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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wintertime Onmapsi Campaign recommends wearing underwear, layered clothing, or thermal

accessories in an indoor environment of a lower than room-heating condition. We surveyed 132 government

officers, about Onmapsi wearing conditions and campaign satisfaction. The term was found to be unfami-

liar to them, even if they wore underwear or thermal accessories as participants in the campaign for the

wintertime office of low temperature 18-20
o

C. They wore thick shirt/pants or cardigans/sweaters; however,

underwear or thermal vests was worn relatively less. They wear 2.9 layers on top and 1.7 layers in bottom

in average. They have their own methods to keep the body warm, which are using 1) functional thermal

clothing, such as turtleneck shirts of heat technology new material, 2) functional thermal accessories, such

as warmer and muffler, 3) functional office goods, such as a thermal computer mouse and blanket on the

desk. The campaign requires more advertisement, a revision on the details of the proper wintertime indoor

environment, and develops the varieties of Onmapsi apparel.

Key words: Onmapsi campaign, Wintertime indoor air temperature, Wearing layers, Functional thermal

clothing, Thermal accessary; 온맵시 캠페인, 겨울철 사무실 실내온도, 겹침 매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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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

준으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

개발의 시작 이래로 공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공해문제가

논의되었다(Kim & Lee, 1997). 그 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냉난방이다.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2012)의 조

사에 의하면, 사무직장인 한 사람이 근무활동에서 배출

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3,857kg이며, 그 중에서 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33.9%, 출퇴근 시에는 28.3%, 냉방은

20.6%로서 ‘난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냉난방을 약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저감의 엄

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녹색생활 실천으로 줄일 수 있

는 직장인 1인당 온실가스양은 연간 배출량의 14.0%

인 537kg이며, 이도 마찬가지로 난방, 출퇴근, 냉방 순

으로 비중을 높게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난방을 줄

이는 것이 대기오염을 막는 데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Chun & Bae, 2005).

대기오염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와

매연 등과 같은 물질이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공기와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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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하여 지구의 온

난화, 프레온 가스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 등이 문제

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는 일산화탄

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산화질

소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산화황과 먼지의 배

출량은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산화황의 오염도

는 울산·대구·성남 등 일부 도시와 공단 지역을 제외

한 전국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장기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난방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는 오염도가 높아진다. 반면에 여름철에는 연평균 오

존농도가 대도시 지역의 단기 환경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서울·인천 같은 대도시에서는 오존경보

제를 실시하고 있다(NIER, 2012).

환경문제는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에 기인하기도 하

지만 물질적 풍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소비만을 중시하는 이기주의 성향이 타인이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정과 건강

에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소비

자 의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환경의식적인 소비자행동

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는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

인 동시에 가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행

위가 끼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미성숙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환경보호를 적극 고려하여 소비자의식

을 환경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이와 관련된 실천적인

소비자 행동도 수반되어야 한다(Ahn & Park,  1999). 환

경보호란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아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

인데, 개인은 환경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주

로 생활 및 소비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행동을 하게 된

다(Henion, 1972; Yoon & Rhee, 1989). 환경보호 행동

의 차원은 질적 차원과 양적 차원의 두 종류가 있으며,

질적 차원의 환경보호 행동은 환경오염이나 파괴의 위

험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

동이고, 양적 차원의 행동은 물량에 관련된 것으로서

가정 폐기물 중 50%나 차지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과다한 상품포장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Choi,

1994).

현재 냉난방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으므로 인체 착

장 및 의복 관련 행동은 최근에 중요시된다. 냉난방 및

의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범국가적 차원으로 시행 중

인 쿨(cool)맵시, 온(溫)맵시 착용 캠페인이 있다. 온(溫)

맵시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온(溫)’과 옷

을 차려입은 모양새 스타일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

시’가 합쳐진 단어로서 내복, 보조용품, 겹쳐 입기, 기

능성 의복 착용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쿨맵시’는 환경

부 그린스타트에서 전국 규모로 명칭을 공모하여 결정

한 반면에, ‘온맵시’란 용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

복 착용 효과의 검증 실험을 위해 2009년 12월 처음 사

용하기 시작하였고 실험결과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NIER, 2010), 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 실

시는 2010년 12월부터 시작하였고, 환경부 그린스타트

및 시민,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부터이다. 그래서 ‘온맵시 캠페인’보다는 주로 ‘내

복입기 캠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적으로 온맵시

패션코디콘테스트를 2011년 11월에 시행한 것 이외엔

쿨맵시보다 홍보를 하지 못한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내복 착용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은 편

인데, 내복을 착용하자는 것을 온맵시 캠페인의 최우

선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추울 때나 눈 오는 날에는

보온을 위해서 목폴라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비 오는

날과 바람 부는 날에는 청바지, 가디건, 긴팔 티셔츠를

선호하였다(Ji & Kim, 2010). 내복을 착용하게 되면 실

내온도 19.6
o

C에서도 일반의복 착용시의 실내온도 22
o

C

에서와 동일한 피부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내복

착용만으로 난방온도를 2.4
o

C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

가 발생하였다. 내복 착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를 산정한 결과, 난방온도를 1
o

C 낮추면 7%의 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난방온도를 2.4
o

C 낮추게 되

면 공공상업부문에서 연간 115만톤의 에너지 절감과 함

께 34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Na &

Lee, 2011).

인체 주위에 형성되는 미세기후인 의복 기후는 인체

생리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인체의 체온조절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기온의 환경과 의생활 습관에

따른 인체 생리반응, 의복 기후 등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로, 5
o

C의 겨울철 외기온에서 연령대에 따른 착의

생리반응과 주관적 감각분석의 연구(Lee et al., 2009),

15
o

C 저기온에서 다양한 의복 조합을 착용하고 의복 매

수와 착의량에 따른 의복 기후와 인체 생리반응 분석

연구(Park & Choi, 2008), 저기온에서 고혈압 전단계자

를 대상으로 온열요법 착의훈련을 실시한 후 혈압과

혈관 경직도의 개선 효과(Yoo & Park, 2012)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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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등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의복 기후를 조절하

거나 착의훈련을 통하여 인체 생리반응을 촉진하고 내

한내열성, 혈관 건강 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실내온도가 겨울철

에는 점점 높은 쪽으로, 여름철에는 점점 낮은 쪽으로

인체의 쾌적온도 범위가 이동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및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냉난방

에 소비하는 에너지 비중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냉난방에 관련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

존 문제는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캠페인의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서 온맵시 캠페인에 대한 분석 및 만족도 등의 조사가

필요하겠다. 즉 캠페인 참여율 및 만족도 조사, 캠페인

의 개선점 모색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

하겠다. 따라서 현재 의무적으로 온맵시 캠페인을 실

시하고 있어 그 실천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여겨지

는 공공기관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앞으

로 온맵시 캠페인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또 실천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캠페인 실시 여부 및 온맵시 용어 인지

등에 관한 5문항, 온맵시 종류별 착용 빈도 및 상하의

착용 매수에 관한 11문항, 자신만의 온맵시 실천방법에

관한 개방형 질문 1문항, 온맵시 캠페인 만족도 3문항,

온맵시 캠페인 개선을 위한 개방형 의견 1문항 및 환

경보호관심도 7문항, 인구통계 특성 2문항 등, 총 30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보호관심도는 선행연구(Hong

et al., 2010)의 연구로부터 7문항을 연구자가 연구목적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Likert scale로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서 높은

점수일수록 환경보호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온

맵시 종류별 착용 빈도 문항 역시 Likert scale로 측정

하여 ‘항상 착용한다’ 5점,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1점

으로서 높은 점수일수록 자주 착용함을 의미한다. 자

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빈도, 백분율, 문항 신뢰도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

다.

2.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2011년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00도

시구청에서 일하는 20~50세 이하의 남녀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한 뒤 회수하였다. 배부

된 설문지 중 응답 착오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

42명(31.8%), 여성 90명(68.2%), 연령별 분포는 40세 미

만이 66명(50.0%), 40세 이상이 66명(50.0%)이었다.

연구대상의 환경보호관심도를 조사한 내용은 <Table

1>과 같았으며 문항들에 대한 크론바하의 신뢰도 α는

0.93으로 비교적 높았다. 문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나 전체 문항의 총 평균은 4.05점으로 환경보호관심 정

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존의 필요성’ 문항이 4.2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으며, ‘보호활동 참여 여부’ 문항이 3.63점

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t-test 분석결과, 환경보호관심 정도

중에서 ‘환경문제가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의 문항

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 ‘현재의 오

염 수준’ 문항에 대한 생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5). 연령에서 40세 이상이 4.3점, 40세

미만이 3.88점으로 나타나 고연령 공무원인 경우 ‘환경

문제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더 높게 답하였다. 또 성

별에서 남성이 3.52점, 여성이 4.00점으로 나타나 여성

의 경우가 ‘현재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이

는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Webster, 1975)와 유사한 결과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온맵시’ 용어 인지와 착용 유무 

‘온맵시’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온맵시’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71.2%로, 아직 많은 사

람들이 ‘온맵시’라는 용어를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Table 2>, 온맵시 착용 유무는 ‘착용’이 67.4%

로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복을 입자’는 캠

페인에 동참을 하고는 있지만 ‘온맵시’라는 용어 자체

는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캠페인

을 홍보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 말이고 본 조사는

2011년도 초에 실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겨

울 온맵시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 4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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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사무실 실내환경에 온맵시가 필요한가에 대

한 질문한 결과, 93.0%에 해당되는 40명이 비록 온맵

시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온맵시 캠페인은 필요하다

고 답하였다.

2. 겨울철 상하의 착용 매수

겨울철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평소에 착용하는 상하

의 착용 매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브래

지어와 팬티를 제외하고 응답받았으며, 남녀 전체의 평

균은 상의 2.9장, 하의는 1.7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철 환경부 권장 실내온도인 18~20
o

C에서 쾌적하게 지

내기 위해서는 겹침 매수가 약간 부족한 듯한데, 겨울

철 실내에서 상의 매수 2.63~3.02장은 비교적 적게 착

용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겹쳐 입기 효과는 착의 매

수를 증가시킴으로서 공기층이 증가하고 보온성이 증

대되는데, 봄·가을철에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런닝셔

츠, 셔츠, 양복 상의만 해도 3겹이 되며 이때 총 0.5 Clo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Choi & Kim, 201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하의 착용 매수의 차이를 t-test

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상의 0.39장, 하의 0.36장을 더 많이 착

용하고 있었다.

3. 온맵시 종류에 따른 착용 빈도

온맵시 종류에 따른 착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착용 빈도는 ‘실내에서 항상 착용한다’ 5점,

Table 1. Interest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Questions
Total

mean

Age Gender

Below 40

(66)

Above 40

(66)

t 

p

Male

(42)

Female

(90)

t

p

Today's environment is seriously damaged 3.85 3.80 3.89 N.S. 3.52 4.00
−2.21

.017

Humanity has distributed the environmental balance 4.08 3.97 4.18 N.S. 3.95 4.13 N.S.

It is necessary for us to save and restore the environment 4.24 4.14 4.35 N.S. 4.33 4.20 N.S.

I think the environment seriously affects each person in pri-

vate life
4.09 3.88 4.30

−1.76

.050
4.24 4.02 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education on the en-

vironment
4.05 3.97 4.12 N.S. 4.07 4.03 N.S.

Companies that pollute must be punished 4.17 4.09 4.26 N.S. 4.12 4.20 N.S.

I have a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3.63 3.54 3.73 N.S. 3.48 3.71 N.S.

N. S.: not significant

Table 2. Onmapsi term knowledge and percentage of

Onmapsi wearing

Knowledge (N) % Wearing (N) %

yes  38  28.8  yes  89  67.4

no  94  71.2  no  43  32.6

Total 132 100.0 Total 132 100.0

Table 3. The average number of winter indoor clothing items

Clothing
# of total

layers

Age Gender

Below 40

(n=66)

Above 40

(n=66)

t

p

Male

(n=42)

Female

(n=90)

t

p

Top 2.9 2.94 2.86 N.S. 2.63 3.02
−2.73

.005

Bottom 1.7 1.65 1.67 N.S. 1.41 1.77
−4.47

.000

N.S.: not significant

Underwear and brassier not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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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1점으로 응답받았으며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종류는 ‘두꺼운 셔츠/바지

(3.53)’이었으며 다음으로 ‘카디건/스웨터(3.51)’와 ‘재

킷/점퍼(3.43)’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두꺼운 셔츠와 바지는 평범한 겨울철 의복으로

서 온맵시를 위한 특별한 착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

다. 그 다음으로, 보온을 위하여 속에 덧 착용하는 ‘레

깅스류’, ‘스카프/목도리’, ‘워머/장갑/덧신/부츠’, ‘조끼’

이었다. 온맵시로서 효용이 우수한 조끼의 활용이 비

교적 낮은 것(2.71)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복’은 착

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2.66)으로 파악되었다. 온맵시

를 내복으로만 한정시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

데도, 내복의 착용 빈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내복이

두껍고 움직임이나 활동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겉옷의

멋을 해치기 때문에 착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카디건/스웨터’를 제외한 모든 온맵시 종류에서 그

착용 빈도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40세

미만에서 착용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높은

연령일수록 고위직에 속하고 카디건/스웨터는 정장 분

위기를 해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조끼’와 ‘재킷/점

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온맵시 종류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그 착용 빈도가 더 높았다(p<.001). 이는 스카프/

목도리/숄, 워머/장갑/덧신/부츠, 레깅스/스타킹 등은 주

로 여성들이 착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남

녀 공통 아이템인 내복과 두꺼운 바지/셔츠에서도 여

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착용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환경보호관심도에 따른 온맵시 착용 빈

도 및 상하의 착용 매수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환경보

호관심도를 고저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평균

값을 이용한 t-test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카디

건/스웨터’ 종류에서 환경보호관심도가 높은 ‘고집단’

의 경우 그 착용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1). 또 환경보호관심도 고집단에서 상의의 착용

매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4. 개인적인 온맵시 실천방법

온맵시 관련하여 겨울철 실내 착용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온맵시 실천방법이나 자주 착

용하는 보온용 의복 종류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

과의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6). 대답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분류되었는데 카디건, 내의/내복, 조끼

등의 응답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제외하고 정리하였

다. 겨울철 권장 실내온도에서 따뜻하게 작업하기 위한

개인적인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것은 ‘기능성

소재 의류’로서, 기능성 발열소재, 기모소재 등을 활용

한 얇은 속옷의 활용이나 목폴라 티셔츠, 반바지형 속옷

또는 등산용 기능성 의류의 활용이었다(58.4%). 즉 얇

Table 4. Wearing frequencies according to Onmapsi items

Items
Total

mean

Age Gender

Below 40

n=66

Above 40

n=66

t

p

Male

n=42

Female

n=90

t

p

Underwear 2.66 2.66 2.66 N.S. 2.07 2.94
−2.99

.003

Thermal vest 2.71 2.59 2.83 N.S. 2.62 2.76 N.S.

Cardigan/sweater 3.51 3.74 3.29
1.83

.039
2.98 3.76

−3.78

.001

Thermal jacket/jumper 3.43 3.41 3.44 N.S. 3.38 3.45 N.S.

Scarf/muffler/shawl 3.09 3.25 2.94 N.S. 2.46 3.39
−3.89

.001

Warmer/glove/overshoes/boots 2.98 3.14 2.83 N.S. 2.33 3.3
−4.11

.000

Leggings/stockings 3.11 3.29 2.94 N.S. 1.98 3.64
−4.24

.000

Thick shirts/pants 3.53 3.63 3.42 N.S. 3.10 3.74
−2.98

.003

N. 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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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벼운 소재를 이용하고 목을 보온하는 형태를 선

호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많이 등장한 기능성 신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주로 애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발 토시, 암 워머(arm warmer), 네크 워머(neck

warmer), 수면양말, 무릎담요, 타이즈 등의 ‘기능성 보

조용품’(33.7%)이었다. 특히 하의는 날씬해 보이기 위

하여 얇은 타이즈 계통을 선호하였으며 그 위에 무릎

이나 손, 발 보온용품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

다음으로 손난로, 캔 커피, 핫팩 등의 ‘보온용품 대용’,

보온 마우스패드와 같은 ‘보온 기능성 사무용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서 운동을 통한 ‘인체 발열작

용’이 있었다.

Table 5. Wearing frequencies of Onmapsi items according to environmental interests

Items Group N Mean S.D. t p

Underwear
low 45 2.51 1.53

−1.200 N.S.
high 39 2.92 1.61

Thermal vest
low 49 2.69 1.35

0.062 N.S.
high 37 2.68 1.31

Cardigan/sweater
low 48 3.17 1.19

−2.946 .004
high 40 3.90 1.12

Thermal jacket/jumper
low 47 3.47 1.26

−.066 N.S.
high 39 3.49 1.43

Scarf/muffler/shawl
low 47 3.17 1.40

.202 N.S.
high 38 3.11 1.55

Warmer/glove/overshoes/boots
low 47 3.21 1.30

.456 N.S.
high 39 3.08 1.45

Leggings/stockings
low 48 3.08 1.36

−.337 N.S.
high 38 3.18 1.39

Thick shirts/pants
low 47 3.28 1.09

−1.247 N.S.
high 39 3.59 1.22

 # of top layers
low 48 2.81 .84

−.521 N.S.
high 40 2.90 .70

# of bottom layers
low 48 1.67 .55

.943 N.S.
high 40 1.68 .52

N. S.: not significant

Table 6. Individual methods at the office to save energy and the environment

Methods Frequency (%) Content details

Wearing functional

new-technology apparel
52 ( 58.4)

thermal or heat-generating materials, napping underwear or outerwear, high neck-

line/turtleneck, functional underwear, climbing shirts and vests, half-length un-

derwear, thin under T shirts, heat-tech, attached lining, 2 cardigans, sleeping pants

Wearing functional

accessories
30 ( 33.7)

sleeping socks, knee warmer, knee blanket, winter slippers, boots/fur shoes/over-

shoes, gloves, ankle stockings, foot warmers, arm warmer, neck warmer, ear-

muff/headset, mask, muffler/scarf, napping stocking, 2 stockings

Using thermal goods   4 (   4.6) hand heater, boiled eggs, hot canned coffee, thermo packs

Using functional office tools   2 (   2.3) thermo mouse pad, reduce cold feeling from desk with thin cloth/towel

Body exercise   1 (   1.1) generating heat from proper exercise

Total 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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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맵시 캠페인의 만족도

현재 온맵시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 89명 중에서 온

맵시 캠페인을 만족하는 사람은 15명(20.5%)에 불과했

으며, 불만족하는 사람이 59명(79.5%)이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7). 온맵시 캠페인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온맵시 캠페인으로 인해 온맵시

를 착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조 난방기구를 찾게 된

다’는 대답이 32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겹쳐 입

어도 춥다’는 의견이 21명(28.8%)으로 많았다. ‘기타’,

‘온맵시는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답답하다’, ‘발이 너무

춥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 지역에 따

라 추위 정도가 다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온맵시를 착용하지 않는 대상 43명을 대상으로 온

맵시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난방온도

를 올리는 편이 더 익숙하다’가 18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옷을 겹쳐 입기가 귀찮다’가 14명

(32.5%)이었다. 그 다음으로 ‘옷맵시가 나지 않으므로’

라는 대답이 8명(18.7%)이었다. 기타 ‘온맵시가 무엇인

지 모르겠다’(2명), ‘추위를 타지 않는다’(1명) 등의 소

수 의견이 있었다.

6. 온맵시 캠페인의 개선 사항

온맵시 캠페인을 실시하는 장소의 실내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8점으로, 사무실 실내온도에 대한 만

족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온맵시 캠

페인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불만이 많은 편

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되는데, 개방형 응답에는 ‘캠페인 실내 적정온도를 조

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적정온도라고 해도 사실상 추

운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온맵시 캠

페인을 모르는 방문자들의 ‘내소 민원인들의 불평이 잦

다’도 출현하였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실내에서 정적인 작업을 하는 사

무원의 경우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야 체온유지가

가능하게 되며 체온은 유지되더라도 말초부위인 손발

은 시려움을 느끼게 되어 이로 인해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장갑이나 워머, 덧신, 무릎담요, 손난

로 등 국부적 보온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나치게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데, 무작정 난방온도를 내리는 인위적인 실내환경 조건

은 장기적으로 인체의 체온조절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Chun & Bae,

2005).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실내온도를 낮추고 내복이

나 보온의류를 제대로 갖추어 입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겠다.

<Table 8>는 온맵시 캠페인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개방

형으로 질문하여 개인적인 응답을 분류 정리한 내용이

다. 온맵시 캠페인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은 크게 3가지

로 분류되었는데, ‘홍보 부족’, ‘캠페인 환경기준 수정’,

‘온맵시 의복의 실용성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제안(51.4%)이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였다. 홍보 진흥을 위한 의견으로는 ‘교육기

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도 홍보가 필요하며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의 환

경조건 수정 및 변경(32.4%)으로서 ‘캠페인을 시행하

는 실내환경을 분류하고, 일률적이기보다는 상황별 개

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온도를  캠페인 온도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있었다. 동일 건물에서도 태양에너지 복사열

을 받는 정도나 다른 여건에 따라서 실내 온열감이 다

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온도를 적용하기에는

Table 7.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Onmapsi campaign by wearers

Questions Frequency %

Onmapsi wearers

n=89

(100.0)

I am satisfied with the campaign 15 20.5

Even with the campaign, I need a small heater nearby 32 43.8

It is too cold even with many layers on 21 28.8

Clothing consumption increases for layering outfit system  2  2.3

other  4  4.6

Missing data 16 -

No wear 43

Tota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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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따른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온맵시 의복의 개발 및 실용성 확대

(16.2%)이었다. 현재 온맵시는 스타일이 한정적이며 맵

시가 나지 않고, 또 내복의 경우도 아동, 노인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를 탈피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겠고, 또 온맵시의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품위

가 있고도 지위에 걸맞는 온맵시가 부족하다’고 하였

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온맵시 의

복을 유니폼으로 만들어 입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

다.

IV. 결론 및 제언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건강증진 등의 목표하에 전

국적으로 실시 중인 온맵시 캠페인에 대하여 남녀 공

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온맵시 착용 실태와 캠페인 만

족도 및 개선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

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내복입기, 겹쳐 입기, 보조용품

활용하기 등은 실천하고 있었으나 ‘온맵시 캠페인’ 용

어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온맵

시’를 모른다고 답하였다.

겨울철 실내에서 주로 착용하는 의복 종류는 두꺼운

셔츠와 두꺼운 바지로서 겨울철 일상복이었으며 카디건

과 스웨터를 덧입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그러나 조끼와

내복은 착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연령에 따른

온맵시의 착용 빈도는 카디건/스웨터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 정장차림에 대한 의무가 적은 40대 이

하의 경우가 높았다. 온맵시를 비롯한 보온용 의복의

착용 빈도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높았다. 또 환경

보호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카디건/스웨터의 착용

빈도가 높았으며 상의 겹침 매수도 많았다. 겨울철 실

내에서 남녀 상하의 착용 매수는 상의 2.9장, 하의 1.7장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

한 온맵시용 착장으로는 적은 매수라고 생각된다.

온맵시 캠페인을 실시하는 근무지의 실내온도에 대

한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방형 응답

분석 결과를 볼 때 실내온도 만족도와 온맵시 만족도

는 ‘보통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공무원이 온맵시 캠페인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었

는데,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많이 입고 따뜻

하게 착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조 난방기구를 찾

Table 8. Suggestions for and improved Onmapsi campaign

Grouping Frequency (%) Content details

Increase of advertisement 38 ( 51.4)

The term is unfamiliar

A more proactive promotion of the campaign is needed

Enhance the motivation for environment & energy conservation

A social mood for save the earth is urgent

Obligation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Celebrities participate in the campaign 

Conduct a street campaign and show the actual method 

Early education and advertisements aimed at the younger generation

Regular and continuing education is needed

Revise on details

of the campaign
24 ( 32.4)

Too cold, even if it is told the proper winter indoor air temperature

Work efficiency decrease even with a good purpose

Must block the heat transfer from indoor to outdoor

Different details of the campaign according to circumstances, location, and type of buildings

Air temperature in department stores or big supermarkets might be lower

Higher air temperature is needed in hospitals

Personal heaters will not be used at temperatures of 19-20
o

C

Research the indoor air temperature practically

Increase the variety of

Onmapsi items and usage
12 ( 16.2)

Shortage of diversity in Onmapsi products

Need thin, thermal, and good new material

Light, thin and comfort clothing even with lots of layers

Stylish and variable Onmapsi items

Develop underwear that increases the outfit silhouette

Make an Onmapsi uniform for the company

Erase the infant or elderly image of underwear

Develop a mature Onmapsi attitude for senior male officers

Total 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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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손발이 너무 춥다’고 답하였고 ‘겹쳐 입어도

춥다’라고 답하였다. 또 내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답답하며 겉옷 맵시가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개인적인 온맵시 실천방법으로서 자주 애용하는 방

법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의 결과, 크게 5가지로 분류되

었는데 ‘기능성 소재 의류 착용, 기능성 소재의 보조용

품 사용, 보온용 대용물품 이용, 기능성 사무용품 이용,

인체 발열작용 활용’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소재 의류

로는 ‘발열 보온 기능성 속옷, 등산용 보온성 의복, 터

틀 네크라인, 기모바지’ 등이 많았으며, 보조용품으로

는 ‘무릎담요, 발 토시, 손발 워머, 타이즈, 목도리’ 등

이 많았다. 온맵시 캠페인 및 이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

하여 개방형 질문 결과,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는데 ‘홍

보 및 교육 증대, 캠페인 환경기준에 관한 수정, 온맵시

의복의 실용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온맵시 캠페인의 실천방안을 제안한다면,

보다 국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 지속적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의 권장 실내온도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는 지역별, 건물 종류별, 차별화된 권장온도를 제시하

는 방법이 좋겠으며 태양열이 강한 오후 낮시간대의 난

방가동에 대한 규제 강화방법도 있겠다.

또 온맵시 착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자연스런 생활 습관을 형성하

도록 돕는다.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고 보온성을 높인 온

맵시를 사무복, 유니폼 등으로 제작하여 공무원 및 사무

원들의 착용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온맵시 샘플이나 맵

시나는 내복의 착장법 등을 배포하여 개인별 난방사용을

줄이고 자발적 협력, 이해 및 실천도가 증진되도록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성별, 지위별, 연령별로 온맵시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며 또

젊은이와 여성들을 위하여 얇아서 겹쳐 입어도 맵시가

나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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