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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developed working clothes using a vortex tube device to reduce
the thermal stress of greenhouse workers, and evaluated the physiological effects
and user satisfaction of the developed cooling vest.
Background: During the summer, the inside of greenhouses causes increased
physiological burden of workers due to a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causing
accidents and lowering the work efficiency. As a measure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working clothes to lower thermal stress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bu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working clothes appropriate for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in greenhous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new
agricultural working clothes is required to prevent thermal stress of workers in a warm
environment.
Method: To verify the thermal stress reduction effect of the farming vest applying a
vortex tube device, a physiological evaluation test was performed for subjects in a
climate chamber and greenhouse environment. In addition, the wearing satisfaction
and field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working clothes was evaluated by farmers.
Resul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an physiological reactions by body part in
the climate chamber test, the skin temperature, mean temperature in the working
clothes, mean humidity, and heartrate of the developed working clothes decreased
by 2.9%, 8.1%, 35.5%, and 4.9%,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working
clothes. Furthermore, in the greenhouse environment test, the temperature in the
working clothes and humidity of the developed working clothes decreased by 8.8%
and 12.3%,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working clothes. Furthermore, in
wearing sense and user satisfaction survey for farmers in the field evaluation, the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s.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the agricultural working clothes applying
the vortex tube technology had an effect of thermal stress reduc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working clothes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agricultural work environment.
Further practic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considering the cultivation environment
and the size of greenhouse facilities to develop working clothes for various work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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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able in the field of
design of thermal stress reducing working clothes for greenhouse facility farm workers.
Keywords: Thermal stress, Working clothes, Vortex tube, Agricultural working
environment, Greenhouse

1. Introduction
농작업 환경은 일반 산업 현장과 달리 재배 또는 사육하는 작목에 따라 높은 온도와 습도, 산소결핍, 유해가스 및 분진 등 다양한 유해
·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Kwon et al., 2012). 농작업 시에 유해요인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열스트레스, 직업성
질환 및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작업 환경에 적합한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는 신체적 상해와 즉
결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대책은 중요하다(Kim et al., 2016; Kim et al., 2018). 대표적으로 하우스시설을 이용한 작물
재배는 실내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름철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농작업 재해의 위험성이 높고, 작업 생산
성 감소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온실과 같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할 경우 탈수증세,
열 중독 등 서열 스트레스 질환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wang et al., 2010; You, 2012; Kim et al., 2016; Kim et
al., 2017).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비닐하우스 시설 관련 재배면적은 2010년 2월 현재 5만여 ha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Song
and Kim, 2011), 4계절 내내 다양한 작목들이 재배되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 농작업은 다른 작목에 비해 노동시간과 연평균 노동일
수가 많아 열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경감과 작업자의 생리적 쾌적성을 향상을 위한 보호구 장비 개발은 건강문제 해결책으로 긍정
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고온다습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열스트레스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의복내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가져와 쾌적감에
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a et al., 1995). 이러한 결과는 생산율의 감소, 작업자의 생리적 부담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이
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를 위한 환경설계는 중요하다(Adams et al., 1994; Kim and Kim, 2011; Kim and Bae, 2013). 여름철의 경우 더
위를 피하기 위해 한낮에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비닐하우스 내의 작업동작으로 발생하는 신체의 열 부담과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열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인체 내의 열전이가 잘 되지 못하여 열적 평형을 잃게 되어 하우스증과 같은 질환을 초래하게 된다. 따
라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자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복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농작업복 연구를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농업인의 건강 및 작업능률 상향을 위하여 방수 투습포를 적용한 개량형 작업복 개발 및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유해성분 인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의 작업복에 비하여 쾌적성 및 생리적반응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Myung et al., 1993). 그리고 비닐하우스 작업자의 서열 스트레스 저감 및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외
선 차단 소재 개발 연구 있었다. 이 연구에는 작업자의 온열적 쾌적감은 효과가 있었으나 작업성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져 실생활에
응용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Choi and Baik, 1995; Choi et al., 1996). 또한 비닐하우스 환경에서 작업자의 작업복 선호도 조사와 더불
어 흡한속건성과 신축성, 자외선 차단성능, 통기성 등의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고(Hwang et al., 2010), 축산작업자의
쾌적성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위한 기능성 소재 적용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Kim et al., 2016). 이러한 농작업복 개발은 일부 작업환경
에서는 열부담을 줄일 수는 있었으나 장시간 온열 환경 작업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작업복 이외에 군인을 안전성과 보호
성 확보를 위하여 고기능 소재를 사용한 전투복 설계 및 평가 연구(Kim and Cho, 2014; Jeon et al., 2014), 조선업 작업자의 안전을 위
하여 용접 보호복의 소재 개선 및 디자인 및 패턴 개발 연구(Kim and Bae, 2013) 등이 진행되었다.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자를 위한 작업복 개발에서 있어 쾌적역 이하로 신체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환
경적 요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업복 내에 냉매를 적용한 냉각조끼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Choi and Hwang, 2001; Choi et al.,
2005), 인체 착용효과 검증 실험결과에서 온열에 대한 생리적 부담경감 및 주관적 불쾌감 감소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냉각시
간 연장, 2~10kg 중량의 작업복 무게 경감 등의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었다. 또한 냉각조끼의 경우
인체 착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체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얼음이 녹을 때 물방울이 발생하여 습도가 증가되어 불쾌감을 유발되는 문
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냉각조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열전소자(Thermoelectric module)를 작업복에 적용한 연구가 있었다(Jung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온열감과 쾌적감에 긍정적 반응과 작업복 무게가 1.2kg로 착용시 무게감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
나 전력소비가 높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전원공급의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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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하우스 시설 농작업복 개발 연구는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 보호, 새로운 의복 디자인 패턴 개발을 통한 작업 편의성 향상,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쾌적성 향상, 그 밖에 냉매 및 열전소자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
로 볼 때 비닐하우스와 같은 고온의 농작업 환경에서 서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물리적 및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열 작업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텍스 튜브 기술을 적용하였다. 보텍스 튜브 기술는 압축공
기를 노즐을 통하여 접선방향으로 튜브 내부로 유입시키면 저온(Low temperature)과 고온(High temperature)의 공기로 분리되는 특징
을 활용한 장치이다(Choi et al., 2018).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등의 장치에 적용되고 있으나 고열의 작업조건을 갖고 있는 조
선소 등 중공업 근로자의 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작업복에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압 압
축공기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텍스 튜브를 개발하였고, 농작업 특성상 높은 활동성을 고려한 보텍스 튜브 일체형 냉각조끼를 개발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서열 농작업복과 개발된 작업복과의 비교 평가해 봄으로써 온열 스트레스 저감의 효과를 검증하고, 농업
인들의 안전한 농작업과 쾌적한 농업 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보텍스 튜브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복 개발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Method
2.1 Subjects and experimental clothes
본 연구에서는 인체생리반응 측정을 위하여 인공기후실 및 온실 환경(테스트 베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착의 및 만족도
평가는 현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공기후실 실험은 신체 건강한 성인 20~30대 8명(남자 6명, 여자 3명)의 피실험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신체조건은 나이
30.6±2.9세, 신장 168.0±6.2cm, 체중 64.4±8.4kg, BMI (Body mass index)는 22.7±1.5이다. 실험복은 기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서열
농작업복과 보텍스 튜브를 적용한 냉각조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텍스 튜브 장치는 무게가 150g이고, 냉각
성능은 압축공기 40,000kPa, 공급유량은 250L에서 현재온도를 기준으로 -15.7℃를 낮출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냉각조끼에서 분사되는
공기온도가 외부온도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각조끼를 착용한 후 방진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Figure 1 (a)). 이때 냉각
조끼는 피실험자가 착용한 후 움직임 활동에 지장이 없는 편안한 사이즈로 제공되었다. 본 실험에서 개발된 보텍스 튜브 적용 냉각조
끼는 상체에 국한되므로 하의의 경우는 기존의 농작업복 하의를 동일하게 착용하였다. 그리고 비교 평가를 위해 사용된 기존의 서열
농작업복의 주요 소재는 냉감 효과를 가진 쿨링 소재(아스킨 원단)로 흡한속건성과 신축성을 갖고, 그 밖에 자외선 차단 등의 특징 있
는 기능성 작업복으로 피실험자의 신체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b)). 기초 의복으로는 피실험자 신체에 적합한 러
닝셔츠, 팬티,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온실 환경(테스트 베드) 실험에서는 인공기후실 실험에 참여하였던 피실험자 가운데 4명(남자 2명, 여자 2명)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피실험자의 나이는 평균 31.3±3.8세, 평균 신장 166.8±4.9cm, 평균 체중 62.3±6.8kg, 평균 BMI는 22.3±1.5이며이다. 실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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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공기후실 평가와 동일한 기존의 농작업복과 개발된 보텍스 튜브를 적용한 냉각조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가방문
평가에서는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9개 농가를 방문하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들의 평균 나이 50±6.0세, 평균 키 168.6±6.3cm, 평균 몸무게 67.4±9.9kg이며, 이들의 오이, 토마토, 애호박, 수박, 멜론 재배 등을 재
배하였고, 종사 기간은 평균 10.3±5.4년이다.

2.2 Measurements
인공기후실에서의 인체생리반응 측정은 피부온도, 의복 내 온습도, 심박수(Heart Rate, HR)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감각으
로 쾌적감, 온열감, 습윤감, 피로도를 평가하였다. 피부온도는 휴대용 피부온도 측정기(LT8A, Gram Corp., Japan)를 이용하여 가슴, 배,
등, 아래팔, 손등, 이마 등 6부위에서 2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의복 내 온습도는 의복 기후 온습도 측정기(TR-72U, T&D, Japan)
을 이용하여 3부위(가슴, 등, 허리)에서 30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심박수는 가슴 부위 착장 벨트형 심박수 측정기(RS400, Polar
Electro, Finland)로 1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Table 1은 피부온도와 의복 내 온습도 측정 부위를 보여준다.

Table 1. Evaluation item and sensor location
Sensor location

Skin temperature

Forehead

●

Upper chest

●

Abdomen

●

Temperature and humidity
inside clothing

□

□

Left waistline
Upper back

●

Left forearm

●

Left hand

●

□

주관적 감각 측정은 피실험자로 하여금 각 과업(Task) 직후마다 질문에 응답하였다. 주관적 감각 평가에서 쾌적감은 1~4점 척도, 온열
감은 1~5점 척도(Kim et al., 2006), 습윤감은 정신심리적 1~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ASHRAE, 2001), 피로감은 1~4점 척도(Jeon et al., 2014)
로 평가하였다(Table 2). 온실 환경에서의 평가는 의복 내 온습도를 측정하였고, 온습도 측정기와 센서 부착 위치는 인공기후실 실험과
동일하도록 하였다.

Table 2. Scale of subjective sensation
Scale

Comfort sensation

Thermal sensation

Humidity sensation

Fatigue sensation

1

Comfortable

Indifferent

Very dry

Neutral

2

Slightly uncomfortable

Slightly warm

Dry

Slightly fatigue

3

Uncomfortable

Warm

Slightly dry

Fatigue

4

Very uncomfortable

Hot

Neutral

Very fatigue

Very hot

Slightly humid

5
6

Humid

7

Very hu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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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농가방문 평가에서는 작업복을 착용한 후 주요 평가동작에 대한 착의 관능검사와 착의 만족도, 농작업 현장 적합성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착의 관능검사는 기존의 Kim et al. (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자세를 측정하였고, 각 자세에 대한 불편한 정도
를 1점(매우 불편하다) ~ 5점(매우 편안하다)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Table 3).

Table 3. The posture of sensory test
Movement

Posture
AV-1

AV-2

AV-3

Movement

Posture

AV-4

Arm's
vertical
movement

AH-1

AH-2

AH-3

AH-4

L-1

L-2

L-3

L-4

Arm's
horizontal
movement

W-1

W-2

W-3

W-4

Waist
movement

Leg
movement

2.3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procedure
인공기후실 실험 환경은 Choi et al. (2002)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작업장의 환경을 재현하여 온도 30±0.5℃, 습도
70±5.0%RH이며, 그리고 기류 0.5m/sec 이하로 설정하였다. 개발된 작업복의 경우에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보텍스 튜브 장치에 주
입되는 공기압력은 60,000kPa 상태를 유지하였다. 실험은 총 80분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 시작 이전에 체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온도
24±0.5℃, 습도는 50±5.0%RH의 실험 대기실에서 20분 동안 의자에 앉아 충분한 안정(Stability)을 취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휴식기
(Rest) 15분, 운동기 1(Ex. 1) 10분, 회복기 1(Rec 1), 운동기 2(Ex. 2) 10분, 회복기 2(Rec. 2), 운동기 3(Ex. 3) 10분, 회복기 3(Rec. 3) 15분으
로 구성하였다. 실험 동안 과업(Task)은 Choi et al. (2002) 연구에서 제안된 일반 농작업자의 작업 심박수의 평균인 100 beats/min (bpm)
의 강도로 30cm 높이로 적절한 걸음 테스트(Step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4는 실험 진행의 전체적 프로토콜을 보여준다.

Table 4. Experimental procedure and protocol
Step

Stability

Rest

Ex. 1

Rec. 1

Ex. 2

Rec. 2

Ex. 3

Rec. 3

20

15

10

10

10

10

10

15

Skin temperature

-

○

○

○

○

○

○

○

Microclimates inside clothing

-

○

○

○

○

○

○

○

Heart rate (HR)

-

○

○

○

○

○

○

○

Subjective sensations

-

○

○

○

○

○

○

○

Item

Total: 80min

*Ex.: Exercise; Re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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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피실험자의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s)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 피실험자가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실험에 앞서 실험의 방법과 실험의 목적, 주의사항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자발적 동의 하에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실험자는 실
험 의복을 입고, 인체 제원(신장, 체중)을 측정 및 인체생리반응 측정 센서를 부착하였다. 실험 진행은 프로토콜에 의하여 실시되었으
며, 휴식기에는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부온, 의복 내 온습도, 심박수(HR)는 연속적으로 측정
되며, 주관적 착용감각 측정은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 마다 7회 제시하였다. Figure 2는 인공기후실 실험장면을 보여준다.

온실 작업 환경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 내 온습도 평균은 28.6±0.3℃, 습도는 57.1±1.1%RH로서 인공기후실에서의 환경보다 작
업 시 조건은 나은 편이었다. 보텍스 튜브 장치에 주입되는 압축공기 압력인 인공기후실과 동일하였다. 실험시간은 외부 기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전 10-12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실험은 휴식(10분), 작업(30분), 회복(10분)으로 50분 동안 진행하였
다. 휴식기는 기본 복장만 착용한 상태이고, 작업 시와 회복기는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작업 과업은 온실 내 왕복 160m 거리
를 약 4km/h 속도로 운반대차를 밀고 가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가슴, 배, 허리 부위의 의복 내 온습도
를 수집하였다. Figure 3은 테스트 베드 온실 작업장에서의 실험 장면을 보여준다.

농가방문 평가에서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 개발된 작업복을 착용해 보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착의 관능검사를 위하
여 개발된 작업복을 착용한 후, 신체 부위별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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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였다. 착의 관능검사는 Table 2를 참조하였고, 착용 편의성 4개 항목(착의성, 동작 용이성, 편안감, 착 · 탈의 용이성), 주관적 만
족도 4개 항목(성능성,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현장 적합성 평가로 3개 항목(보호기능, 농작업, 농업 환경)을 평가하였다. Figure 4는
현장방문 조사 장면을 보여준다.

2.4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인체생리반응 및 주관적 측정치는 각의 평균값(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또한 SPSS WIN 20의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여 각 조건 간의 T-test 분석을 수행하였다.

3. Result and Discussion
3.1 Climate chamber
3.1.1 Skin temperature
피부온은 인체와 외부 환경의 경계면의 온도로 인체와 환경과의 열교환량을 규정하는 인자로서 인간의 체온조절 반응의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이다(Kim and Choi, 1999). 인간의 체온조절 반응은 열 생성과 열 손실의 균형을 이루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
는데, 심부온도의 경우 변화의 영역이 좁지만, 피부온은 심부의 이러한 항상성 유지를 위해 비교적 넓게 변화한다(Kim and Lee, 2012).
Figure 5은 기존의 서열 작업복과 개발된 보텍스 튜브 적용 조끼에 대한 시간경과에 따른 국소별 피부 평균 피부온도 변화를 보여준
다. 초기 시기(Rest)의 경우 기존 작업복에서 측정된 피부온은 모든 신체 부위에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개발 작업복의
경우에는 등(Upper back), 손등(Left hand), 이마(Forehead) 부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배(Abdomen)와 아래팔(Left forearm)
부위는 거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였다. 실험복 모두 운동기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온도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에서 가슴과 등 부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조금 하강하는 현상은 다른 부위보다 초기에 높은 피부온을 보여 땀이 많
이 나고 이에 따른 열발산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운동으로 인한 열발산과 땀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열을
필요로 하므로 피부표면으로부터 증발에 필요한 열이 흡수되어 피부온이 내려가는 현상에 기인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Kim and Choi, 2004; Kim and Bae, 2013). 실험기간 동안에 측정된 온도의 변화량은 개발된 작업복이 기존 작업복에 비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배, 등, 상환 부위의 경우 개발 작업복은 피부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기존의 작업복과 뚜
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운동 직후 두 의복 모두 평균 피부온의 저하가 일어났으나, 기존 작업복 착의 시에 비하여 개발 작업복 착
의 시에 피부온의 저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개발된 작업복 착의 시에 발한량이 더 적으며, 의복 내부의 냉각된 공기가 발함 및
피부온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소별 평균 피부온도를 분석한 결과, 가슴 부위의 경우 기존 작업복은 34.8±0.2℃, 개발 작
업복은 34.6±0.4℃로 운동기 2(Ex. 2)까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회복기 2(Rec. 2)와 운동기 3(Ex. 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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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회복기 3(Rec. 3)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배 부위에서는 기존 작업복은 35.1±0.2℃, 개발 작업복은 33.7±0.6℃
로 모든 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등 부위의 경우 기존 작업복 35.1±0.2℃, 개발 작업복 33.7±0.6℃로 모든 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 .05), 운동기(Ex. 3)와 회복기 3(Rec. 3)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전완 부위의 경우 회복기 1(Rec.
1)까지는 기존 작업복은 34.0±0.3℃, 개발 작업복은 32.5±0.6℃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이후로 과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p < .05). 손등의 경우에는 회복기 1(Rec. 1)까지는 기존 작업복(34.4±0.5℃), 개발 작업복(33.9±0.4℃)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이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그리고 이마 부위의 평균 피부온도에서는 운동기 1(Ex. 1)까지는 기존 작업복이 34.2±
0.4℃, 개발 작업복이 33.9±0.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이후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1.2 Microclimate in clothing
의복 내 기후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인체와 의복 사이에 형성되는 미세 기후로서 인체와 가장 인접한 온열 환경이며 인체생리반응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Choi and Baik, 1995). 본 실험에서 측정된 신체 부위별 평균 온습도 측정 결과, 가슴(Upper chest) 부
위는 기존 작업복의 경우 온도 33.0±0.3℃, 습도 78.2±3.7%RH, 개발 작업복은 온도 27.7±2.5℃, 습도 46.0±13.7%RH, 등(Upper back)
부위에서 기존 작업복은 온도 33.2±0.4℃, 습도 74.0±6.7%RH, 개발 작업복은 온도 32.3±1.0℃, 습도 54.2±12.0%RH, 그리고 허리(Left
waistline) 부위에서는 기존 작업복이 온도 32.6±0.3℃, 습도 77.8±3.8%RH, 개발 작업복이 온도 30.8±1.8℃, 습도 48.2±13.6%RH로 나타
났다(Figure 6). 전반적으로 의복 내 온습도 모두 개발 작업복이 기존 작업복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p < .05). 기존 작업복의 경우 실
험기간 동안 가슴, 등, 허리 부위의 의복 내 평균 온도는 32.9±0.4℃, 습도는 76.7±5.1%RH로 나타나 다소 덥고 습한 분포를 보였고, 개
발된 작업복은 30.3±2.6℃, 습도 49.5±13.1%RH을 보여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신체 부위의 의복 내 온습도 모두 기존 작업복에 비해
보다 쾌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발 작업복의 경우 냉각공기가 주입됨으로써 의복 내 공
기가 환기됨으로써 해당 신체 부위 온도와 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복 내의 기후와 피부온과의 상관관계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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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r = .94)를 보여 개발 작업복의 경우 피부온도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결과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복 내의 기
후가 평균 피부온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Hatsuko and Yoshiko, 1975; Kim and Bae, 2013).
추가적으로 실험 작업복 간 신체 부위별 평균 온습도 차이를 휴식기, 운동기, 회복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가슴 부위의 경우 휴식기
에 기존 작업복은 온습도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개발 작업복은 온습도 모두 낮아지는 성향을 보였다(p < .001). 운동기와
회복기에서는 기존 작업복의 온도 변화는 휴식기 이후 상승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습도의 경우 상승과 하강 반복하면서
상승하였다. 개발 작업복은 휴식기 이후 감소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휴식기 이후 운동기 1(Ex. 1) 이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으
나 일정한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등 부위의 온도에서는 두 실험복 모두 휴식기에 상승하고, 그 이후 과업에서 일정한 온도
를 유지하고 있으나 회복기 2(Rec. 2), 운동기 3(Ex. 3), 회복기 3(Rec. 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휴식기 습도의 경우는 기
존 작업복에서는 상승하였으나, 개발 작업복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 .001). 그리고 운동기와 회복기 동안에 기존 작업복의
경우 휴식기 이후 습도를 유지하고, 개발 작업복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허리 부위의 온도의
경우 등 부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신체 부위별 의복 내 기후 분석 결과 온도의 경우 개발 작업복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습도의
경우 기존 작업복에서는 운동기와 회복기에서 70%RH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발 작업복이 냉각공기 공급함으로써
땀이 빠르게 증발시키고, 의복 내 열을 밖으로 배출하여 의복 내 습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것은 서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신체 부위마다 측정된 의복 내 온습도 변화 추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냉각조끼 내에서 분사
되는 냉각공기의 공급라인의 배열 위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3 Heart rate
Figure 7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의 심박수의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 심박수는 1분당 심장 수축의 횟수로 보통 안정 시의 심박수는
60~80 beats/min로 운동의 강도 및 환경 온도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하며, 연령 및 운동의 단련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Kim
and Cho, 2014). 착의 실험 80분 간의 평균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기존 작업복은 106.5±14.9bpm, 개발 작업복은 101.3±10.4bpm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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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실험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또한 과업 구간별 작업복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발 작
업복이 모든 구간에서 낮은 심박수를 보였고, 운동기와 회복기에서 개발 작업복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기존 작업복의 경
우에는 심박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운동기 및 회복기 모든 구간에서 개발 작업복이 기존 작업복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험복 간 초기 휴식기와 운동기 1(Ex. 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회복기 1(Rec. 1)부터 기존 작업복 착의 시
에 개발 작업복 보다 휴식기와 운동기 모두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p < .05). 또한 심박수는 에너지 소비량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 소비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4)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량(남자) = -8477.604 + (체중 × 6.418) + (심박수 × 51.426) + [(체중 × 심박수) × 1.018], 에너지 소비량
(여자) = -100.127 + [체중 × (-106.729)] + (심박수 × 12.580) + [(체중 × 심박수) × 1.251]이다. 본 결과를 심박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기존의 작업복의 경우 4.25 kcal/min, 개발된 작업복은 3.65 kcal/min으로 개발된 작업복이 에너지 소비량이 낮음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발 작업복 착용 시에 온열 작업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판단할 수 있다.

3.1.4 Subjective sensations
본 연구에서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복 착용에 따른 쾌적감, 온열감, 습윤감, 피로도를 함께 평가하였다. Figure 8은 실험 진행 시
간의 경과에 따른 피실험자의 주관적 반응을 보여준다. 쾌적감, 온열감, 습윤감은 의복 착의 시 의복 내 기후에 따라 '상쾌하다', '덥다',
'축축하다'. 등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고 주관적 착의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Harada, 1995). 또한 일반적으로 주관적 착의 반응
은 피부온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Bulcao et al., 2000). 실험 결과 4가지 주관적 착용감각에 대하여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쾌적감은 실험복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점
수 비교 결과 기존 작업복(3.54±0.49) 보다 개발 작업복(3.14±0.33)이 보다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초기인 휴식기부터 실험복 모
두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였으나, 운동기와 휴식기에서 기존 작업복의 경우 개발 작업복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온열감에 대한 평균 점수는 기존 작업복이 3.13±0.58로 개발된 작업복 2.79±0.44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복 모두 운동
기 2(Ex. 2)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졌으나 개발 작업복의 경우 운동기 2(Ex. 2)와 회복기 3(Rec. 3)에서 다시 낮아지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습윤감은 기존 작업복은 평균 2.18±0.71, 개발 작업복은 평균 2.82±0.52로 두 작업복 모두 초기 휴식기에 약간 습한 상태였으나 기존
작업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습한 수준을 보였고, 개발 작업복은 약간 정도의 습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기존 작업복의 경우 운동 후반기
(Ex. 2)와 회복기 3(Rec. 3)에서 습한 수준 이상을 보여 매우 부정적인 착용감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ure 5의 기존
작업복의 신체 부위별 높은 습도 측정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피로도에 대한 반응은 두
작업복 모두 실험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로도 평균은 기존 작업복 2.55±0.60, 개발 작업복 2.43
±0.60을 보였다. 기존 작업복의 경우 회복기 구간에도 지속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개발 작업복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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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 2(Ex. 2) 이후 피로가 증가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주관적 감각 평가 결과로 볼 때 기존 작업복 대비 개발 작업복이 쾌적감,
온열감, 습윤감, 피로도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냉각공기가 피부온 및 의복 내 기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Greenhouse and field test
3.2.1 Greenhouse environment
Figure 9는 온실 실험에서 측정된 의복 내 온습도 변화량을 보여준다. 신체 부위별 평균 온습도 측정 결과, 가슴 부위의 경우에는 기
존 작업복은 30.4±0.4℃, 66.4±4.8%RH, 개발 작업복은 27.5±2.2℃, 58.5±4.1%RH를 보였고, 등 부위는 기존 작업복이 31.7±0.2℃, 62.2±
5.6%RH, 개발 작업복이 28.4±2.2℃, 54.6±5.7%RH였다. 그리고 허리 부위는 기존 작업복이 32.0±0.4℃, 59.9±5.6%RH, 개발 작업복은 29.9
±1.3℃, 52.3±4.5%RH로 측정되었다. 휴식기 동안에는 실험복 모두 의복 내 습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작업 시와 회복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기존 작업복 경우에 온도가 조금 상승하였고, 습도는 작업 초기부터 상승하였다. 개발 작업복의 의복 내 온도
는 작업 초기에 서서히 낮아 지는 추세를 보였고, 습도는 작업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작업을 하는 동안 조금씩 상승하였다. 특히 휴식
기에서 기존의 작업복의 경우 습도의 감소폭이 낮은 반면 개발된 작업복의 경우 습도의 감소폭이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작업복 보다 의복 내 온습도를 낮게 유지하여 서열 스트레스 저감에 효과를 주고 있음을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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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Field test
Figure 10는 작업복을 착용한 후, 주요 동작에 대한 착의 관능 평가결과를 보여준다. 작업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9±0.9를 보여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별로 보면 팔의 수직동작에서 4.2±0.7, 팔의 수평동작에서 4.0±0.8, 허리동작에서 3.7±1.0, 다리
동작에서는 3.6±0.9를 보였다. 상체인 팔의 움직임의 경우 4.0 이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보였으나 허리의 경우 허리 숙이기 동작(W-4),
다리의 경우 쪼그려 앉기 동작(L4)에서는 3.0 이하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조끼 아래 부위에
결합된 보텍스 튜브 장치가 허리와 하체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허리 및 다리동작에 있어 신체 활동 범
위를 충분히 고려한 설계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11은 주관적 착용감각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착용 편의성에 대하여 평균 4.1±0.7로 나타났고, 착의성, 편안감, 착 · 탈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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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동작 용이성은 3.2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1 (a)). 이와 같은 이유
는 착의 관능에서와 같이 허리 숙이기, 쪼그려 앉기 등의 동작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만족도 평가는 평균 3.7±0.7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Figure 11 (b)). 특히, 주관적 만족도에서 냉각의 성
능 측면에서 4.1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현장 접목성 평가 결과, 평균 3.6±0.6으로 열스트레스 저감 기능 및 농작업 적합
성은 어느 정도 만족하였고, 환경 적합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Figure 11 (c)). 이와 같은 이유는 새로운 방식의 작업복에 익
숙하지 않았고, 재배하는 작목(예. 오이, 토마토, 수박)의 작업 특성에 따라 적합한 에어라인 설계의 필요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향후 재배되는 작목 마다 작업 특성에 적합한 에어라인 설치가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 시설 작업자의 서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하여 보텍스 튜브를 적용한 농작업용 조끼를 개발하였고, 작업복에 대
한 인체생리반응 및 현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인체생리반응 실험 결과, 인공기후실 실험에서 신체 부위별 평균 인체생리학적 반응 분
석 결과 기존 작업복 대비 개발 작업복이 피부온도 2.9%, 의복 내 평균온도 8.1%, 평균습도 35.5%가 감소하였고, 심박수는 4.9% 감소
효과를 보였고, 온실 환경 실험에서는 의복 내 평균온도는 기존 작업복 대비 8.8% 감소, 습도는 12.3%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제 농업
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평가에서 보텍스 튜브를 적용한 냉각조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보텍스 튜브 장치를 적용한 작업복이 서열 스트레스를 경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발 작업복에 대한 인공기후실 및 일부 온실 환경 내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보다 다양한 작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재배 작목에 따른 농작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허리 및 다리동작 용이성 및 재배 작목에 따른 에어라인 설치 등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양한 농작업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와 더불어 하우스 시설의 규모 및 재배 작목 등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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