실

수요자인 농작업자 고유의 인간 제특성인 정량  특성

에 해당하는 물리 , 신체  기능과 정성  특성에 해당

하는 감각 , 인지  기등들 에서 한 가지 기능에 

을  맞춘 지침서를 제공한 한계 이 제기된다. 그러므

로 향후에는 정량  특성과 정성  특성이 모두 통합된 

지침서의 개발과 더불어 지침서 로 구체 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수행 거에 해당하는 세부 설계  평가 항목

에 한 규격과 체크 리스트의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안 리분야에서도 안 의 주체

자인 농작업자 상의 안 교육에 한 연구는 없는 것

으로 단되어 이에 한 실무 인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농업기술센터가 주 하는 농작업

인 상의 안 리자 양성과 안 교육 로그램의 운

을 통해 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안 교육의 당 성, OJT/OFFJT 교

육 방식과 교육 기간, 농기계, 농약, 농화학물 등의 안  

사용법, 안 사고 처법, 응  처치법을 비롯한 근골격

계질환  농부증 방법에 한 교육 내용 그리고 농작

업자 주도형 안 활동 방향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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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심이 집 된 연구 분야를 논문 발표건수별로 살펴

보면, 안 리, 보건건강 리, 농작업 장비의 개선에 

한 연구가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그 외 농작업의 제

조물 책임법 가능성, 장비의 설계  평가지침서 마련, 

보호장구 설계 등에 한 연구도 다소 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상 으로 미흡하고 활발하지 않아 연

구의 주제  범 는 한정 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

에서 락되었던 농작업자를 배려한 연구주제가 향후 

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 

농업인 증가로 인하여 타 산업분야와 달리 제조물 책임

법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단되

기에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와 

여성은 남성보다 험상황에 한 반응시간이 상 으

로 길기 때문에 동력형 농기계 장비의 안 사고로 인한 

제조물 책임법의 설계결함을 방하기 한 연구에서는 

농기계의 설계단계에서 fale safe, fool proof 등의 안

설계개념을 도입하거나 소 개조방식으로 진행되어 왔

던 동력형 농기계의 후진상태 경보음 설계 신 사 에 

안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하여 용 상 

농기계의 설계 기단계에 일 으로 용될 수 있는 

경보음 발생 메카니즘 개발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농작업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표시결함 방

에 한 연구에서는 농약, 농화학물, 농기계, 비료 포장

지에 첨부되거나 부착되는 사용설명서와 경고라벨에서 

제공하는 안 정보가 사용자가 지각하는 안 정보수

과 일치되도록 설계  제공하는 방법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여기에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사용

설명서와 스펙(specification)에 의존하여 실험실에서 단

순 평가하기보다는 사용설명서에서 제공하는 험, 경

고, 주의 등의 안 신호문자와 이에 응되는 작업상황

이 농작업자가 인식하는 안 신호문자:작업상황 응

계와 일치하는가를 악하기 하여 농업인이 직  참

여하는 사용  상황시나리오 방법을 용하여 평가하

는 연구가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농업의 기계화  농업기술의 발 에 의해 사시

사철 농작업이 진행되는 농  실을 감안할 때 온 열

환경에 노출된 농작업자의 방한 작업복  작업 보호구

에 한 제품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기존 연구에

서는 다 지지 않았기에 이에 한 연구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농작업자를 한 방

한 작업복과 방한 보호구 설계를 해서는  산업용 방한 

작업복과 방한 보호구의 설계 경험을 활용하되 사용자

집단의 신체 , 생리  특성이 먼  반 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고령자와 여성 심으로 구성된 농작업자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작업복, 보호구의 사이즈문제에는 

이들의 인체계측자료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한기능을 유

지하기 해 피부온도, 심박수, 의복내 온습도, 총 방한

량과 같은 생리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물리학  방법을 이용한 온열감, 습윤감, 쾌

함과 같은 주 인 평가 지표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별, 월별, 계 별 작업시간의 편

화를 최소화하여 작업만족  능률 향상을 꾀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작목별, 작업형태별 정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의 산정과 같은 직무설계에 한 연구

도 필요하다. 를 들어, 공통 단 작업과 특화된 단 작

업으로 구성된 작업표 시간 설정에 한 연구를 제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과정이 포함되는데, 먼 , 하우

스 작목과 노지 작목의 공통 농작업인 퇴비주기, 골타기, 

평탄작업, 로터리작업 심으로 단 작업에 한 표

작업시간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는 토양과 기후 등 생육

환경을 고려하여 작목별로 특화된 작업형태별 표 시간

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농업의 유구한 역사와 달리 타 산업의 근

로자들보다 농작업자에 한 배려와 심이 뒤쳐진 

실에서 농작업 에서 인간공학 용의 재 상태를 

검하 고 향후 농작업자들의 안 보건과 작업능률 향

상을 하여 진 된 연구가 필요한 항목을 제언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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