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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basic data on optimum thermal insulation for spring wear through an investigation of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self-health image and actual wearing conditions.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on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self-health

image, wearing conditions, demographic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of wearing conditions was

measured as the response to the clothing they were wearing. Garment items (26 types for males and 41 types

for females) were suggested and the items worn by the students were converted into the thermal insulation

values for clothing.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the body type perception, males perceived them-

selves as not fat while females perceived themselves as not thin. As for the health perception, males perceived

themselves healthier than females. As for the climate adaptability perception, females were more sensitive to

cold than males. The average thermal insulation of clothing was 0.97clo (0.34-1.95clo) with higher insulation

for males than females. Students were more sensitive to the cold when their BMI was lower, their body surface

area per body weight was larger, and the more they perceived themselves as not health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lf-health image of sensitiveness to cold and the thermal insulation of clothing. The

results were synthetically discussed in terms of environmental physiology.

Key words: Optimum thermal insulation of clothing, Self-health image, Actual wearing conditions, Gen-

der difference; 의복의 적정보온력, 자기 건강 이미지, 착의 실태, 성별 차이

I. 서 론

인체는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산열과 방열을 통

해 자율적으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또한 인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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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환경적응수단의 하나인 의복을 통해 더위나 추

위에 대한 적응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의복

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가 클수록 기후에 대한 인체의

적응능력은 그 폭이 좁아지며 체온조절기능도 퇴화될

수 있다. 인간은 외기온에 대한 생리적 적응능력을 증

진시킨다는 관점보다는 심리적 열쾌적성의 관점에 맞

추어 생활환경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복 의

존도가 클 경우에는 점차 실내온도의 계절변화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인체의 기후적응능력이 저

하되기 때문이다. Hsyoung(1976), Lee et al.(2000) 등의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냉난방에 의존하여 쾌적함만을 추

구한다면 기초대사량의 계절변화와 같은 생체리듬의 폭

이 줄어들어 생리적 체온조절기능이 허약해짐을 지적하

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인체의 체온조절기

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극도의 쾌적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ASHRAE(1981)나 ISO9920(2007)은 건강을 증진시키면

서도 쾌적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정환경조건과 대사

량, 각 계절의 평균착의량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

상되면서 실내를 냉난방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여

름과 겨울의 생활환경온도가 인간의 쾌적수준에 근접

하게 되었고, 이로써 건강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환

경공해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SHRAE, 1992). 쾌적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에

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이는 곧 환경공해의 유발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과 인체의 생리기능

을 증진하는 관점 모두에서 성, 연령, 작업환경, 작업내

용, 개인차 등을 고려한 적정착의량과 온열환경의 설정

과 제시가 필요하다.

착의 실태는 어떤 지역의 기후환경에서 인체의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

지 기후적응과 착의량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인의 표준

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 실태 분석 연구들(Ahn & Choi,

1992; Cho et al., 1995; Hwang et al., 1999; Jeong, 1991;

Kim, 1984; Kweon et al., 2009; Lee, 1994; Lee, 2011;

Shim & Jeong, 2011), 쾌적한 실내온도범위 설정에 관

한 연구들(Choi, 1987; Shim & Jeong, 2011), 그리고 착

의량과 건강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Kim & Jeong,

2000; Kim, 1997; Kim & Yim, 2009; Lee, 1988; Lee et

al., 2000; Ryoo, 1983)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의 적응생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

므로 온화한 환경에서의 착의 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다. 다만, Kwon and Choi(2011)의 연구에서 여

성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의 착의량이 별로 줄지 않았다고 하였다.

개인의 기후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의복의 적정보온력을 제시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온열생리학 또는 환경생리학의 관점에서의 의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착

의량과 생활환경온도의 적합성을 진단하면서 적정한 착

의량을 제시하기 위해 기초연구로서의 광범위한 실태조

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루 중 온도의 변화

폭이 비교적 큰 봄철에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법을 통해 주관적 온도감각과 자기 건강 이미지

및 착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

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봄철 의복의 적정보온력

을 제시하고 건강 쾌적착의량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착의량과 그 영향 요인

착의량은 착의 습관, 냉난방 시설, 건강에 대한 인식

도, 운동여부와 같은 생활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Ahn, 1991; Lee, 1988, 1994), 착의량에 관한 연구는 성

별, 계절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Kim et al.

(1992)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의 쾌적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쾌적온도의 범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im

and Jeong(2011)은 겨울철 실내환경에서 각 피험자에 의

해 선택된 총 의복의 무게를 체표면적으로 나누어 쾌적

착의량을 구하고, 단계별 탈의과정에서 산소섭취량의 변

화율( O2)이 변하는 시점의 총 착의량을 체표면적으로

나누어 적정착의량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적정착의량은 남자 652.0g/m
2
, 여자 766.0g/m

2
이고,

쾌적착의량은 남자 1053.0g/m
2
, 여자 1140.6g/m

2
로서 여

자가 남자보다 착의량이 많았다. Choi(1987)는 동일 환

경의 사무실에서 성별에 따른 연간 착의량을 비교한 결

과, 남자의 경우 185.1g/m
2
, 0.46clo(8월)에서 760g/m

2
,

0.76clo(2월)까지였고, 여자의 경우 379.6g/m
2
, 0.52clo

(8월)에서 693.8g/m
2
, 0.80clo(11월)까지로 나타나서 대체

로 여자의 착의량이 남자에 비해 많다고 하였다. 그러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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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별 체표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연평균 의복의 총

중량은 남자 의복이 여자 의복보다 더 많았다. Oh and

Lee(1999)의 연구에서도 서울 지역 대학생의 경우 봄, 여

름, 가을, 겨울 모두 남자 의복의 보온력이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월별·계절

별 착의량 연구(Hwang et al., 1999)에서 총 착의량은

남녀 모두 1월에 가장 많고 남자는 8월에, 여자는 7월

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과 봄에는 착의량의

개인차가 뚜렷하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개인차가 적었

으며, 속옷 하의의 착의량은 연간 변동폭이 가장 작고

겉옷 상의착의량은 변동이 가장 많은 항목이었다. 5월

에서 10월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중생

의 착의량을 조사한 결과(Cho et al., 1995)에서도 하의

는 월별 변화량이 거의 없어 총 착의량은 하의보다는 상

의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체온조절은 주로 상의의 착

의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온과 의복 보온

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년간 수행한 연구(Kwon &

Choi, 2011)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열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편이며, 특히 여성은 겨울

이 가까워짐에 따라 착의량을 늘림으로써 의복의 보온

력을 높게 유지하지만, 봄이 되어도 보온력의 수준을 낮

추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봄철 의복의 보온력은 Choi(1987)에서 남자 0.68clo

(SD=0.17/ 3월, SD=0.15/ 4월), 여자 0.80clo(SD=0.18/

3월), 0.72clo(SD=0.16/ 4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월 남

녀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무실 환경기준으

로 측정한 값이다. Oh and Lee(1999)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각 100명씩에 대한 착의량의 측정을 통해 봄철

(15.6) 서울 지역 대학생의 평균보온력이 남자 1.12clo,

여자 1.01clo로 계산되었다. Kwon and Choi(2011)는 3월

과 4월의 평균기온을 14
o
C로 간주하고 이 기온에서 20대

중반 남녀(남자 7명, 여자 13명) 의복의 보온력을 남자

1.81clo(SD=0.200), 여자 2.11clo(SD=0.235)로 보고하였

다.

한편, Choi(1987)는 열환경요소, 착의량의 계절별 평

균과 온랭감 반응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ASHRAE(1981)의 기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

온도가 봄과 여름은 쾌적범위에 속하나 겨울은 쾌적범

위의 상한선, 여름은 쾌적범위의 하한선에 위치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적 쾌적감이 외국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Lee(1994)는 사계절 동안 뉴욕

과 서울의 여자 대학생 착의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 대학

생은 실외환경온도에 의존한 반면 미국 대학생은 실외·

실내의 환경온도에 따라 착의 조절을 한다고 하였다. 즉,

미국 강의실은 냉·난방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 대

학생들은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 착용을 선호하고 보온

용 내의보다 외의의 보온효과로 계절에 적응하는 반면,

한국 대학생은 실내착의량이 많으며 다양한 품목의 의

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착의

량 변동폭도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크게 나타

나 한국 대학생이 더 착의량에 의존하여 계절적응을 한

다고 하였다. 서울과 연변 지역의 대학생 착의량을 비교

한 Oh and Lee(1999)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남녀 대학생

이 연변의 남녀 대학생보다 겉옷과 상의의 착의량에 의

존하여 계절적응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별 착의량은

총 중량기준으로는 남자가 많으나 체표면적당 중량기

준으로는 여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보온력(clo)에 있

어서는 연구조건별로 남자가 높거나 여자가 높은 것이

모두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계절별로는 겨울의 착의량이

많고 여름의 착의량이 적으며, 여름보다 겨울과 봄철의

착의량에 개인별 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남녀는 실외 환경온도에 의존하여 착의

량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으며 겉옷과 상의를 통해 계절

적응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기본적으

로 의복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측정값

은 신뢰할 만하나 피험자 수가 수명 혹은 수십 명으로

제한됨으로써 그 측정값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주관

적 응답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착의량과 건강

착의량은 환경온도와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

지만 피하지방이나 비만도와 같은 건강 관련 변인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피하지방은 인체가 추위에 노출

되었을 때 체내에서 생산된 열을 외부환경으로 빼앗기

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Ryoo(1983)가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착의량과 건강 관련 변인에 관해

수행한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착의량과 피하지방

두께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에

는 총 착의량, 상의착의량, 하의착의량 모두 피하지방두

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피하지방이 많을수록 착

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eong(2001)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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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모두 같은 성별 내에서는 체지방률과 총 착의량 간

에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Jeong(2001)의 연구에서 남녀를 비교하였을 때

에는 추운 환경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옷을 더 빨리 추

가하여 착용하는 행동성 체온조절반응을 보였으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추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남자는 대사활동이 활발한 근육

의 양이 많아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근육의 긴장과 수

축으로 인한 대사율이 여자보다 높고, 단위체중당 체표

면적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아 여자보다 체열손실이 더

적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추

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은 양

의 의복을 착용하고도 주관적 온열감은 더 서늘하게 느

꼈는데, 이는 착의 습관이나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의 비

율 차이 외에도 열자극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또는 이

들의 복합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착의량과 비만도의 관계에서는 여중생의 로러(Röh-

rer) 지수가 하의 겉옷의 무게(5, 8, 9월) 및 하의 속옷

의 무게(9, 10월)와 부적 상관을 보여 비만할수록 하의

를 적게 입는다는 보고가 있다(Cho et al., 1995). Ryoo

(1983)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 착의량과 상

완둘레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Jeong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비만 아동의 경우 추위보다 더위

에 더 민감하였고, 비만 아동의 체지방율은 정상 아동

보다 높았으며 쾌적온도는 정상체중 아동보다 낮았다.

그러나 비만 아동과 정상체중 아동의 착의량에는 차이

가 없었다.

그밖에, 생활환경온도와 착의량이 기초대사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Lee et al.(2000)의 연구를 보면 기초대

사량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많았다. 남녀 모두 겨울에 기초대사량이 가장

많고 여름에 적었으며 남자는 겨울에 상승하는 면이 현

저하고, 여자는 여름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착

의량이 적은 집단에서 여름과 겨울의 기초대사량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착의량이 적을수록 기후환경적

응에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의복 착용 훈련을 한 집

단이 하지 않은 집단보다 기후에 대응하는 생리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에서도(Choi, 1994; Lee, 1996; Park,

1998) 겨울에 옷을 얇게 입을수록 체온조절기능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추위 자극에 민감하며, 체지방율이 높거나 비만할수록

옷을 적게 착용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비만 아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상 아동보다 착의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착의량이 적을 때 여름과 겨울의 기초

대사량 차이가 커져서 기후환경적응에 유리하므로, 적

절한 착의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복 착용 훈련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체

지방률을 측정하거나 주관적 온도감각을 답하게 했을

뿐, 건강과 관련된 다른 측면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착의 실태

를 파악하고 신체 특성 변수나 주관적 온도감각 외에도

건강에 대한 자각 정도를 자기 건강 이미지로 측정함으

로써 착의 실태와 건강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른 신체 특성과 주관적 온도감

각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른 자기 건강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른 착의 실태의 차이를 알아본

다.

연구문제 4: 신체 특성, 주관적 온도감각, 자기 건강

이미지와 착의 실태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로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

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자기 건

강 이미지와 착의 실태를 비롯하여 생활환경조건, 주관

적 온도감각 및 인구통계적 변수, 신체 특성 변수를 측

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자기 건강 이미지는 자신

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각 정도 4문항, 자신의 체형에 대

한 자각 정도 2문항, 추위와 더위에 대한 민감도 및 착

의 성향에 대한 자각 정도 2문항의 총 10개 문항을 ‘전

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착의 실

태는 조사시기인 3월 말에 착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

복 품목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각각 제시한 후,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품목들을 선

택하도록 하였다. 의복의 품목은 남자용 26종, 여자용

41종이 제시되었으며 신발형태와 기타 액세서리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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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ISO9920

(2007)과 Choi and Lee(200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

구자들이 보온력(clo)으로 변환하였다. 생활환경조건은

거주형태 및 집과 학교의 난방형태로 조사하였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원룸, 기숙사, 기

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고, 난방형태는 난방하

지 않음, 온풍기(이동식/천정형), 보일러(가스/기름), 연

탄, 전기매트, 난로(전기/기름/연탄/목재), 기타에서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주관적 온도감각 변

수는 응답할 당시의 느낌을 ‘매우 덥다’, ‘덥다’, ‘따뜻하

다’, ‘약간 따뜻하다’, ‘보통이다’, ‘약간 서늘하다’, ‘서

늘하다’, ‘춥다’, ‘매우 춥다’의 9등급 척도로 조사하였

다. 인구통계적 변수로는 성별과 나이를, 신체 특성 변

수로는 신장과 체중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체표면적(BSA) 및

단위체중당 체표면적(BSA/W)을 계산하였으며, 그밖에

조사지역별 조사일자의 일평균 최고온도, 최저온도 및

평균온도를 기상청 홈페이지(Korea Meteorological Ad-

ministration, 2012)를 통해 확인하여 변수로 만들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12년 3월 27일에서 3월 30일 사이에 대한민국의

서울, 안양, 청주, 안동 소재의 4개 대학에서 남녀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개 지역은 기

후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범위 내에서 조사 편

의를 위해 선택되었다. 4일간 4개 지역에서 실제 조사

가 이루어진 날들의 일평균 기온은 6.4~12.8
o
C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서울 9.3
o
C, 안양 9.5

o
C, 청주 11.9

o
C, 안

동 9.9
o
C였다. 미완성된 응답지와 불성실한 응답지를 모

두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50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자료에서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응답자 분포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명,

안양 110명, 청주 70명, 안동 157명이었고, 성별에 따라

서는 남자 223명, 여자 280명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연령 평균은 21.2세였다. 거주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

았고, 원룸과 기숙사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형태에 대

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
2
=4.182, p=.524). 일

상생활에서의 난방은 집의 경우 보일러, 학교의 경우

온풍기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공분산분

석, 카이제곱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온도감각

조사대상자 503명의 신체적 특성을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수

치를 나타내어 남자의 체격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체

표면적과 체질량지수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큰 값을 나

타냈다. 그러나 비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BMI는 전체

평균이 20.7kg/m
2
으로서 남녀 모두 정상범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BMI값을 기준으로 저체중(BMI<18.5),

표준(18.5≤BMI≤22.9), 과체중(23≤BMI≤24.9), 경도 비

만(25≤BMI≤29.9), 중도 이상 비만(30≤BMI)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분석을

한 결과, χ
2
=61.62(p<.001)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났다. 남자는 과체중과 비만인 응답자가 많았던 반면 여

자의 경우는 저체중인 응답자가 많았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는 고도 비만인 응답자가 전혀 없었다. 분산분석 결

과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커서(F=311.990, p<.001), 여자가 남자보다 방열에 더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당시 실내온도에 대한 온도감각은 전체적으로

Table 1. Regional difference of gender frequency and

age distribution

Region Gender
Frequency

(person)

Mean age

(yr)

SD of age

(yr)

Seoul

Male 101 20.7 2.78

Female  65 22.7 2.26

Sub-Total 166 21.5 2.75

Anyang

Male  21 21.8 2.06

Female  89 21.1 1.28

Sub-Total 110 21.3 1.47

Cheongjoo

Male  29 20.7 2.61

Female  41 20.6 1.87

Sub-Total  70 20.6 2.19

Andong

Male  72 21.8 1.58

Female  85 20.5 1.09

Sub-Total 157 21.1 1.49

Total

Male 223 21.2 2.41

Female 280 21.2 1.80

Total 503 21.2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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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서늘하다’와 ‘따뜻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른 온도감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및 조사일자별로 기온 차이

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의 당일 평균기온을 공변수로 처

리하여 환경기온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지역의 평균기온이 온도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온도감각에 유의한 차

이가 있어서(F=7.722, p<.01) 여자(M=5.15, SD=1.41)가

남자(M=4.80, SD=1.33)보다 추위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단위체중당 체

표면적이 더 크다는 결과와도 연관되는 것으로<Table

2>,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더 크면 방열에 유리하여 신

체로부터 외부로 열을 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추위를

더 많이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 건강 이미지

자기 건강 이미지는 모두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

데, 질문의 타당도와 응답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한편,

많은 수의 문항을 요인으로 축소하여 보다 간결하게 논

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 회전을 통해 총 3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 1은 나는 자주 아프다, 나는 감

기에 잘 걸린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늘 피로하다의

4개 문항을 포함하여 건강지각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요인 2는 나는 살찐 편이다, 나는 마른 편이다(−)의 2개

문항을 포함하여 체형지각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요인

3은 나는 평소에 옷을 많이 입는 편이다, 나는 오늘 바

깥 날씨를 고려해볼 때 옷을 많이 입었다, 나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다(−), 나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다의 4개

문항을 포함하여 기후적응지각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어, 요인분석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총 설명분산은 요인 1이 22.7%, 요인 2가

17.3%, 요인 3이 13.8%로 3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53.8%를 설명하였다. 다만, 요인 1과 요인 2의 신뢰도

(a)는 각각 .686과 .805로서 적합하였으나, 요인 3의 경

우는 신뢰도가 .370으로 계산되어 네 개 문항 간의 내

적 일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각 문항과 습

관에 대한 사실 확인 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반응 정도에 차이가 났던 것으로 해

석되는데, 개념상으로는 네 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한다고 판단하여 이 요인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즉, 자기 건강 이미지는 건강지각(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함), 체형지각(살이 찐 편이라고 지각함), 기

후적응지각(추위를 많이 타고 옷을 많이 입는다고 지각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Respondents Height (cm) Weight (kg) BSA
 
(m2) BSA/W (m2/kg) BMI

 
(kg/m2)

Total 167.9±8.2 58.6±10.5 1.66±0.17 0.029±0.002 20.7±2.4

Male 175.2±5.2 67.1±8.8 1.81±0.12 0.027±0.002 21.9±2.4

Female 162.2±4.9 51.9±5.8 1.54±0.09 0.030±0.002 19.7±1.9

F-ratio 832.791*** 541.534*** 810.474*** 311.990*** 123.252***

***p<.001

BSA=Body Surface Area, BMI=Body Mass Index

Table 3. Factor analysis on self-health image

Factor Statement Factor loadings Explained variance Reliability (a)

Not healthy

I am often sick.

I am susceptible to the common cold.

I am healthy.

I am always tired.

.846

.729

−.705

.541

22.651 .686

Seem to be fat
I seem to be fat.

I seem to be thin.

.900

−.890
17.294 .805

Sensitive to cold

I usually wear heavy clothing.

I am wearing heavy clothing today. 

I am sensitive to the heat.

I am sensitive to the cold.

.707

.686

−.513

.357

13.818 .370

Total 5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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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음으로 부

하된 문항들을 역코딩한 후 이들 세 개 요인의 평균점

수를 구해본 결과, 요인 1은 평균 2.17(SD=0.47), 요인 2

는 평균 2.49(SD=0.71), 요인 3은 평균 2.48(SD=0.40)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다소 건강하

고, 살이 찌지도 마르지도 않으며, 기후적응 정도도 보

통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Fig.

1>에는 자기 건강 이미지의 요인추출 순서에 따라 10개

문항의 성별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분산분석 결과

에서는 ‘나는 피로하다’와 ‘나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다’

를 제외한 8개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건강지각에서는 남녀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

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

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건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지각에서는 남자(M=1.98, SD=0.79)는 여

자(M=2.36, SD=0.70)보다 살찐 편이 아니라고 지각하

고 있었던 반면, 여자(M=2.05, SD=0.71)는 마르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남자(M=2.40, SD=0.84)보

다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모두 스스로를 살찐

편이나 마른 편으로는 지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긍정

적인 체형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적

응지각에서는 남녀 모두 추위와 더위에 다소 민감한 편

이며, 남자는 더위와 추위 민감도가 각각 평균 2.78(SD

=0.72)과 평균 2.81(SD=0.77)로서 비슷하지만, 여자는

더위 민감도(M=2.80, SD=0.78))보다 추위 민감도(M=

3.12, SD=0.70)가 높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을 알 수 있다. 착의량에 있어서 남녀 모두 옷을

많이 입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가 스스로는 더 옷을

많이 입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주관적 온

도감각에서 여자가 더 추위를 많이 지각한다고 나타난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즉, 여자들은 스스로 춥다고 지

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또한 의도적으로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Jeong, 2001)

에서 여자가 추위 감각에 더 민감하여 추위 환경에서

옷을 더 많이 입는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

자들은 대사활동에 관여하는 골격근량이 많아 여자보

다 추위를 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착의 실태

남녀 대학생이 조사 당일에 착용한 의복을 품목별로

조사하여 ISO9920(2007)과 Choi and Lee(2009)에 따라

변환한 후 일부 누락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값을 추정한

보온력값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응

답자들의 의복 착용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의복의 보온

력은 최저 0.34clo였고 최고 1.95clo였다. 평균은 0.97clo

였으므로, 신발을 제외하고 평균 1clo에 조금 미치지 못

하는 정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의복의 보

온력에 차이가 있어서 남자(M=0.992clo, SD=0.26)가 여

자(M=0.945clo, SD=0.27)보다 더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보온력에 대해 Choi(1987)

가 남자 0.68clo, 여자 0.80clo로, Oh and Lee(1999)가 남

자 1.12clo, 여자 1.01clo로 보고한 값의 중간 범위에 포

함되므로, 설문지법에 의한 조사내용을 보온력으로 환

산한 본 연구의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같은 계절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여자보다 옷을 더 따뜻하게 입었다는 사실은 앞

에서 분석한 주관적 온도감각이나 자기 건강 이미지에

서 남자가 여자보다 추위를 덜 타며 옷을 많이 입지 않

는다고 스스로 지각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모순될 수 있

다. 그러나 의복 착용 매수를 분석해보았을 때 남자 평

균이 5.7매(SD=1.1), 여자 평균이 6.9매(SD=1.3)로서 분

산분석 결과 여자의 착용 매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므

로(F=133.448, p<.001), 남자들이 옷을 적게 입는다는 것Fig. 1. Gender difference of self-heal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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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착용 매수, 즉 착용 품목의 다양성이 많지 않다는 뜻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착용 의복의 보

온력이 높기 때문에 응답 시점에서 추위에 민감하지 않

았을 수 있다.

한편, 이 결과는 의복의 보온력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는 일부 선행연구(Choi, 1987; Kwon &

Choi, 2011; Shim & Jeong, 201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

으나, 여자의 의복 보온력이 더 높게 나타난 Oh and Lee

(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피험자 수나 측정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향후 이들 변

수와 개인차까지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

어야 성별에 따른 의복 보온력의 차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상의와 하의, 내의와 외의의 조합으로 구분하

여 성별 의복 보온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원피스

와 같이 상의와 하의를 겸하는 의복은 그 품목에 해당

Table 4. Thermal insulation of each garment item worn by students

Inner garment Outer garment

Item clo value Item clo value

Upper

garment

Brassiere
a

0.01 T-shirt (sleeveless) 0.13

Running shirts (tank-top)
a

0.03 T-shirt (short sleeves) 0.15

Running shirts (sleeveless) 0.06 T-shirt (long sleeves) 0.20

Running shirts (short sleeves)
b

0.10 Blouse/Dress shirt (short sleeves) 0.19

Slip (one-piece)
ac

0.14 Blouse/Dress shirt (long sleeves) 0.25

underwear (long) 0.12 Vest 0.12

T-shirt (turtle-neck) 0.26

Sweater 0.28

Cardigan 0.29

Track jacket 0.40

Jacket 0.35

Jumper 0.55

Parka
a

0.70

One-piece dress
ac

0.32

Lower

garment

Tanga
a

0.03 Pants (short)
a

0.11

Trunks
b

0.04 Pants (long) 0.25

Slip
a

0.05 Jeans 0.24

Slip (one-piece)
ac

0.14 Track pants 0.35

Panty girdle
a

0.06 Skirt (short) 0.10

underwear (long) 0.10 Skirt (knee-length) 0.17

Skirt (calf-length) 0.19

One-piece dress
ac

0.32

Stockings (ankle-length) 0.01

Stockings (knee-length) 0.01

Stockings (thigh-length) 0.02

Pantyhose 0.02

Tights 0.07

Leggings 0.07

Socks 0.02

Hat: 0.03, Gloves: 0.05, Muffler: 0.03, Scarf: 0.02, Neck tie: 0.02
a
Females only, 

b
Males only, 

c
1/2 of total clo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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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온력의 값을 상하의로 반분하여 계산하였다. 분

석결과, 상의에 있어서는 유의한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이지만, 하의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옷을 더 따

뜻하게 입고 있었으며 상하 내의를 합하면 내의도 남자

가 더 따뜻하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and Lee(1999)

의 연구에서 한국의 남녀 대학생은 중국 연변의 학생들

보다 겉옷과 상의의 착의량에 의존하여 계절적응을 한

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여자 대학생에게서 더 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의 패션 경향

을 보면 젊은 여성들은 넓적다리 위 길이의 짧은 스커트

나 팬츠를 즐겨 입는 경향을 보여 남자보다 하의착의량

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러한 사실이 본 연구결과에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4. 신체 특성, 주관적 온도감각, 자기 건강 이미지

와 착의 실태의 관계

<Table 6>에는 신체 특성 중 비만도와 단위체중당 체

표면적, 주관적 온도감각 및 자기 건강 이미지 세 개 요

인과 착용 의복의 보온력 사이의 상관계수를 전체 응답

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각 성별 결과로 함께 제시하

였다. 추위를 많이 타고 옷을 많이 입는다고 지각할수

록 착용 의복의 보온력은 증가하였으며, 추위에 민감하

도록 만드는 요인은 비만도, 단위체중당 체표면적, 건

강지각, 체형지각이었다. 즉,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커

서 방열이 잘 되며 비만도가 낮아서 스스로를 살찐 편

이라고 지각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

다고 생각할수록 추위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의 경우에는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큰 경우에 의복 보

온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의복 보온력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온도감각을 보면 비만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클수록 더 추위를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추위를 느끼는 경향이 나

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같은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기후지각이나 착용 의복의 보온력과는 유의한

선형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착용 의복의 보온력은 동일 시점에서의 주관

적 온도감각과의 상관관계보다는 평소에 자각하고 있

는 기후적응지각과 더 큰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후적응지각은 착용 의복 보온력의 선행 요인이며, 주

관적 온도감각은 병행요인이므로, 선행 요인에 따라서

의복 착용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봄철 의복의 적정보온력

을 결정하고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

여 남녀 대학생의 주관적 온도감각과 자기 건강 이미지

및 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기온차가 크지

않도록 통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

였다. 질문지는 자기 건강 이미지와 착의 실태를 비롯하

Table 5. Thermal insulation (clo) of clothing worn by students

Composition
clo: Mean (S.D.)

F-ratio (p)
Male (n=223) Female (n=280) Total (N=503)

U-inner  .046 (.0485)  .040 (.0387)  .043 (.0434) 02.563 (.110)

L-inner  .043 (.0243)  .032 (.0188)  .037 (.0221) 32.324 (.000)***

U-outer  .631 (.2497)  .646 (.2548)  .639 (.2524) 00.421 (.517)

L-outer  .269 (.0409)  .225 (.0706)  .244 (.0632) 69.067 (.000)***

U-total  .677 (.2496)  .685 (.2591)  .682 (.2547) 00.138 (.711)

L-total  .312 (.0495)  .257 (.0728)  .281 (.0692) 93.580 (.000)***

I-total  .089 (.0583)  .072 (.0474)  .080 (.0530) 13.245 (.000)***

O-total  .900 (.2527)  .870 (.2642)  .884 (.2593) 01.611 (.205)

Other
a
-total  .003 (.0093)  .003 (.0096)  .003 (.0095) 00.047 (.828)

Total  .992 (.2563)  .945 (.2694)  .966 (.2644) 03.922 (.048)*

*p<.05, ***p<.001

U: upper garment, L: lower garment, I: inner garment, O: outer garment
a
Other includes hat, gloves, necktie, muffler, and scarf.

– 72 –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 건강 이미지와 착의 실태 차이 73

여 생활환경조건, 주관적 온도감각 및 인구통계적 변수,

신체 특성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착

의 실태는 조사시기인 3월 말에 착용할 것으로 기대되

는 의복 품목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각각 제시하고

조사시점에서 응답자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품목들

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를 보온력(clo)으로 변환하였다. 최

종적으로 남자 223명, 여자 280명이 응답한 총 50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신체 특성에 있어서 신장, 체중, 체표면적 및 체

질량지수는 남자가 유의하게 크거나 높았으나, 단위체

중당 체표면적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커서 여자

가 남자보다 방열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온도감각 차이가 보여 여자가 남자

보다 추위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 건강 이미지의 개념은 크게 건강지각, 체

형지각, 기후적응지각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건강지

각에서는 남녀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감기에 잘 걸

리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체로 남자의 건강지각

이 여자에 비해 더 높았다. 체형지각에서는 남자는 여

자보다 스스로 살찐 편이 아니라고 지각하고 있었던 반

면, 여자는 마르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남

자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기후적응지각에서는 남녀 모

두 추위와 더위를 타는 편이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의 보온력은 평균 0.97clo였으며(최저 0.34clo,

최고 1.95clo), 성별에 따른 의복의 보온력에 차이가 있

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착용 매수는 남자가 평균 5.7매,

여자가 6.9매로서 여자의 착용 매수가 더 많았다. 남자

는 여자보다 하의와 내의의 보온력이 더 높았다.

넷째,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만도가

낮을수록,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클수록 추운 편이며

평소에도 추위를 탄다고 응답하였다. 스스로 건강하지

않고 살찐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추위를 잘 탄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병행 요인인 주관적 온도감각은 착용

의복의 보온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선행 요

인인 기후적응지각은 착용 의복의 보온력과 유의한 상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two variable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self-health

image, and thermal insulation

BSA/W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Not healthy Seem to be fat
Sensitive

to cold

Total thermal

insulation

BMI

Total −.954** −.101* −.146** −.511** −.315** −.027

Male −.972** −.017 −.063 −.759** −.355** −.109

Female −.964** −.088 −.045 −.681** −.160** −.042

BSA/W

Total 1 −.122** −.190** −.386** −.316** −.016

Male 1 −.029 −.085 −.755** −.346** −.149*

Female 1 −.083 −.054 −.684** −.171** −.041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Total 1 −.093* −.023 −.083 −.016

Male 1 −.022 −.037 −.003 −.069

Female 1 −.101 −.049 −.106 −.003

Not healthy

Total 1 −.092* −.179** −.014

Male 1 −.014 −.143* −.053

Female 1 −.057 −.141* −.027

Seem to

be fat

Total 1 −.152** −.098*

Male 1 −.280** −.118

Female 1 −.149* −.044

Sensitive

to cold

Total 1 −.184**

Male 1 −.212**

Female 1 −.20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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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차이에 따른 개인의 기후적응능

력의 차이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기후조건이 비슷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복의 착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므

로 이 연구의 결과가 기후조건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한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처한 장소에서의 실

내온도 및 착용 의복의 보온력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여

어느 정도의 옷을 입는 것이 적정한가를 정확히 규명하

지는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실험을 통

한 후속연구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응답자를 대

상으로 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수행됨으로써 그동

안 실험연구를 통해 제한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 착의 실태 및 주관적 온도감각 관련 연구결과의 일

부를 일반화하고 새로운 논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주관적 온도감각 차이는

일반화될 수 있는 반면, 의복 보온력의 차이는 여러 변

수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

한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착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기후조건 외

에도 그 시기에 유행하는 의복 스타일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

후 기후 및 사회문화적 환경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최근에는 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벼우면

서도 보온력이 뛰어난 소재가 많이 개발되었으므로 의

복 착용 실태분석에는 이러한 요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또한 자기 건강 이미지의 개념을 설정하고

확인하여 향후 착의 실태 연구 혹은 건강 연구의 주요

관련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춥게 느끼지도 않고 옷을 많

이 입지 않는다고 지각하지만 여자보다 의복의 보온력

이 낮지 않은 한편, 여자의 경우 추위는 느끼지만 보온

력이 낮게 옷을 입고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므로, 건강이나

체형 및 기후적응에 대한 자기 지각과 실제 행동 사이

의 관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후적응

지각과 의복 보온력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

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추위 적응의 폭을 넓히고 기후적응력을 향상시켜야

건강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체가 추위에 노출된 경우

의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시기인 3월 말에 일평균 기온이 약 10
o
C인

환경에서 평균 1clo 정도의 옷을 입었다는 연구결과는

착의량이 크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대상

자들이 신체를 의복으로 과도하게 보온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의복의 의존도가 높은 겨울철에 대한

조사결과를 축적하고,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착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기후조건별 의복의 적정

보온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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