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제업 사업장
근로자 건강개선을 위한
근거 중심적 접근사례

Ⅰ. 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1963년에 공익기관으로 설립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부산산업보건센터는 근로자를 중심에 둔 ‘일과 사람의 조

화’를 목표로 최상의 ‘근로자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 쾌적

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의 건강을 

항상 보살피는 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이미은+, 김윤중, 임현수, 최기언, 

변수영, 김수현, 정연서, 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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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관할지방고용

지방관서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
전화번호 051)508-6088

FAX 051)508-6092

대 표 자 최	수	홍 지정일자 (최초지정) 2014.	11.	28	(1991.	01.	11)

보건관리위탁

지정현황

•	지정한계	:	500개소,	50,000명	
•	지정인력	:	의사	5명,	산업위생기사	:	7명,	간호사	:	13명

<표 1> 부산산업보건센터 개요

지부(지부장)

산업보건센터(센터장)

운영지원팀 건강진단팀

부설의원(원장)지역본부(지역본부장)

보건관리팀 환경위생팀

<그림 1> 조직도

2. 연혁

<표 2> 부산산업보건센터 연혁

1960’s	∼

-	1966.	3	부산경남지부	결성

-	1971.	4	부산근로자복지의원	개설

-	1983.	3	부산산업보건센타로	개칭

-	1983.	3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1987.	3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

1990’s	∼
-	1991.	3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	1991.	5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2000’s	∼
-	2002.	6	김해분사무소	개소

-	2004.	6	김해산업보건센타	변경

2010’s	∼
-	2011.	5	김해산업보건센타	폐소

-	2013.	3	부산산업보건센터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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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관리 사업장 현황

<표 3> 사업장 현황

제조 (의복제조*) 비제조 총계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241 20,600 (10) (1,111) 254 25,780 495 46,380

*	제조업종	중	의복	제조	관련	사업장	현황

비제조

제조

20,600명25,780명

254 241

<그림 2> 관리사업장 현황

Ⅱ. 사례 연구기간 및 연구목적

1. 연구기간

 본 사례연구의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있는 일개 의복제조 봉제업의 기중 호흡성분진의 노출정도와 작업 근로자

의 흉부방사선진단 결과, 폐환기능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영향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제조 봉제업 작업장 기중 호흡성분진의 노출정도를 파악하고, 작업공정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호흡기계의 건강상의 문제와 불편감 등의 자각증상을 파악한다.

(개/명)

관리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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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호흡기질환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폐활량을 측정하여 흉부방사선 소견과 임상증상, 호흡성분진 량과의 관련

성을 파악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소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Ⅲ. 대상사업장 및 보건관리 현황

1. 대상사업장

가.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P공장 설립일 1994. 12. 10

소재지 144명근로자수부산광역시 동래구

업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제조업[14192]

<그림 3> 사업장 개요

<그림 4> 사업장 전경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선임업종 확대

(201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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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 현황

성별
20

(13.89%)

23
(15.97%)

40
(27.78%)

46
(31.94%)

35
(24.31%)

23
(15.97%)

51
(35.42%)

25
(17.36%)

45
(31.25%)

124
(86.11%)

76
(52.78%)

37
(25.69%)

7 (4.86%)

86
(59.72%)

68
(47.22%) 107

(74.31%)

137
(95.14%)

25
(17.36%)

11
(7.64%)

13
(9.03%) 9 (6.25%)

연령

(평균 52세)

작업공정 근무경력

(평균 9년 4개월)

체질량

지수

중등도

운동 실천

흡연

여

남

과체중

저체중/정상

예

아니오

비흡연

흡연

연령 55~59세

연령 60세 이상

연령 50~54세

연령 50세 미만

10년~15년

15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보조

검사/생산관리

완제품관리

봉제

재단

<그림 5>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2. 보건관리현황

1) 당해 사업장은 일반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2) 2014년 1월 2일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확대로 2014년 6월부터 보건관리위탁 업무 시작

3)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호흡기질환 유소견율 높음

4) 작업환경 위생관리 상태 다소 미흡함(좁은 작업공간, 옷감, 실밥 등의 먼지, 불충분한 환기)

5)   보건관리 업무시 방진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으나 오랜 작업습관 때문에 근로자 보호구 미

착용 상태, 사업주는 지급의무 필요성을 인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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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아 분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 또한 분진노출에 의한 유해성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

30.00%

근로자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25.00%

20.00%

15.00%

10.00%

5.00%

0.00%
본 연구대상 사업장 2012년

일반건강진단

2012년도 일반 건강진단결과

4,688,958명중 11.02%(516,675명)이 호흡기질환 의심판정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특수 건강진단결과

호흡기질환판정이 전체 46,803명 중 8.5%(3,966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연구대상 봉제 사업장에서 

2016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흉부방사선결과 호흡기 질환

의심이 전체 대상자중(149명) 24.8%(37명)
2015년

특수건강진단

24.80%

11.02%
8.50%

<그림 6> 당해 사업장 호흡기질환 유병률 비교

Ⅳ. 대상사업장 보건관리개선 추진과정 및 결과

1. 추진과정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 검토 (2016년 3월~5월)

흉부질환 소견율 높음

의사, 간호사, 위생기사 최초 방문 (2016년 12월 19일)

작업장 순회 및 분진작업과 흉부질환소견 관련성 검토

동종 사업장 보건관리현황 파악차 방문 (2016년 12월 21일~27일)

동종 사업장 3개소 방문하여 작업형태, 근로자특성, 작업환경 등 관찰

부산센터 환경위생팀, 건강진단팀 업무협조 요청 (2016년 12월 28일)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진측정과 건강진단 일정 등 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2017년 1월 6일~23일)

당해 사업장과 동종업종 2개소 호흡성분진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2017년 2월 7일)

전 직원 폐환기능 검사 실시 의결

폐환기능 검사 실시 (2017년 2월 23일)

부산센터 건강진단팀 노력성폐활량과 일초율 검사













1918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7 August Vol. 352



<그림 7> 의사, 산업위생기사, 간호사 보건관리상태보고서

<그림 8> 분진 측정 장비 및 분석(NIOSH Method 0600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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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폐환기능 검사(특수검진방법 적용)

<그림 10>  사례연구 결과 보고 및 보건교육

2. 보건관리개선 추진 결과 

가. 호흡성 분진

1) 당해 사업장 호흡성 분진 측정

<표 4> 사업장 호흡성 분진 측정결과 

구분 평균(mg/㎥) 표준편차 f or F

재단b 0.12 0.04 4.038**

봉제a 0.06 0.05

보조a 0.06 0.04

검사/생산관리a 0.06 0.04

완제품관리ab 0.09 0.04

a<b	(Dancan)	분석

p<0.01:**

▶ 작업공정별 호흡성분진 노출농도 측정결과 봉제, 보조, 검사/생산관리에 비해 재단의 호흡

성분진의 측정결과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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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동종 업종 호흡성 분진 측정(mg/m3)

0.12

0.09

0.12

재단

0.06

0.08

0.03

봉제

0.07
0.05

0.03

기타

타 사업장 B

타 사업장 A

당해 사업장

<그림 11> 동종 업종 및 당해 사업장 호흡성 분진 측정결과(평균)

나. 설문조사, 폐환기능검사, 흉부방사선소견

<표 5> 설문조사, 폐환기능검사, 흉부방사선소견 결과

구분(평균) 여(%) 남(%) 전체(%)

호흡기증상
없다 87(70.16%) 14(70.00%) 101(70.14)

있다 37(29.84%) 6(30.00%) 43(29.86)

폐	관련질환
없다 102(82.26%) 13(65.00%) 115(79.86)

있다 22(17.74%) 7(35.00%) 29(20.14)

폐환기능장애
없다 109(87.90%) 16(80.00%) 125(86.81)

있다 15(12.10%) 4(20.00%) 19(13.19)

흉부	방사선소견
정상 86(69.35%) 11(55.00%) 97(67.36)

흉부질환주의 38(30.65%) 9(45.00%) 47(32.64)

▶ 설문조사결과(특수건강진단 문진표, 폐활량 문진표 이용) 호흡기증상은 ‘있다’가 29.86%였

으며, 과거 또는 현재 폐 관련 질환은 ‘있다’가 20.14% 였다. 

14
73.69%

폐환기능장애 세부판정결과(19명)

제한성 환기장애 혼합성 환기장애 폐쇄성 환기장애

2
10.53%

3
15.79%

36
76.59%

흉부질환주의 세부판정결과(47명)

기관지염 의심 기관지 확장증 의심 기타(무기폐 등)

3
6.38%

1
2.12%

3
6.38%

4
8.51%

<그림 12> 폐환기능 세부판정결과, 흉부질환주의 세부판정 결과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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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흉부방사선소견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흉부방사선소견의 이상 빈도

변수 구분 정상 이상 전체 X2(p)

연령

50세	미만 29(72.50) 11(27.50) 40(100.00) 1.674(0.643)

50~54세 28(60.87) 18(39.13) 46(100.00)

55~59세 25(71.43) 10(28.57) 35(100.00)

60세	이상 15(65.22) 8(34.78) 23(100.00)

성별
여자 86(69.35) 38(30.65) 124(100.00) 1.614(0.204)

남자 11(55.00) 9(45.00) 20(100.00)

공정

재단 5(55.56) 4(44.44) 9(100.00) 2.331(0.675)

봉제 57(66.28) 29(33.72) 86(100.00)

보조 16(64.00) 9(36.00) 25(100.00)

검사/생산관리 9(81.82) 2(18.18) 11(100.00)

완제품관리 10(76.92) 3(23.08) 13(100.00)

경력

5년	미만 35(68.63) 16(31.37) 51(100.00) 2.125(0.547)

5년~10년 19(76.00) 6(24.00) 25(100.00)

10년~15년 30(66.67) 15(33.33) 45(100.00)

15년	이상 13(56.52) 10(43.48) 23(100.00)

체질량지수
저체중/정상 53(69.74) 23(30.26) 76(100.00) 0.413(0.520)

과체중 44(64.71 24(35.29) 68(100.00)

흡연여부
비흡연 93(67.88) 44(32.12) 137(100.00) 0.349(0.554)

흡연 4(57.14) 3(42.86) 7(100.00)

중등도	이상

운동	실천	여부	

미실천	 20(54.05) 17(45.95) 37(100.00) 4.011(0.045)

실천	 77(71.96) 30(28.04) 107(100.00)

폐	기능장애	
정상 85(68.00) 40(32.00) 125(100.00) 0.176(0.675)

이상 12(63.16) 7(36.84) 19(100.00)

호흡기증상
없다 66(65.35) 35(34.65) 101(100.00) 0.624(0.429)

있다 31(72.09) 12(27.91) 43(100.00)

계
	 97

(100.00)
	47

(100.00)
144

(100.00)

▶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흉부방사선결과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정상이 54.05%, 이상이 45.95%로 나타난 반면 중등도 이상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 정상이 

71.96%, 이상이 28.04%로 중등도 이상 운동 실천여부에 따라 흉부방사선소견 이상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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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환기능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환기능 이상 빈도

변수 구분 정상 이상 전체 X2(p)

연령

50세	미만 34(85.00) 6(15.00) 40(100.00) 2.163(0.539)

50~54세 40(86.96) 6(13.04) 46(100.00)

55~59세 29(82.86) 6(17.14) 35(100.00)

60세	이상 2295.65) 1(4.35) 23(100.00)

성별
여자 109(87.90) 15(12.10) 124(100.00) 0.939(0.332)

남자 16(80.00) 4(20.00) 20(100.00)

공정

재단 8(88.89) 1(11.11) 91(100.00) 2.889(0.577)

봉제 74(86.05) 12(13.95) 86(100.00)

보조 22(88.00) 3(12.00) 25(100.00)

검사/생산관리 11(100.00) 0(0.00) 11(100.00)

완제품관리 10(76.92) 3(23.08) 13(100.00)

경력

5년	미만 45(88.24) 6(11.76) 51(100.00) 1.273(0.736)

5년~10년 20(80.00) 5(20.00) 25(100.00)

10년~15년 40(88.89) 5(11.11) 45(100.00)

15년	이상 20(86.96) 3(13.04) 23(100.00)

체질량지수
저체중/정상 68(89.47) 8(10.53) 76(100.00) 1.000(0.317)

과체중 57(83.82) 11(16.18) 68(100.00)

흡연여부
비흡연 119(86.86) 18(13.14) 137(100.00) 0.008(0.930)

흡연 6(85.71) 1(14.29) 7(100.00)

중등도	이상	

운동	실천

아니오 31(83.78) 6(16.22) 37(100.00) 0.397(0.529)

예 94(87.85) 13(12.15) 107(100.00)

계 125(100.00) 19(100.00) 144(100.00)

▶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폐기능 이상 빈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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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흉부방사선소견 이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8> 흉부방사선소견 이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b OR(p) 95% CI

연령 0.022	 1.022(0.492) 0.961~1.087
성별	(ref=여자) 남자 1.383	 3.985(0.059) 0.949~16.728

공정	(ref=재단)

봉제 0.437	 1.548(0.626) 0.267~8.983
보조 0.394	 1.482(0.686) 0.221~9.956

검사/생산관리 -1.479	 0.228(0.208) 0.023~2.276
완제품관리 -0.964	 0.381(0.369) 0.047~3.127

경력 0.003	 1.003(0.277) 0.997~1.009
체질량지수 0.082	 1.085(0.302) 0.929~1.269

흡연여부	(ref=비흡연) 흡연 -0.425	 0.654(0.712) 0.069~6.218
중등도 이상 운동 (ref=미 실천) 실천 -0.927	 0.396(0.037) 0.166~0.945

호흡성분진 0.011	 1.011(0.015) 1.002~1.020

▶ 흉부방사선소견 이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중등도 이상 운동 실천여

부와 호흡성분진이 흉부방사선소견 이상 유무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중등도 이상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흉부방사선소견 이상일 확률이 

2.525배(OR=0.396, p=0.037) 높았으며, 호흡성 분진이 0.001 mg 증가하면 흉부방사선소견 이

상일 확률이 1.011배(OR=1.011, p=0.015) 높았다.

바. 폐환기능 결과 중 일초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9> 일초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연령 -0.171	 0.067	 -0.233	 -2.555	 0.012 
성별	(ref=여자) 남자 -3.221	 1.535	 -0.224	 -2.098	 0.038 

공정	(ref=재단)

봉제 0.240	 1.947	 0.024	 0.123	 0.902 
보조 0.979	 2.111	 0.074	 0.463	 0.644 
검사/

생산관리
4.637	 2.234	 0.247	 2.076	 0.040 

완제품관리 0.895	 2.243	 0.052	 0.399	 0.690 
경력 0.001	 0.006	 0.017	 0.184	 0.855 

체질량지수 -0.031	 0.167	 -0.016	 -0.188	 0.851 
흡연여부

(ref=비흡연)
흡연 -0.371	 2.452	 -0.016	 -0.151	 0.880	

중등도	이상	운동	실천

(ref=아니오)
예 1.322	 0.984	 0.116	 1.343	 0.182	

호흡성분진 10.645	 8.864	 0.106	 1.201	 0.232	
R2 0.152

Adjusted	R2 0.082
F(p ) 2.15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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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기능검사 결과 중 일초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성

별과 공정이 일초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일초율 측정결과가 낮으며 남자

에 비해 여자의 일초율 측정결과가 높았다(P<0.05). 검사/생산관리(B=4.637, p=0.040)는 재단

에 비해 일초율 측정결과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호흡성분진은 일초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작업공정(검사/생산관리)(β=0.247)이 일초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연령 

(β=-0.233), 성별(β=-0.224) 순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당해 사업장(의복제조 봉제업)의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비교적 높

게 관찰되었고, 그것들은 특히 중등도운동의 실천여부와 호흡성분진의 농도 등과 유의한 관련성

을 나타내었다.

4. 개선효과 

가. 장·단기적 보건관리개선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

나. 작업환경개선

타 공정에 비해 호흡성분진이 2배 이상 높게 검출된 재단공정의 근로자들이 분진에 대한 노출

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 연단기 설치 등의 작업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동 재단기 설비 

도입을 고려 중이며 국소환기장치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그림 13> 자동연단 설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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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작업장 내 이동통로 확보, 작업대 교체

다. 사업주/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1) 작업대 주변 정리정돈 청소를 생활화하고, 매주 금요일 대청소 실시

<그림 15> 안전보건 게시판

2)   평소 호흡기보호구의 제공 및 착용이 미흡하였으나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지도하고 

근로자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착용률이 개선되었다.

<그림 16>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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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과제 및 기대효과 

 

1. 향후과제

  가. 대상 사업장내 기중 분진성분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나.   분진노출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작업 공간 확보와 동시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장치 설

비 등의 공학적인 개선 실천이 필요함

  다.  흉부방사선소견과 폐환기능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중 분진농도, 근로자 연

령, 운동 실천여부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향후 작업환경개선과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 최

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과 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라.  추후 근로자의 폐기능 및 흉부방사선소견, 호흡기관련 증상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관찰

을 포함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마.  본 사례는 100인 이상 의복제조 봉제업 중 일반건강진단결과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높은 

한개 사업장에 대한 작업장 분진노출 환경과 근로자 건강상태에 관한 사례 조사연구이

다. 이 연구가 의복제조 봉제업의 대표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봉제업종을 대표할 수 있

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향후 동종 업종으로 확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봉제업은 중·소규모로 운영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동종업종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봉

제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련 기관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2. 기대효과

  가.  근로자를 위한 보건관리활동의 추진에 있어서 보건관리기관 내부의 협조체계(건강진단

팀, 작업환경측정팀) 또는 관련기관(안전보건공단,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

을 통해 보건관리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본 사례는 평소 보건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개

선의 추진활동 사례이다. 즉, 사업장의 보건관리문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일상 

업무의 실행을 통한 보건관리개선방안의 도출이 가능하였던 실례이다.

이와 같이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이고, 전문가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보건관리전문

기관의 질과 역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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