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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of the electric live wire worker's
flame resistant(FR) work clothes.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distributes summer and
winter FR work clothes to workers. Summer FR work clothes of KEPCO were chosen to survey
and 59 questionnaires were used to examine the satisfaction of FR work clothes. And 5 point
Lickertis scale was used in the survey.
Dissatisfaction factors of FR work clothes are design, protective function, material, size,
motion function. The size of FR work clothes(1.8) is the lowest factor. New size system is
needed for the workers. Next lower factor is design(2.1). Design has to be changed from present
style to futuristic style. Decoloration, dust absorption and contamination is the proble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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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2.2). Material can be changed into better one to meet dissatisfaction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unction.
Low physical suitability can be solved by making new size system, which is varied. and the
new size must be applied to pattern. Meanwhile, motion function has the low satisfaction like
physical suitability. Unsatisfactory design factor has to be changed to make higher satisfaction of
motion function.
This research can be used to improve present FR work clothes as a basic information. and
hopely, KEPCO can do the role as a leader for distributing better FR work clothes in the future.
Key words : 보내주세요

은 만큼 적은 폭굉음도 청각에 주는 영향이 클 수 있

Ⅰ. 서론

음은 물론 청력상실의 위험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
활선 작업자는 아크 방전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

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다. 아크는 전력 설비 사고 시에 발생하는데, 전력설비

활선 작업자들은 이러한 아크 방전이라는 위험 요인

의 용량이 커질수록 아크의 양은 커지게 되며 이에 따

에 노출되어 있고 작업 시 위험도에 따라 적적한 보호

른 위험도 증가된다.

구조를 갖추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크 재해의 특성을 보면, 먼저 고열의 발생을 들

활선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아크 방전으로 부터 부

수 있다. 아크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3000℃~8000℃의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소재로 된 작업복을 착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높은 온

용하도록 법령으로 규정 하고 있다.

도는 화상을 입게 한다. 둘째, 유해광선으로 아크가 발

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하계용, 동계용으로 구분

생할 때 항상 강렬한 광선의 발산이 수반되는데 이 광

된 방염작업복을 활선 작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선은 스펙트럼에서 매우 광범위하여 낮은 적외선에서

방염작업복을 착용함으로서 아크 방전으로 인한 사고

자외선 혹은 X-Ray 선 까지를 발산하므로 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

시신경, 피부노출 등의 심각한 재해를 입을 수 있다.

급하는 방염작업복은 하계용인 재킷과 바지, 동계용인

실명, 백내장, 피부화상, 피부암발병, 광선에 의한 조직

재킷과 바지, 방한용 점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괴사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셋째, 폭발에 의한 손괴로

논문에서는 하계용 재킷과 바지에 대하여 활선 작업자

아크가 발생할 경우의 폭굉은 강한 압력의 확산으로

들의 방염작업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조

기계적 압박도 가해짐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하는 물질

사 결과는 앞으로 활선 작업자의 방염작업복을 디자인

의 폭발을 수반함으로서 주변의 기계적 손괴가 발생함

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은 물론 폭발물질의 비산으로 인한 인체의 외과적 부
상도 발생한다. 넷째, 흉 가스로 단락 아크가 발생하는

Ⅱ. 연구 범위와 방법

순간 금속성 물질이 주변에 급격히 확산 증류되어 흉
가스 운을 형성한다. 용접시와 같이 지속적인 발생은
아닐지라도 일순간적으로 발생되는 흉 가스를 다량으

활선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방염작업복에 대한 만족

로 흡입하는 것은 중금속이 체내배출이 어려운 점을

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

고려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전력공사를 선택하였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아크

다섯째, 아크 발생 상황에서 발생되는 폭굉음은 탄약

방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방염작업복을 구매하여 활선

등의 폭발물이 폭발될 때와 같은 폭발의 강도를 지니

작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고 있음은 물로 특별히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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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활선 작업자들이 입는 작업복에 대한

신체적합성, 동작 기능성 그리고 개선 사항을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활선 작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염작업복 중 하계용 재킷과 바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일하는 활선 작업자를 대상으로 68부를 배포
하여 59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59부를 통계처리 하였
다. 질문 문항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그림 1> 아크 방전 이미지

였다. 설문지는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내용과 방염작

http://www.scienceall.com

업복의 신체 적합성과 동작 기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1년 11
월 7일 ~ 11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체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활선작업 등에서는 사망에 이
르게 된다.
아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➀ 중심부가 수천~수만 도의 초고온이며 바깥쪽에 있

Ⅲ. 아크 방전과 방염작업복

어서도 수백~수천도이다.
➁ 거의 분자가 원자 상으로 분해되어 전자와 이온 및

1. 아크 방전(arc discharge)

중성입자가 혼재하고 있다.

아크 방전이란 전극 사이에 비교적 저전압 대전류

➂ 막대한 에너지를 열, 빛, 및 소리의 형태로 방출한
다.

(~200V, ~10A 정도)를 흘릴 때 전극이 가열되어
열전자를 방출하며 강렬한 빛을 내는 방전으로 대기

➃ 에너지는 전류량이나 이격거리 등에 의해 매우 쉽
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속의 아크 방전에는 방전로가 호의 모양이 되기 때문
에 호광방전 또는 아크라고도 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➄ 시간 변화에 대한 응답이 매우 빠르다.

2010)

➅ 통전상태 조건에 따라 규모와 화염이 다르므로 규
모예측 어렵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아크는 전기가 이온화하여 전기가 흐르는 상태인데
전기호로에서 전원의 양단간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의
공기 이온화와 발열로 인하여 발생된 플라즈마로 급격

2. 방염작업복

한 고열이 발생하며 전류 폭주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크는 높은 발열과 고속의 화염분출, 높은 휘도의 발
광과 소음을 수반하며 주변의 소재를 짧은 시간 내에
기화시키거나 용융시킨다.
방전 현상은 강한 전기장에서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발생하는 이온의 운동으로 기체 속을 전하가
이동하는 상태를 말하며 공기의 절연파괴에 의해 발생
한다. 공기는 보통의 경우 전기를 통하지 않으나, 전계
가 30kV/cm(1cm 당 3만 볼트의 전압이 가해진 상
태)을 초과하면 급격히 절연성이 파괴되어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 이 절연 파괴 때에 순간적으로 고온으로
된 공기로부터 빛이나 소리가 발생한다. 만일 방전이
인체로 향하여 발생되면, 극히 단시가 내에 큰 전류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계 방염작
업복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계 방염작업복은 상의 재
킷과 하의 바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계 방염작업복은
상의 재킷, 하의 바지, 방염 점퍼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는 앞 중심에서 지퍼로 여밀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으며 플랩을 달아 이중으로 개폐하도록 고안되
었다. 앞길에 있는 속주머니는 양쪽으로 모두 2개로
지퍼로 여밀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플랩으로 덮어 이중
으로 개폐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주머니를 통해 공기
가 드나드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허리둘레 조절을
위해서 뒷길 도련에 벨크로를 달아 허리 주변 공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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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전력공사 하계 방염작업복 소재 특성
상 의
구

분 겉
감
색상

원

배
색

하 의
안감

겉감

안감

주머니감

Stripe
하늘
곤색
망사
색

곤색

회색

회색

Aramid
60.5%
Aramid Aramid
Aramid 63.5% FR/Rayon 63.5%
63.5%
33%
FR/Rayon FR/Rayon
혼 FR Rayon 35%
Spandex
35%
35%
용
5%
율
정전기 방지섬유
1.5% 함유

단

조직 평직 평직 망사

<그림 2> 하계 상의 도식화

며 오른쪽 주머니에는 핸드폰 주머니가 달려 있다.

정전기 방지섬유
1.5% 함유

정전기
방지섬유
1.5% 함유

평직

평직

평직

번수

36/ 36/ 40/2×
2's 2's 40/3's

36/2's
×40d

38/2

38/2

중량

155 155 115
g/m² g/m² g/m²

170
g/m²

115
g/m²

115
g/m²

하의는 허리에 고무밴드를 넣지 않은 디자인으로 지
퍼 여밈에 외주름이 있고 양쪽으로 주머니가 달려있으

공 통

비고

심지는 반드시 방염심지 사용

주어 동작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 섬유가 들어가 있어 착용 시 정전기를 발
생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심지는 방염심지를 사용하도
록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 접착심지도 사용 가능하다.
다음은 부자재에 대한 설명이다.
▲ 아라미드 100% 40수/3합 봉사, 단추 15㎜ 10 +1
(개), 나일론지퍼 5호, 주머니지퍼 2개, 파이핑, 바
지 양면지퍼, 허리오비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그림 3> 하계 바지 도식화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59명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은 상의와 하의를 만드는데 사용된 소재를 표
로 다타낸 것이다. 색상은 상하의 모두 곤색으로
Aramid와 FR Rayon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바지에는 5%의 Spandex가 들어가 신축성을

평균 연령은 44.3세로 30세~57세의 연령분포를 보였
다. 경력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3년으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8.7년으로 나타났다. 신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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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이즈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는데 지금에 사이
즈보다 다양한 사이즈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손, 목,
팔, 다리,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 동작을 직접 실행해
보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패턴을 수정해야 할 것이
다. 특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 기장, 팔, 소매 등
맞지 않아 불편해 함으로 이에 대한 패턴을 연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로 작업복의 내구적인 면에서 봉재 상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주머니가 1~2회 세탁에도 찢어지고
<그림 4> 활선 작업 유형

주머니 부분 속감과 재봉 라인이 잘 터진다. 그리고 재
봉질 미숙으로 봉재 실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작

에 대한 평균 키 176.5cm, 몸무게 74.5kg, 허리둘레
33.6인치로 나타났다.

업복의 기본적 성능인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봉재 상태 질을 높여 주어 잦은 세탁과 거친 환경 작

그리고 전압별 활선 작업 유형을 보면 저압활선작업
(600V 이하) 6명, 고압활선작업(600~700V 이하) 5

업에서도 잘 터지지 않도록 작업복을 만들어야 할 것
이다.

명, 특별고압활선작업(7000V 초과) 23명, 저압과 특
고압활선작업 병행 7명, 저압․고압․특고압 활선작업

<표 2> 방염 작업복의 불만족 요소

은 11명, 기타로 22.9kvy 활선작업은 4명이다.

2. 방염 작업복에 대한 불만족 요소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 5점 ~ 매우 불
만족 1점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작업복의 사이즈에 대한 점수는
1.8로 가장 낮아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

불만족 요소

평균

작업복 디자인

2.1

작업복 보호기능

2.7

작업복 소재(=천)

2.2

작업복 사이즈

1.8

작업복 동작기능성

2.4

났다. 다음으로 작업복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2.1점으

3. 방염 작업복의 신체 적합성

로 디자인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에 대한 불만으로는 디자인이 볼품이 없고 초

방염 작업복의 신체 적합성을 알라보기 위해서 리커

라해 보인다고 하였다. 기능성을 충족시키면서 패션성

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분포는 5점에서 1점으로

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

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족, 1점

다. 디자인 요소 중 색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오염

매우 불만족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

이 잘 보이지 않도록 어두운 색상이었으면 한다고 하

을수록 방염 작업복의 신체 적합성에 만족한다는 의미

였고 단추의 경우 누름형 단추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 한다는 견해이다.

있었다.
소재에 대한 불만으로는 탈색, 다리미가 잘 되지 않

가) 상의

음, 세탁 후 줄어듬, 흡착 및 쉬운 오염, 잘 지워지지

상의 재킷의 신체 적합성 결과는 <표 3>과 같다. 방

않는 때와 이물질,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음, 보풀 등이

염복 상위 14개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4점으로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염이라는 기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기능도 만족할 수 있

항목에 대해 모두 매우 불만족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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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의 신체 적합성

<표 4> 하의 신체 적합성

상의

평균

하의

평균

칼라높이

2.5

허리둘레

2.5

목둘레

2.8

밑위길이

2.3

가슴둘레

2.6

엉덩이둘레

2.4

허리둘레

2.5

바지기장

2.2

상의밑단둘레

2.3

바지부리둘레

2.2

어깨너비

2.5

전체

2.3

앞품

2.6

뒷품

2.4

도 기존의 하복 사이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상의 길이

2.2

을 알 수 있다.

진동둘레

2.5

소매통

2.7

소매길이

2.2

소맷부리

2.2

허리둘레

2.3

전체

2.4

바지기장(2.2), 바지 부리둘레(2.2)로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바지 기장이 짧거나 바지 부리
둘레 길이가 넓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바지 기장의
경우 치수 체계를 새롭게 하여 기장이 짧은 경우가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패턴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바
지 부리 둘레가 넒은 것은 폭을 줄여 걸리적거리지 않
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다.

으며 소매 길이, 소매 부리, 상의 갈이, 상의 밑단 둘
레, 허리 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다. 이러한 낮
은 신체적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치수 체계

4. 방염 작업복의 부위별 동작기능성
가) 상의
방염 작업복의 디자인 요소가 동작기능성에 미치는

보다는 더 다양한 치수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즈 체계

영향은 <표 5>와 같다. 전체 항목에 대한 점수가 2.7로

가 도입되어야 한다.
소매 부리와 소매 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것은 현장 작업을 할 때 보호용 장갑을 상의 소매
위에 끼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옷감이 두껍고 무거
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감을
경량화 하고 소매 부리인 커프스의 디자인을 바꾸어

칼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의 지퍼 여밈(2.4), 상의
무게(2.5), 커프스 너비(2.6), 커프스 단추(2.6), 주머
니 크기(2.6), 볼펜 꽂이 크기(2.7) 순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머니의 지퍼 여밈의 불편함을 주머니에 지퍼를 사

착용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허리둘레,
상의 밑단 둘레의 경우 신체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으로 치수를 조사했지만 실제 반영 되지 않

용하지 않음으로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
슴 부분에 좌우로 주머니를 넣어 수납공간을 넓혀준다.
상의 무게에 대한 불만은 여름에 작업하기에 덥고

아 보인다는 불만이다.

무겁다는 의견이다. 방염 기능성을 갖추면서 경량화된
소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나) 하의

커프스의 단추 여밈에 대한 불만족은 커프스 단추는

하의 신체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점이 2.3으

누름형으로 달아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 커프스 넓이에

로 전체적으로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대한 불만족은 커프스 너비에 대해 조사를 통해서 적

리둘레 2.5, 밑위길이 2.3, 엉덩이둘레 2.4, 바지기장
2.2 바지 부리둘레 2.2로 점수가 낮다. 바지의 경우에

당한 길이를 발굴하여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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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의 동작기능성
상의

히 낮게 나왔는데, 벨트 단추를 훅으로 바꾸고 핸드폰

칼라

높이

3.2

지퍼종류

2.8

지퍼크기

2.8

지퍼색상

2.9

커프스너비

2.6

커프스단추

2.6

위치

2.8

크기

2.6

덮개

2.9

개수

2.9

지퍼여밈

2.4

볼펜

위치

2.9

꽂이

크기

2.7

앞지퍼

커프스

주머니의 경우 핸드폰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치

평균

주머니

상의 무게

2.5

전체

2.7

나 깊이를 변경하여 주머니에서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
도록 한다.
바지 무게에 대한 만족도가 2.7로 낮은데, 여름옷이
므로 상의와 마찬가지로 경량 소재로 바꾸며 땀 흡수
가 잘 되는 기능성 소재를 선택함으로서 땀으로 인한
피부 접착으로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7> 주로 부상을 당하는 신체 부위 및 원인
부위

부상자
(명)

이유

등

-

-

가슴

17

․아크 발생

19

․현장 작업 시 부자연스러움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공기구 작업 시
방염 작업복 너무 무겁고 두꺼워 소매 착
용 불편 느낌
․특고압 활선 작업 시 발생, 긁힘과 걸림

팔

21

․보호 소재 착용 불편 느낌
․방염 작업복 너무 무겁고 두꺼워 소매 착
용 불편 느낌
․걸려서 찢김, 걸림(갖가지 공기구 사용
시 특히 전주에서)

허리

4

․중량이 있는 자내 운반 시

목

5

-

얼굴

16

․저압 작업 시 주로 발생
․사고 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치는 곳

24

․짧은 소매(팔기장)
․앵글 기정 작업(망치)
․작업 공구 사용 시
․저압 작업 시 주로 발생
․사고 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치는 곳
․긁힘, 부주의

다리

4

․협소한 작업 시 걸림
․미끄러짐
․찍힘

발

1

발목

5

어깨

나) 하의
하의 바지의 동작기능성은 <표 6>과 같다. 전체 점
수가 2.7로 바지의 동작기능성은 불편하다는 의견이다.
벨트너비(3.0)와 외주름의 개수(3.1)를 제외하고 모두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벨트 단추(2.2), 핸드폰 주머니(2.4)의 만족도가 특
<표 6> 하의 동작기능성

하의
벨트

평균

벨트너비

3.0

벨트단추

2.2

크기

2.7

개수

3.1

크기

2.8

깊이

2.8

핸드폰포주머니

2.4

크기

3.0

외주름

주머니

앞지퍼

바지무게

2.8

전체

2.7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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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장(다리)
․차량을 오르고 내릴 때 주로 발생
․착지 시

<표 8> 방염 작업복의 개선 요구 사항

5. 주 부상 신체 부위
주로 부상을 당하는 신체 부위와 원인은 <표 7>과

개선 요구 사항

같다. 가슴, 어깨, 팔, 손은 특히 부상이 많은 부위이다.

1)
2)
3)
4)
5)
6)

그리고 얼굴도 작업 시 통상적으로 많이 다친다고 한
다. 어깨와 팔의 경우 수시로 다치는 부위로 방염 작업
복이 너무 두껍고 무거우며 보호 소매 착용 시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의 부상원인으로 공통점
은 긁힘과 걸림이다. 특히 손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
는 상황에서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

7)
8)
9)
10)
11)
12)
13)
14)

통계상으로 보면 손에 대한 부상이 가장 높다. 여러
원인 중에서도 소매 기장이 짧아 부상을 당한다고 하
는 경우 상의 사이즈 체계를 정비하여 소매가 맞지 않
은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리, 발, 발목의 부상을 보면, 다리의 경우 협소한
곳에서 바지가 걸리거나 미끄러지고 찍힘으로서 부상

디자인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개선
때가 잘 보이지 않은 어두운 색으로
가벼운 소재로 개선
주머니를 활용한 디자인
신축성 향상 및 등산복처럼 만들었으면
속에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최소한 얇은 소재 사
용 희망(땀이 많이 나므로)
상의로 재킷이 아닌 티형식의 작업복이었으면
벨트 단추를 후크로 변경
소매 단추를 누름형으로 제작
상의 윗주머니 좌우로 추가
상의 칼라를 와이셔츠 칼라로 제작
다양한 사이즈 제작
현장 업무에 적합한 소재 사용 및 색상 고안
바지 통을 현재보다 작게

을 당한다. 발목의 경우 바지의 기장이 짧아서, 차량을
오르고 내릴 때, 착지 시 부상을 당한다고 한다. 아래

탈색이 되지 않고 오염이 되어도 쉽게 세탁가능하며

표의 원인 중 바지의 기장이 짧아서 부상을 당하는 경

먼지가 잘 묻지 않는 방향으로 소재 개선이 이루어져

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지통은 줄여 걸리지 않게 하

야 할 것이다.

며 길이는 다양한 체형을 반영한 치수 체계를 갖추어
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6. 개선 요구 사항
기존 방염 작업복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한

지금까지 활선 작업자의 방염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

결과 아래 <표 8>과 같다. 현재의 디자인을 더욱 심플

를 조사하여 이에 대해 논하였다. 상의, 하의 신체 적

하게 하고 때가 묻어도 잘 보이지 않도록 어두운 색상

합성 조사를 보면 모두 불만족이라는 낮은 점수를 얻

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그리고 작업복 안에 옷을 입기

어 다양한 사이즈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상의

때문에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고 신축성이 있는 소

동작 기능성을 보면 칼라를 제외하고 불만족 하고 있

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디자인 스타일을 보면 등산복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상의 재킷이 무겁

이나 티 형식의 작업복이 있었으면 하고 사이즈가 다

고 두꺼워 손 호보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데 불

양화 되었으면 한다. 디자인 요소를 보면, 벨트 단추를

편하고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가볍고 경량소재로 변화

후크로, 소매 단추를 누름형으로 제작하며, 상의 칼라

를 주고 커프스 단추를 누름식으로 하여 소매 부분의

를 와이셔츠 칼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상

불편한 점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의에 윗주머니를 좌우로 달아 수납공간을 넓히고 하의

방염 작업복의 불만족 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

바지통을 현재보다 작게 제작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 소재의 경우 탈색, 흡착, 오염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이다.

방염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위의 불만

결론적으로 사이즈를 다양화 하고 디자인은 패션성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소재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

이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하도록

다. 다음으로 사이즈 체계에 대한 불만이다. 허리둘레,

한다. 소재에 대한 불만이 많으므로 여러 번 세탁에도

엉덩이둘레, 바지 기장, 팔, 소매 등 맞지 않아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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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이에 대해 패턴을 연구하고 수정하며 이를 사
이즈 체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경우 볼

이형권, 한형주, 방항권(2009). 송전선로 활선작업용

품이 없고 초라해 보인다는 의견으로 패션성을 접목하

도전복 기술 및 적용현상. 대한전기학회. 40회.

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2123-2124.

다. 기타로 하복의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다. 여기서 내

유호근, 김우성, 이재영, 조계철, 안철경, 최명호, 김상

구성은 재봉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탁에 쉽게 찢

기(2007). 한국전력에서 활선작업시 착용하는

어지고 작업현장에서 바느질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있

절연복 개발. 대한전기학회. 38회. 388-389.
유호근, 김우성, 이재영, 조계철, 안철경, 최명호, 고영

기 때문에 질 좋은 상태의 봉제 작업이 요구된다.

아(2007). 한국전력 방염복의 품질향상에 관한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활선 작업자의 하복에 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38회. 162-165.

만족도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이번 조사가 현재 방염
작업복을 개선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최승동, 현소영, 한형주, 이석원(2010). 전기공사업 활

바란다. 그리고 작업복 지급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

선작업의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
한전기학회. 43회. 349-354.

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앞으로도 더 좋은 방염 작업

최명호, 고영아, 한국전력고공사, (유)듀폰(2007). 한

복을 지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전에서 착용하는 작업복 안전성에 관한 연구. 대
한전기학회. 38회. 386-3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6). 전기아크로 인한 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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