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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적온도에서 쾌적온도로의 변화 시 

생체신호 및 주관적 반응에 대한 연구

서 론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하루 중 80% 이상의 시간

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신축 건축물

은 단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향상시킴

과 동시에 중앙 공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내공기

를 제어하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

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

조기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자동차는 좁고 밀

폐된 공간인 만큼 장시간 생활에 부적합한 공간이

므로 탑승자에게 최적의 환경 제공과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차량 공조기술이 발전해 왔다. 하지만 자

동차는 실내에 비해 복합적이고 민감함 열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동차 내의 열쾌적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 실내 공조시스템의 대

부분은 중앙 제어설비에 의하여 실내환경이 조절되

기 때문에 근무자가 직접 실내환경을 조절할 수 없

다는 단점도 있다. 더욱이 사람은 각각의 체형과 체

질에 따라서 다른 온열 만족감을 느낀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고정된 제어에 의한 실내환경은 재

실자의 온열 쾌적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학습집

중력 또는 업무생산성 등이 저하된다.

인체의 온열 쾌적성은 온열감(TSV, Thermal 

Sensation Vote), 쾌적감(CSV, Comfort Sensation 

Vote)과 같은 주관적 쾌적성 측정기법을 이용하

여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생체 전기신호 측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뇌피질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뇌기능의 변화를 관찰하는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phy)와 심장에서 분출되는 혈

액이 유한한 속도로 전달되는 맥동을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측정한 광용적 맥파측정법(PPG, Photo 

plethysmography), 피부온도 등을 이용하여 인체 

쾌적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

다. 최근 삶의 질과 에너지 문제와 연관되어 실내

환경에서 일에 대한 집중력, 업무 생산성 및 쾌적

성을 만족하는 최적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내공간이나 자동차 내에서의 열적 쾌적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대부분 실내 열부하가 크지 않은 건축

물 실내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 내 쾌적성 연구의 경우 건축물 쾌적성 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거나 CFD와 같

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해석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차량에서 운전자의 생

체신호 연구는 주로 졸음감지 및 차량의 디바이스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장시간 운전을 진행하

는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열쾌적성 및 집

중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불쾌적한 온도영역에서 쾌적한 온도대역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동안 주관적인 설문조사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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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의 뇌파와 맥파 등 생체신호를 측정 및 분석

하여 종합적인 열쾌적성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연

구를 소개한다. 

실험 방법 및 조건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과 동일하게 열적 쾌적

성을 위한 연구는 항온항습실에서 실시한다. 실험

에 사용된 실험실의 개략도는 그림 1에 나타내었

다. 시험자는 전실에서 뇌파와 맥파측정장치를 부

착하여 15분간 안정시키고 나서 5분간 혈압과 맥박

을 측정한 후 항온항습실로 입실하였다. 항온항습

실에서는 피험자가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하였다. 난방은 저온변화 실험으로, 15℃로 설정

된 항온항습실로 입실하여 15분간 안정을 취한 후 

2.5℃씩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5분의 온도변화를 

체감하고 10분간 안정 후 27.5℃까지 같은 방법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냉방은 고온변화 실험으로, 

35℃로 설정된 항온항습실로 입실하여 15분간 안

정 후 5분간 자가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뇌파와 맥

파를 측정하였다. 이후 2.5℃씩 온도를 내려가면서 

1번 안정화 과정과 동일하게 22.5℃까지 같은 방법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조건에서 피

험자가 매회 생체신호를 측정할 때마다 주관적 설

문지를 통하여 학습을 수행할 때 피험자 변화도를 

조사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냉방과 난

방 실험 조건과 시간을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난방조건인 저온 불쾌적온도 조건에

서 쾌적온도 대역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와 심장박동의 평균편차 및 온열감과 쾌적감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저온 불쾌적온도 대역인 15℃에서 피험자의 생체

[그림 1]  실험장치의 개략도

<표 1>  공동주택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류

난방실험 
(℃)

냉방실험
(℃)

시간
(분)

15 35 20(S:15, M:5)

17.5 32.5 40(S:15, M:5)

20 30 60(S:15, M:5)

22.5 27.5 80(S:15, M:5)

25 25 100(S:15, M:5)

27.5 22.5 120(S:15, M:5)

S : 대기, M : 측정

(a) 스트레스 지수, 맥파의 평균편차

[그림 2]  난방 시 맥파와 설문조사 결과

(b) 온열감, 쾌적감

설비저널 제  45권 2016년 12월호 29



2016년도 학회상 수상 자료

신호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나 온도가 상승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감

소하여 22.5℃ 조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이

후 25℃ 와 27.5℃ 조건에서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신체의 전체적인 방어 기능성의 

척도인 심장박동의 평균편차(RMSSD)는 초기의 저

온 불쾌적온도 조건인 15℃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쾌적온도 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

승하여 22.5℃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났

다. 온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심장박동 평균

편차를 비교한 결과 22.5℃ 조건에서 심장박동 평

균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온열감은 중

립으로 가장 편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후 높은 온

도에서 심장박동 평균편차가 감소됨과 동시에 피

험자의 주관적 반응에서 약간 덥다고 보고함에 따

라 심장박동 평균편차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온열

감은 중립 조건에 만족하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쾌적감 설문결과와 스트레스 지수 값을 비교

한 결과 20℃∼22.5℃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약간 

감소할 때 쾌적감 설문결과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저온변화 실험에서 피험자의 주관설문 및 맥

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실험 전에 약간 서

늘한 온도로 가정한 22.5℃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심장박동 평균편차와 쾌적감 설문

이 가장 높았고, 온열감 설문이 중립을 신고하여 

중립온도인 25℃보다 신체적 기능이 안정된 상태

로 피험자가 학습에 유리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냉방 시 고온 불쾌적온도 조건에서 

쾌적온도 대역으로 온도를 감소시켰을 때 스트레

스 지수와 심장박동 평균편차, 온열감과 쾌적감의 

주관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피험자가 초기에 

고온 불쾌적온도 대역인 35℃에서 측정한 결과 스

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온도가 낮아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여 25℃ 조건에서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인 이후 22.5℃ 조건에서 다시 약간 증

가하였다. 심장박동 평균편차는 초기의 불쾌적온

도 조건인 35℃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

후 중립온도인 25℃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다. 이는 초기 고온 조건에서 인체가 불쾌함을 느

낌으로 인하여 면역성이 저하되었으나 이후 온도가 

하강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할수록 심장박동이 

안정됨에 따라 신체의 면역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쾌적감 설문결과와 스트레스 지수 값을 비

교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25℃

에서 쾌적감 설문도 가장 높게 신고되었으며 이후 

22.5℃ 온도 조건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상승

하고 쾌적감 설문결과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냉방 시 저온 불쾌적온도 조건보다 초

기 스트레스 지수는 낮은 편이며 그에 대한 변화폭

도 상대적으로 작아 중립온도 조건에서 피험자의 

신체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반면에 심장

박동 평균편차 값은 25℃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온열감 설문은 약간 서늘함을 나타냈다.

그림 4는 난방 시 후두엽의 α파의 뇌파변화와 

(a) 스트레스 지수, 맥파의 평균편차

[그림 3]  냉방 시 맥파와 설문조사 결과

(b) 온열감, 쾌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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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피

험자가 초기에 저온 불쾌적온도 조건인 15℃에서 

집중이 어려운 불쾌한 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온도

가 점차 상승하면서 22.5℃에서 α파의 세기는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후 소폭 감소하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집중도 설문결과와 α

파의 세기를 상호 분석한 결과 22.5℃에서 집중도 

설문결과 및 α파 세기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저온 불쾌적온도 조건에서 실내온도가 약

간 서늘한 조건으로 변화하면서 신체대사 조건이 

안정화되어 후두엽의 α파 성분이 우세해지고 집

중력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는 피

험자 스스로가 체감한 설문지 조사결과에서도 비

슷하다. 실험결과 저온 불쾌조건에서 온도를 상승

시켰을 경우 약간 서늘한 온도인 22.5℃ 조건에서 

최적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환경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조건에서 안정화시킨 후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

키면 높은 집중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냉방 시 후두엽의 α파의 뇌파변화 

및 집중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고온 불쾌적온도 조건 영역인 35℃에서 피

험자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α파와 설문지 조사결

과를 통해 신체가 불안정함과 동시에 집중력이 매

우 낮은 불쾌한 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온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쾌적온도인 25℃에서 최고 값을 

나타내었다. 집중도 설문결과와 α파의 세기를 상

호 분석한 결과 25℃에서 집중도 설문결과와 α파

의 수치가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고온 불쾌

적온도 조건에서 실내온도가 중립온도 조건으로 변

(a) α파 세기

[그림 4]  난방 시 뇌파 및 집중도 분석결과

(b) 집중도

(a) α파 세기

[그림 5]  냉방 시 뇌파 및 집중도 분석결과

(b)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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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신체의 모든 상태가 안정됨과 동시에 집

중력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피험

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고온 

불쾌적온도 조건에서 온도를 하강시켰을 때 중립온

도인 25℃ 조건에서 최적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온

도가 그 이상 상승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집중도

가 흐트러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온에서 저온

으로 변화시킬 경우에는 중립온도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 피험자에게 가장 집중도를 높여 주면서 신체

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맺음말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최근 생체신호를 이

용한 여러 가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열적 쾌적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생활

하는 공간을 제어하는 냉동공조기기와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지며 근래에 활용될 수 있는 자동 공조설비

와 무인자동차 같은 기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와 같이 실제 조건과 같은 

온도, 습도, 복사의 변화나 주어진 복합적인 환경변

화에 따른 인체 온열감에 대한 생체신호를 활용한 연

구는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실험을 통하여 데

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제시한다면 그 활

용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Lee, H. J., Choi, Y. R., Chun, C. Y., 2012, 

Effect of indoor air temperature on the 

occupants’ attention ability based on the 

electroencephalogram analysi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28, No. 3, pp. 217-225.

2.  Lee, H. J., Chun, C. Y., 2010, The effect of floor 

surface temperature on occupant’s relaxation,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30, No. 1.

3.  Kum, J. S., Kim, D. G., Kim, H. C., 2007, A study 

of physiology signal change by air conditioner 

temperature change, Jour. Fish. Mar. Sci. Edu, 

Vol. 19, No. 3, pp. 502- 509.

4.  Kum, J. S., Kim, D. G., Choi, K. H., Lee, N. B., 

Im, J. J., Choi, H. S., Bae, D. S., 2002, Evaluation 

of thermal comfort on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outdoor and indoor thermal conditions 

in summer, Korea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14, No. 11, 

pp. 890-896.

5.  Kim, D. G., Kum, J. S., Park, J. I., 2006, 

Evaluation of thermal comfort during sleeping in 

summer-part Ⅱ : about mean skin temperatures 

and physiological signals -, Korea Journal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18, No. 1, pp. 1-6.

6.  Kim, D. J., Kim, H. H., 2004, Comfortableness 

evaluation method using EEGs of the frontopolar 

and the parietal lobes, Trans. KIEE, Vol. 53D, 

No. 5, pp. 374-379.

7.  Kang, K. N., Song, S. D., 2013, Study on the 

evaluation of amenity and physical characteristic 

of air-conditioning systems applying fluctuation 

characteristic on natural win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29, No. 12, pp. 267-275.
8.  Lan, L., Pan, L., Lian, Z., Lin, H. H. Y., 2014, 

Experimental study on thermal comfort of 
sleeping people at different air temperatures, 
Building and Environment, Vol. 73, pp. 24-31.

9.  Liu, Y., Wang, L., Liu, L., Di, Y., 2013, A study of 
human skin and surface temperatures in stable 
and unstable thermal environments, Journal of 
Thermal Biology, Vol. 38, pp. 440-448.

10.  Nguyen, A. T., Singh, M. K., Reiter, S., 2012, An 
adaptive thermal comfort model for hot humid 
South-East Asia, Building and Environment, Vol. 
56, pp. 291-300.

32 대한설비공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