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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ports on a prototype cooling garment applying a cooling module. The cooling module was             

composed of a Peltier device, a cold sink, a heat sink and two fans. A constant box was used to evaluate the             

cooling effect of the module. Two cooling modules were attached on each side of the garment. The wear trial was             

conducted using 10 male subjects in an environmental chamber maintained at 30±0.5
o
C, 50±5%RH. Subjective             

sensations of thermal, humidity, and comfort were surveyed. Statistical package SPSS12.0 was used for the t-test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effective cooling module decreased the             

temperature of the constant temperature box by −4.9
o
C. The micro-temperature of the cooling garment with a             

Peltier device was lower than the control garment during the exercise. In particular, the chest skin temperature             

was 1.5
o
C lower with the cooling garment than the control. The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was −2.57

o
C             

on the sides of the 1
st
 layer.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from wear trials of the Peltier device attached garment             

was lower than the control garment. Subjects felt more comfortable with the cooling garment in almost all the periods.

Key words: Peltier device, Cooling module, Cooling garment, Comfort sensation; 펠티어 소자, 냉각모            

듈, 냉각복, 쾌적감

I. 서  론

고온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체온 조     

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열실신, 열피로, 열경련, 탈수증,      

열사병, 땀띠, 피부장해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 인간은 항온동물이며 인간의 체온     

조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온환경에서 일정한 심      

부온 유지를 위해서 냉각복이 필요하다. 

현재 상용되는 냉각복의 냉매로는 냉각수, 얼음, PCM,    

gas가 있으나 단점이 많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차세    

대 냉각복 개발이 필요하다. Burton(1966)에 따르면 냉    

각수를 이용한 의복은 무게가 무거우며 부피가 크고,    

냉각수가 흐르는 튜브가 피부에 접촉되어야 냉각효과    

를 얻을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의복이 타이트하여 착용    

시 불편하고 고온환경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땀을    

증발 시키지 못해 의복 내에서 수증기가 응축되어 불    

쾌감을 유발한다. Bishop et al.(1995)은 얼음을 이용한    

냉각조끼의 무게가 3kg, 5kg이며 이를 착용시 에너지    

대사량이 각각 5%, 9% 증가했다고 하였다. 얼음을 이    

용한 냉각복의 선행연구(Choi et al., 2005)에서는 33
o
C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akim@yonsei.ac.kr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차세대 광전소자 인력양성사업(과      

제번호 2009-8-1027)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1 –



2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1, 2012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냉매가 약 2시        

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하여 얼음을 이용한 냉각복       

의 경우 냉각 지속시간이 길지 못함을 시사하였다. 또       

한 냉각조끼의 경우 냉각조끼와 인체의 온도 차이로      

인한 해빙시 물방울이 발생하여 습도가 증가하고, 불      

쾌감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Gas를 이용한 냉각복은      

무거워 이동성이 떨어지며, 부피가 크고 안전성이 낮아      

작업환경에 쓰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Ahnert et al., 2007). Ducan and Konz(1975)은 PCM을       

이용한 냉각복 착용시 심장 박동수를 17beats/min 낮춰      

주었다고 하였고, Chauhan(1998)은 직장온과 피부온    

을 각각 0.2
o
C, 1.8

o
C 낮춰준다 하였으나 PCM를 사용       

한 냉각복은 온도 조절이 어렵고 장시간 노출에 의해       

온도 변화가 없으면 흡열, 발열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온도 조절에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냉각복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차      

세대 냉각소재로 부상되는 펠티어 소자를 의복에 적용      

하여 의복 내 온도를 낮추고, 땀을 증발시켜 습도를 낮        

추는 냉각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펠티어     

소자는 N형/P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얇은 판형으로 만      

든 것이며, 전기를 인가할 때 자유전자가 정공으로 이       

동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양면이 각각 흡열/발열부로     

기능하는 장치이다. P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N형 반      

도체의 정공으로 이동할 때 많은 열에너지를 잃게 되       

고, N형 반도체는 반대로 많은 열을 받게 되는데, 냉각        

복은 펠티어 소자의 흡열부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펠      

티어 소자 자체의 발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흡열부/       

발열부를 막론하고 각면의 온도가 상승한다. 펠티어     

소자의 흡열부가 제대로 된 냉각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발열부의 열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의복 내 온도 조절에 적합한 펠티어 소자와 방열판을       

선정하여 냉각모듈을 구성하고 이를 의복에 부착하여     

냉각성능을 평가함으로써 고온환경 작업복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II. 실  험

1. 냉각모듈의 구성 

냉각성이 좋은 펠티어 소자, 발열부와 흡열부의 방     

열 효과가 뛰어난 방열판(heat sink와 cold sink) 및 2개     

의 냉각팬으로 구성되는 냉각모듈을 제작하였다(Fig. 1).

1) 펠티어 소자

펠티어 소자(Thermotron Co., Korea)는 시판되는 것     

으로 의복에 적용 가능한 크기와 발열/흡열성능, 최대     

온도차, 인가되는 전압, 전류를 고려하여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가지를 선택하였으며 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냉각효과가 뛰어난 펠티어 소자를 의복에 적     

용하기 위해서 일반 리튬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였을     

때 가능한 조합인 3V·1.5A, 9V·1.5A, 12V·1.5A를 4개     

의 펠티어 소자에 인가 한 후 전압에 따라 변화되는 소     

자의 고온면과 저온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면의 온도는 표면 온도 측정기(CENTER 300K, Laesent     

International Co. Hong Kong)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펠티어 소자 각 면의 온도는 30초 이내에 최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eltier device

Model
Dimension (mm)

Imax (A) Vmax (V) Qmax (W) Tmax (
o
C)

L M H

No.1 15 15 3.9 6.0 2.0 7.6 65

No.2 30 30 3.2 12.0 8.5 63.2 60

No.3 40 40 3.3 10.0 15.2 94.2 67

No.4 40 20 3.2 7.2 8.0 28.5 70

Imax: Current that maximize the cooling of the Peltier Device

Vmax: Voltage that maximize the cooling of the Peltier Device 

Qmax: Heat transfer at the maximum efficiency of the Peltier Device 

Tmax: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hot side and cold side of the Peltier Device at maximum efficiency 

Fig. 1. Diagram of the coo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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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저 온도를 가지므로 30초 동안 펠티어 소자 각        

면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2) 방열판

방열판의 방출되는 열량은 표면적과 열전도도에 비     

례하기 때문에 방열판을 선정하기 위해 열전도도가 높      

은 알루미늄으로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적과 무      

게를 고려하여 10가지를 선정하였다(Table 2). 방열 정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방열판을 100
o
C로 고정된 핫플      

레이트 위에 올려놓고 표면 온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5초       

마다 210초간 방열판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3) 냉각팬(fan)

냉각팬의 냉각효과는 회전수와 크기에 따라 좌우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       

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어 무게가 100g 이하로 가벼우       

면서, 팬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펠        

티어 소자의 온도 상승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rpm이       

2000 이상 되는 것을 선정하였으며 그 특징은 <Table 3>        

과 같다. 

2. 냉각모듈의 냉각효과 평가

냉각모듈의 구성요소인 펠티어 소자는 고온면의 온     

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방열판과 냉각팬에 의해 방열      

이 가능하고, 저온면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 냉각효     

과를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 방열성이 가장 우수한 방열판을 펠티어 소자 고온     

면에 가벼우며 열전달이 좋은 방열판을 펠티어 소자의     

저온면에 부착한 다음, 각 방열판 위에 냉각팬을 부착     

하여 냉각모듈을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냉각모듈을 항     

온 박스에 설치하고<Fig. 2>, 펠티어 소자와 냉각팬 각     

각에 12V·1.5A<Table 4>를 인가해주었을 때 항온박스     

내의 온도 변화를 통해 냉각효과를 평가하였다. 항온     

박스의 크기는 25×32×20cm이며 스티로폼으로 제작하    

였고, 항온박스 내부 온도는 감도가 0.5
o
C인 알코올 온     

도계(ST-065, HanNam Co. Korea)와 감도가 1
o
C인 디     

지털 온도계(303C, HANSUNG Co, Korea)를 사용하     

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heat sink

Model Material
Dimension (mm)

Weight (g)
L M H

No.1 Aluminum 37 37 14 19.8

No.2 Aluminum 43 55 12 24.8

No.3 Aluminum 50 50 9 27.2

No.4 Aluminum 65 65 15 50.2

No.5 Aluminum 42 41 40 78.2

No.6 Aluminum 50 60 20 82.0

No7 Aluminum 60 63 40 108.0

No.8 Aluminum 89 88 31 197.2

No.9 Aluminum 77 88 48 291.0

No.10 Aluminum 150 97 24 419.7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fan

Model
Weight

(g)

Dimension (mm) Fan speed

(rpm)

Rated voltage

(V)

Rated current

(A)

Operating voltage

(V)L M H

G001 5546 95 92 92 25 2,850 12 1.3 6~13.8

Fig. 2. Diagram of constant temperature box.
– 3 –



4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1, 2012

 

  
3. 냉각모듈을 부착한 의복 제작

실험에 사용된 의복은 작업복을 기준으로 디자인하     

였고, 시료의 특성은 <Table 5>와 같다. 가슴, 등 부위        

에 냉각효과를 부여하고 인체에 열적 쾌적감을 주기      

위해서 2개의 냉각모듈을 옆구리 부위에 부착하였다.     

개발된 냉각복과 냉각모듈의 위치는 <Fig. 3>과 같다.      

콘트롤 자켓의 무게는 310g, 냉각모듈을 부착한 냉각      

복의 무게는 980g이다. 

4. 냉각모듈을 부착한 냉각복의 착용 성능 평가 

펠티어 소자를 적용한 냉각복의 착용 성능 실험은      

실내 온도 24±1.5
o
C, 습도 35±5%(TRH-CA, SHINYEI,     

Japan), 고온챔버 30±0.5
o
C, RH50±5%의 상태에서 실     

시하였다. 피험자는 20~28세의 건강한 성인남자 10명     

으로, 콘트롤 자켓과 냉각복을 각각 착용하고 70분 동       

안 실험을 하였다. 실험 프로토콜은 <Fig. 4>와 같으며       

상온에서 10분 안정, 고온챔버에 입실하여 10분 안정,      

중작업 노동과 같은 강도의 운동인 20분간 7km/h의 속       

도로 트레드밀(J4F, Tunturi
®
, Finland)에서 뛰기, 20분 휴      

식, 챔버 퇴실 후 10분간 휴식 과정을 거쳤다. 센서(MSR
®        

modular signal recorder, Switzerland)는 피험자의 가슴,     

등, 견갑골 사이, 허리<Fig. 5>에 부착하였으며 1분 간       

격으로 피험자의 의복 내 미세기후를 측정하였다. 냉      

각모듈은 리튬 배터리<Table 4>로 70분간 구동되었다.

의복 내 온냉감과 습윤감, 전체적인 쾌적감을 평가     

하기 위해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콘트롤 의복과 냉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Model ID Weight (g) Material Voltage (V) Current (mA) Size

Panasonic CR123A-R 66 Lithium 12 1,550 2/3A

Table 5. Characteristics of garment fabric

Garment Fiber contents Function
Fabric count
(wp×wf/ in.)

Weave
type

Thickness
(mm)

Weight
(g/m

2
)

1
st
 Inner layer Polyester 100% Quick drying property 45/45 knit 0.5 101

2
nd

 Outer jacket Polyester 100% Air permeable water proof 75/75 plain 0.3 310

Fig. 3. Experimental garment attached with a cooling 

module.

Fig. 4. Subjective test protocol.

Fig. 5. Location of temperature sensors attached at 

fiv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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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복의 주관적 감각을 ASHRAE 9점, 7점,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피험자들은 각 period마다 온     

열감, 습윤감, 쾌적감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체크하였      

다(Fig. 6). 

5.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사용      

하였다. 펠티어 소자를 적용한 냉각복과 콘트롤 의복      

의 온도 변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의 주관적 감각인 온열     

감, 습윤감 및 쾌적감은 Wilcoxon signed-rank test로 검       

정하여 유의확률 <.05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냉각모듈의 특성 

1) 펠티어 소자 고온면의 온도 변화

4가지의 펠티어 소자에 6V, 9V 및 12V의 전압을 인가        

해주었을 때 펠티어 소자 고온면의 온도 변화는 <Fig. 7>        

과 같다. 모든 펠티어 소자 고온면에서는 전압이 증가함       

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였다. 3번 펠티어 소자를 제외한       

모든 펠티어 소자는 12V 전압을 인가해 주었을 때 10초        

안에 100
o
C 이상의 온도를 나타내 충분한 방열이 없이       

는 펠티어 소자 고온면의 열이 저온면으로 인가되어 저       

온면을 사용할 수 없음을 보였다. 1번 방열판은 30초 내        

에 고온면의 온도가 160
o
C까지 증가하여 4개의 펠티어     

소자 중 가장 발열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2, 3번 펠티     

어 소자의 경우 12V를 인가해 주었을 때 10초 이후부터     

30초까지 큰 온도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4번 펠티어 소     

자에 9V를 인가해 주었을 때와 12V를 인가해 주었을     

때의 온도차가 약 85
o
C인 것으로 나타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펠티어 소자 고온면에서의 열이 저온면으로     

전이되지 않아 저온면의 온도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고온면에서 발생하는 열이 방열판과 냉각팬을     

통해 방열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2) 펠티어 소자 저온면의 온도 변화

1, 3 및 4번 펠티어 소자는 인가되는 전압이 증가할     

수록 저온면의 온도는 더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8).     

하지만 2번 펠티어 소자는 9V를 인가해 주었을 때 저     

온면의 온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12V를 인가해 주었을 때 고온면에서 발생된 열이 방열     

되지 못하고 저온면으로 전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4번 펠티어 소자는 인가해준 전압에 따라 저온면의     

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2V를 인가해 주     

었을 때 30초 후의 저온면의 온도가 −24
o
C로 펠티어     

소자 고온면에 충분한 방열이 제공된다면 냉각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방열판의 온도 변화

방열판은 표면적이 넓고, 날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방열이 잘되기 때문에 방열성이 좋은 방열판은 열이     

Fig. 6. Scale of thermal, humidity, and comfort sen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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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되는 동시에 발열이 시작되어 온도가 서서히 올라      

간다. <Fig. 9>는 방열판을 100
o
C의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 놓았을 때 방열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방열판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10초 후의 온도가 가       

장 낮은 10번 방열판이 방열성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번 방열판은 무게가 400g 이상으       

로 의복에 접목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방열성이 뛰      

어난 7, 8, 9, 10번 방열판 중 108g으로 상대적으로 가         

벼운 7번 방열판을 펠티어 소자의 고온면에, 표면적이      

넓으며, 온도 전이가 잘되어 냉각효과를 얻기 쉬운 3번       

방열판을 펠티어 소자 저온면에 부착하였다. 

4) 냉각모듈의 냉각효과 평가 

펠티어 소자 중 전압 상승에 따라 가장 낮은 저온면        

의 온도를 나타낸 4번 펠티어 소자에 방열성이 뛰어난       

7번 방열판을 펠티어 소자 고온면, 가벼우며 펠티어 소       

자의 냉각면에서 발생된 낮은 온도를 잘 전이할 수 있        

는 3번 방열판을 펠티어 소자 저온면에 부착한 뒤 각        

면의 방열판 위에 냉각팬을 부착하여 냉각모듈을 제작      

하였다. 완성된 냉각모듈의 냉각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항온박스 실험을 실시한 결과 3분 안에 항온박스     

내 온도가 27.3
o
C에서 22.4

o
C로 총 4.9±0.2

o
C의 온도     

하강을 나타냈다(Table 6). 냉각모듈에서 발생된 차가     

운 공기에 의해 일정한 부피의 온도가 떨어진 것을 감     

안하였을 때, 냉각모듈이 의복에 적용되면 인체의 몸     

통 부위에 냉각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펠티어 소자 적용 의복의 착용 성능 평가 

펠티어 소자를 적용한 냉각복 착용시 가슴 부위 피     

부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10). 상온 안정기와     

챔버 입실 후 안정기인 0~20분에서는 콘트롤 의복 착     

용시 가슴 부위 피부 온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운동이 시작된 20분부터는 냉각모듈이 부착된 의복     

이 콘트롤 의복 착용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가슴 피부온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이 종료된 40분부     

터 두 의복 간 큰 폭으로 온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Fig. 7. Temperature changes on the hot side of the Peltie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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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종료시인 70분에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이 콘트       

롤 의복보다 1.5
o
C의 낮은 온도를 보였다. 냉각복 착용       

시 실험 50분부터는 움직임이 없어 펌핑효과에 따른 대     

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온     

Fig. 8. Temperature changes on the cold side of the Peltier devices.

Fig. 9. Surface temperature of various heat sinks.

Table 6. Temperature change of constant temperature box

Time (sec) 0 30 60 90 120 150 180

Average Temperature (
o
C) 27.3 27.0 25.8 25.0 23.6 22.8 2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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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하강하였는데, 이는 운동으로 인해 발생된 의복      

내 따뜻한 공기가 냉각모듈에 의해 발생된 차가운 공기       

와 상충되어 수직 상승을 통해 방출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46분부터 실험 종료시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p<.05) 운동 후 상온 휴식기에서는 대부분 구      

간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두 의복 착용시 등 부분의 온도 변화는 <Fig. 11>과        

같다. 0~25분까지는 두 의복 간 큰 온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25분부터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의 온       

도가 하강하면서 지속적으로 콘트롤 의복보다 더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냉각모듈이 등 부분에 부착되었기 때      

문에 등 부위 피부 온도가 가슴 부위보다 더 낮은 온도         

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가슴 부위에서는 최대      

1.5
o
C, 등 부위에서는 최대 1.43

o
C 낮은 온도를 보여 등     

부분이 가슴 부위 피부온보다 두 의복 간 온도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각모듈의 무게로 인해     

등 부분의 의복이 쳐지면서 충분한 대류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기인 30분부터     

실험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운동기에도 유의수준 <.01로 펠티어 소자 적용 냉     

각복이 냉각복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부위의 피부온에서 0.95
o
C, 0.33

o
C, 0.67

o
C의     

온도 변화를 가지는 팬을 이용한 냉각복보다 냉각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Lee et al., 2009) 기존 냉각복     

보다 높은 냉각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콘트롤 의복과 냉각복의 허리 부분 온도 변화 <Fig. 12>     

Fig. 10. Microclimate temperature at chest on the skin of the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Fig. 11. Microclimate temperature at the back in the skin of the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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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부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등 부분보다 온        

도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각모듈에서 발       

생된 차가운 공기가 직접적으로 허리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굴뚝효과로 인하여 의복 내에서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콘트롤 의복과 펠티어 소자 부착 냉각복 착용시 1
st       

layer 등 부분의 온도 변화는 <Fig. 13>과 같다. 두 의복         

의 등 부분 피부온과 1
st
 layer 등 부분 미세기후 온도를         

비교하였을 때, 1
st
 layer 미세기후의 온도 차이가 더 크        

며,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 착용시 상온에서 콘트롤       

의복 착용시 보다 최대 2.54
o
C 낮은 온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1
st
 layer가 의복 내 대류현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고온챔버 안에서 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냉     

각복은 콘트롤 의복보다 최대 0.83
o
C 더 낮은 미세기     

후 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구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1
st
 layer 허리 부분의 온도 변화 <Fig. 14>는 10~40분     

사이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1
st
 layer 등 부분과 유     

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10~40분 사이에 두 의복     

간 큰 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 부     

위에 부착되어있는 냉각모듈이 허리 부분에 대류현상     

을 부여하지 못해 고온환경과 운동에 의하여 발생된 열     

이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활동     

Fig. 12. Microclimate temperature at the side on the skin of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Fig. 13. Microclimate temperature at the back on the 1
st 

 layer of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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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든 40분부터는 인체의 열발생의 감소로 인하여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 착용시 온도가 급속도로 하       

강하여 1
st
 layer 허리 부분의 온도를 4.5

o
C 낮춰주었다.       

등 부분과 허리 부분 1
st
 layer 미세기후에서는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이 콘트롤 의복 착용시 보다 최대       

2.5
o
C 낮은 온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피부       

에서는 큰 온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기후에 영향을 주는 차가운 공기가 인체에서      

발생된 열량을 제거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방열을 부       

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콘트롤 의복 착용시와 냉각복 착용시 전체적으로 느      

끼는 온냉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Fig. 15>에서       

피험자들은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을 착용하였을 때      

모든 구간에서 더 시원하다고 답하였고, 특히 상온 안       

정기인 period 1, 2에서는 콘트롤 의복이 시원(5)~조금      

시원(6),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 착용시 차가움(2)~     

약간 차가움(3)이라고 답하여 두 의복 간 상당한 온냉     

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휴식기에도 두     

의복 간 큰 온냉감 차이를 보였으며, period 1, 2, 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습윤감의 경우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이 콘트롤 의     

복보다 객관적으로 덜 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감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6). 특히 고온챔버에 입실하였을 때인 period 2에     

서 피험자들은 두 의복 간 습윤감 차이를 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갑자기 증가된 습도와 온     

도에 의하여 피험자들이 습윤감 차이를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기와 운동 후 휴     

식기인 period 5, 6에서 냉각복이 콘트롤 의복보다 낮은     

습윤감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Fig. 14. Microclimate temperature at the side on the 1
st  

layer of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Fig. 15. Thermal sensation of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Fig. 16. Humidity sensation of clothing with a Peltier

device and without a Peltier device.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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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p<.05).

피험자들은 펠티어 소자 적용 냉각복 착용시 모든      

period에서 콘트롤 의복 착용시보다 더 쾌적하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7). 특히 운동 전·후 상온에       

서는 약간 쾌적(5)~쾌적(6)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프로토타입 냉각복이 인체의 쾌적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챔버 안에서 운동 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여 냉각모듈을     

만들고, 이를 의복에 부착한 프로토타입 냉각복을 제      

작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 착용감 분석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2V·1.5A를 펠티어 소자에 인가해주었을 때, 저온     

면의 온도가 −24
o
C로 가장 낮게 측정된 펠티어 소자와       

방열량이 큰 방열판 및 냉각팬을 사용하여 냉각모듈을      

구성하였다. 냉각성능 평가를 위해 냉각모듈을 부착한     

항온박스 실험을 실시한 결과, 4.9
o
C의 온도가 하강된      

것으로 나타나 제작된 냉각모듈이 냉각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냉각모듈 부착 냉각복과 콘트롤 의복의 피험자 착용      

성능 평가에서의 가슴, 등, 허리 부위 피부온은 각각       

1.3
o
C, 1.1

o
C, 0.8

o
C, 1

st
 layer 허리, 등 부위 온도는 2.4

o
C,         

2.5
o
C의 온도 차이를 보여 냉각복 프로토타입을 착용      

하였을 때 더 낮은 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st        

layer에서 두 의복 간 온도 차이와 피험자들이 느끼는       

온열감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펠티어 소자 적용 냉       

각복이 피험자들의 온열감과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습윤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전 소자 적용 냉각복을     

착용한 경우 운동 후 휴식기에서 시험 종료시까지 센     

서가 부착된 모든 부위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고, 주관적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 측면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프로토타입     

냉각복의 총 무게는 1.2kg으로 냉각수, 얼음, PCM을     

사용한 냉각복이 2~10kg인 것에 비해 가볍고, 충분한     

전원이 공급된다면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냉각 효과     

가 뛰어나 냉각모듈 부착 냉각복이 차세대 냉각복으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이며 냉각효과가 좋은 프로토타입     

냉각복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지만 전원공급에 대한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속적으    

로 사용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은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이를 의복에 적용하여 냉각모듈을 구     

동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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