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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figure out an appropriate pressure level for a body warming base layer, human responses were obser-

ved when the pattern reduction of base layers varied. Under the condition of 2
o

C, 60% RH, 0.1m/s, ten male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with four sizes of experimental vests where heating pads were atta-

ched. The subjective evaluations of the heating vests with different sizes were reported using 7 or 9 point

scales. We simultaneously observed chest, abdomen and scapula skin temperatures and microclimate humi-

dity. It was found that the tight pattern as in the case of A or B provided a warmer subjective sensation and

skin temperature than C or D;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kin temperature at the chest. Eventu-

ally, the chest temperature decreased after about 30 mins of heating; however, temperature of abdomen inc-

reased and indicated that heating with two commercial pads used was inadequate for whole body warming.

The pressure sensation of ‘tight’ was improved after warming the abdomen in a cold environment. Overall,

the gaps beyond the original circumference of the abdomen, as in C or D, were not desirable for the local

heating of abdomen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experiment where walking was included in the protocol.

The experiment garment B with nude waist circumference was the best, and D with the largest ease, was

the worst for a comfortable warming vest.

Key words: Abdomen warming, Heating pad, Base layer, Skin temperature, Pattern reduction; 복부 가온,

발열체, 베이스 레이어, 피부 온도, 패턴 축소율

I. 서 론

최근 산업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로 이상기온

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폭설, 한파 등의 기상이

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체를 혹한으로부

터 보호하면서 체내 온열 생리적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발열 의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부와 밀착

된 센서로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헬스

케어 의류 시장 전망 또한 높아지고 있다(Cho & Cho,

2015a; Kim, 2013). 인체가 한랭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체내 혈류량 감소, 혈관 수축 등의 혈관계 혹은

관절계통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발열 도구를 이용

한 신체 가온과 의복을 통한 보온은 건강증진에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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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발열 기능 의복은 국내 ·외에서도 수년 전부터 다양

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킷 내부의 발열

체에 배터리 전력을 연결한 후 가온하거나, 열선 없는

텍스타일형 발열체와 제어장치를 연동하여 무선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소개된 바 있으며, 극세 가공된

섬유의 응축열을 이용하여 발열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원리를 이용한 발열 의복이 개발되었다. 그 예

로 K2의 ‘볼케이노’, 코오롱의 ‘라이프텍’, 아이리버의 ‘아

발란치’, 블랙야크의 ‘야크온’, 유니클로의 ‘히트텍’ 등이

있다. 그런데 개발 진행된 대다수의 발열 기능성 의복은

겉옷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너웨어 혹은 베이스 레이어

등 인체와 밀착되는 의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wang & Lee, 2013). 외의에서 부여하는 열자

극과 달리 발열체가 접목된 밀착 의복은 인체와 맞닿아

있어 인체 반응과 직결된다. 밀착 의복에서의 발열은 즉

각적인 가온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동

시에 저온화상과 같은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발열

모듈의 주어진 에너지 용량 내에서 바람직한 인체 반응

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특히, 동계 스포츠

활동을 위한 밀착 의복 설계 시 효과적인 가온을 하면서

동시에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심전도와 같이 생체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센서 및 발열체가 각각

인체와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효율적인지 세부

적 연구가 필요하다. Lee et al.(2007)에 의하면 3차원적

형상을 고려한 의복내 부피와 써멀마네킨을 이용한 건

열 저항에 대한 연구에서 공기층의 두께가 일정 한계를

넘으면 보온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의복

과 피부 사이 공기층의 두께와 보온력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피부 모형이나 써멀마네킨, 3D 이미징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다(Choi & Ko, 2007; Hav-

enith et al., 1990; Lee et al., 2010). 그러나, 실제 인체 착

용실험에서 의복의 공기층 두께와 부분 가열의 효율성

을 연계하여 연구한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의복구

성학 및 생리학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의복이 인체에 밀

착되는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보온효과를 관찰한 연구

도 거의 없다고 지적된 바 있다(Cho & Cho, 2015b). 또

한, 각종 생체정보 센서가 부착되는 스마트의류와 발열

체 접목을 염두에 두고, 발열 베이스 레이어의 공기층 두

께를 고려한 연구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추후 심전도 센싱을 위하여 상체 상부는 여유

분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복부에서의 여유분을 변

화시킨 민소매형 베이스 레이어를 제작하고, 저온환경

에서 발열체로 복부를 가온할 때 피부온, 의복 기후 및

주관적 감각을 관찰하여 복부 가온에 적합한 베이스 레

이어의 패턴 축소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패턴 설계 및 실험복 제작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20~30대 한국인 남성 체

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제6차 사이즈코리아(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인체 평균

데이터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사이즈의 남성용 바디

모형을 모델로 선정한 후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에 사용된 소재는 두께 0.53mm, 무게 8g(20×

20cm 기준)의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이 혼용된 신

축성 니트 원단이었다. 실험복 패턴 설계 전, Ziegert and

Keil(1988)이 제안한 20×20cm 벤치마크된 시료에 500g

의 추를 30분 동안 달았을 때 늘어나는 양으로 시료의 신

장율을 측정하였다. 신장율 계산식은 <Eq. 1>과 같다.

...... Eq. 1.

E' = length of the extension

E = original length

패턴의 폭에 변화를 주기위해 <Eq. 1>을 이용하여 시

료의 신장율을 측정한 결과 코스방향으로 35%였다. 축

소 패턴은 <Fig. 1>처럼 젖가슴아래둘레 기준으로 가슴

과 복부를 구분하여 코스방향 신장율(% Z applied)을 다

르게 적용하여 총 4종의 실험복(A~D)를 제작하였다(Ta-

ble 2). 먼저 본 연구의 초점이 복부 패턴에 따른 인체 반

응이기 때문에 복부의 패턴을 단계별로 조정하였다. 그

리고 실험복 종류가 컴프레션웨어가 아닌 내의용 베이

스 레이어기 때문에 실험복 A는 소재 신장율의 30%를

Fabric Extension %( ) 100
E′ E–

E
-------------⎝ ⎠

⎛ ⎞×=

Table 1. Body model used in this study and reference

sizes from the 6th Size Korea

Measurement
Size Korea Body model

(cm)Mean (S.D.)

Chest circumference 95.90 (6.40) 95.0

Bust circumference 92.70 (6.90) 90.5

Waist circumference 82.40 (8.70) 78.0

Hip circumference 94.60 (5.80)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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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축소하였고, B는 축소 없이 인체 누드 사이즈

를 사용하였으며, C는 소재 신장율의 30%를 적용하여

확대하였다. 그러나 D는 보다 차이를 확연하게 하여 대류

현상이 생기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소재 신장율의 100%

를 적용하여 확대하였다. 반면 가슴 패턴은 추후 심전도

센서의 밀착을 위해 실험복 A, B는 소재 신장율의 30%

를 적용하여 패턴을 축소하여 밀착시켰다. 그리고 실험

복 C와 D는 복부 패턴과의 균형을 위해 각각 인체 누드

사이즈와 소재 신장율의 50%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참

고로 적용 신장율에 따른 부위별 패턴 축소율(% Pattern

size from nude body)도 <Table 2>에 제시하였다. 형태상

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실험복은 A이고, A에서 D로

갈수록 패턴 축소율은 작아지며 인체와 의복 간 여유분

은 증가하였다(Table 3). 패턴 축소는 Yuka CAD 프로그

램에서 작업하였으며 인체 동작 시, 발열체 이탈, 겹침

등을 방지하고자 발열체 고정 주머니를 상하 2개로 나

누어 제작하였다.

Table 2. Reduced patterns using % Ziegert and Keils' extension ratio and actual reduced percentiles of patterns

Type
Chest Abdomen

% Z applied % Pattern size from nude body % Z applied % Pattern size from nude body

A −30 089.5 −30 089.5

B −30 089.5 0 100.0

C 0 100.0 +30 117.5

D +50 117.5 +100 130.0

Table 3. Patterns and subjects wearing four experimental garments

Type A B C D

Yuka CAD

Chest 89.5%,

Abdomen 89.5%

Chest 89.5%,

Abdomen 100.0%

Chest 100.0%,

Abdomen 117.5%

Chest 117.5%,

Abdomen 130.0%

Experimental

garments

Fig. 1. Positions of heating panels and a dividing line

for different reduction rates of the chest and

abdome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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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열체 위치는 성인 남성의 냉점분포와 관련된

선행연구(Murata & Iriki, 1974; Strughold & Porz (as ci-

ted in Choi & Seol, 1999))를 참고하여 <Fig. 1>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상반신의 가슴, 복부, 등 부위 중 공통

적으로 냉점분포가 가장 컸던 복부로 선정하였다.

2. 피험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IRB 인증(과제번호 201608-SB-034-01)

받은 후, 연구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한 신체 건강한 20~30대 남성 10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3. 실험프로토콜

실험은 2±0.5
o

C, 60±5% RH, 0.1m/s의 인공기후실 환

경에서 진행되었다. 비교적 추운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고어텍스 소재의 바람막이 재킷과 나일론, PET, 폴리우

레탄이 혼용된 기모바지를 각 실험복과 함께 착의하도

록 하였다. 각 피험자의 실험 참여일수는 총 2일이었고,

1일 실험복 두 벌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라틴스

퀘어법을 적용하여 실험복 순서에 따라 인체 반응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발열체(Heating Pad,

Bandi, Co Ltd., Korea)는 인체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

는 유연한 타입으로 실험복 주머니 안에 위치시켜 피부

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
o

C, 60% RH,

0.1m/s 환경에서 발열체의 과열, 집열 현상 여부를 검증

하기 위해 발열체 표면 위 5위치에서 온도 측정을 실시

하였다. 열선이 지나가는 위치에서는 최대 42.1
o

C, 가장

자리에서는 최소 34.1
o

C로 발열체 내 측정위치에 따라

그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39.4
o

C 수준의 온도로 발현되

어 피부 접촉 시 안전성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배터

리(GLI7426, RoHS, Co Ltd., China)는 용량 2600mAh, 무

게 100g 표준형으로 CE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실

험은 한 벌당 총 8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실험프로토콜

은 <Fig. 2>와 같다.

실험 전, 운동부하를 높여 신체 조건을 일관되게 하고

자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의 웜업(Warm up)을 실시

한 후 준비실(24
o

C, 55% RH)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

도록 하였고 준비실에서 1차 주관적 압박감 평가를 실

시하였다. 주관적 압박감은 가슴과 복부, 상체 전체에 대

한 압박 정도를 평가하였다. 24
o

C, 55% RH의 준비실에

서 복부를 가온하지 않은 상태와 2
o

C, 60% RH, 0m/s의

인공기후실에서 복부를 가온했을 때의 가온 전후를 비

교하고자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평

가 후 각 부위에 온 ·습도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모든 피

복류를 착용하고 나서 인공기후실에 입실하였다. 입실

하고 복부를 가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주관적 평가(온

열감, 쾌적감)를 진행한 후, 발열 모듈의 전원을 켰다. 온

열감은 복부, 등, 손, 발, 상체 전체에 대해 9점 척도로,

쾌적감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주관적 평

가가 끝난 3분 뒤, 복부 가온과 동시에 트레드밀에서 6km/h

속도로 10분간 걷기 실시하였다. 걷기 시작 5분 후 3차 주

관적 평가(온열감, 쾌적감)를 실시하였고, 10분간 걷기를

끝내고 4차 주관적 평가(온열감, 쾌적감)를 진행하였다.

4차 평가 후 10분간 서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10분

뒤 5차 주관적 평가(압박감, 온열감, 쾌적감)를 진행하고

퇴실하였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느끼는 착용감, 온랭

감, 활동감, 압박감 등 주관적으로 느끼는 모든 쾌적 감

각인 종합적 쾌적감에 대해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하도록 하였고, 주관적 온열감과 같은 시점에서 총 4번

평가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주관적 감각평가의 척도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유기술응답은 실험

종료 후 준비실에서 편안하게 앉아, 저온의 환경에서 각

실험복을 착의했을 때의 착용느낌이나 장 ·단점을 자

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한편 온 ·습도 센서 부착 후부터 동체 전면에서는 가

슴과 온열 자극을 가하는 복부에서, 후면은 견갑 쪽에서

온 ·습도 측정기(Thermistor, LT-8AB, Gram, Co., Japan)

를 이용하여 실험복별 피부온과 의복최내층 습도 변화

를 관찰하였으며, 실험복과 외의 사이 가슴 부위에서 의

복 기후도 함께 측정하였다(Fig. 3).

4. 자료의 분석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 22.0을 이용하였다. 온

Table 4.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

Subjects Mean (S.D.)

Height (cm) 177.80 (3.90)

Weight (kg) 070.80 (7.20)

Chest circumference (cm) 094.80 (4.90)

Bust circumference (cm) 091.30 (5.20)

Waist circumference (cm) 080.20 (7.00)

Hip circumference (cm) 097.7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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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주관적 온열감, 종합적 쾌적감은 실험복 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

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압박감은 복부 가

온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고,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통해 실험

복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온 ·습도 변화

각 실험복을 착의하고 인공기후실에 입실한 후, 발열

체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 전(Baseline data:

Fig. 2. Experimental protocol.

Table 5. Scales of subjective sensibility evaluation

Scale Thermal sensation Scale Pressure sensation Scale Wear comfort

−4 Very cold −3 Too tight −3 Very uncomfortable

−3 Cold −2 Tight −2 Uncomfortable

−2 Cool −1 Slightly tight −1 Slightly uncomfortable

−1 Slightly cool 0 Fit well 0 Neutral

0 Neutral 1 Slightly loose 1 Slightly comfortable

1 Slightly warm 2 Loose 2 Comfortable

2 Warm 3 Too loose 3 Very comfortable

3 Hot

4 Very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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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ating)과 복부를 가온하는 운동기(During exercise),

운동 후 휴식기(During rest)로 3시점을 구분하여 가슴과

복부, 견갑 부위의 피부온과 의복최내층 상대습도 그리

고 베이스 레이어와 외의 사이의 의복내 온 ·습도 변화

를 관찰하였다. 부위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대표적

인 예는 실험복 B에 대한 결과로 <Fig. 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가슴과 견갑 피부온, 가슴 부

위에서의 의복내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 초기

보다 온도가 점차 하락하였고, 발열체가 위치한 복부에

서는 온도가 점차 상승하였다. 즉, 발열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부에는 가온효과가 있었으나 복부를 제

외한 동체 전반이 충분히 가온되지는 않았다.

<Table 6>은 유일하게 실험복 간 차이가 있었던 복부

피부온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온 전 baseline에서의 온

도, 운동 중, 휴식 중의 온도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식

<Eq. 2>를 통해 가온 전 baseline에서의 온도를 기준으

로 각 시점(운동 중, 휴식 중)별 온도와의 차이값(ΔTe,

ΔTr)을 통해 축소율이 다른 A~D 4종의 실험복이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원분산분석으로 알아보았다.

ΔTe는 10분간의 운동 중, 중앙 구간 6분의 온도를 평균

한 값과 30초간의 baseline 온도를 평균한 값과의 차이

값이며, ΔTr은 10분간의 운동 후 휴식 중, 중앙 구간 6분

Fig. 3. Measurement locations of temperature & humidity.

Fig. 4. A general tendency for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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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를 평균한 값과 30초간의 baseline 온도를 평균

한 값과의 차이값이다.

ΔT (
o

C) = T' − T ...... Eq. 2.

T' = Temperature during exercise or rest

T = Temperature before heating (baseline)

그 결과, 복부 피부온의 ΔTe에서 실험복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패턴 축소율이 큰 실험복 A 착의 시 복부

피부온이 2.76
o

C 높아지고, D는 오히려 0.17
o

C 감소하였

다.

실험복 A, B, C는 초기 가온을 하지 않은 baseline보다

운동을 하거나 운동 후 휴식 시에도 계속 가온함에 따라

복부온이 점차 상승하였으나, 실험복 D는 트레드밀에서

6km/h의 속도로 운동 중일 때 온도가 하락했다가 휴식

시 다시 온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인체-의복 간 여유분이

큰 실험복 D의 경우 운동 중 복부와 의복 간 공기층이

커짐에 따라 대류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Choi

& Lee, 1992; Fourt & Hollies, 1970).

<Fig. 5>는 각 실험마다 가온하기 전 30초간의 baseline

온도에서 가온시점에 따라 변화된 복부 피부 온도값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운동 중 평균 온도와 baseline 평균

온도를 차이 내면 실험복 A와 C, A와 D 간 복부 피부온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9). 즉, 패턴 축소율이 큰

실험복 A 착의 시 운동 시 복부 피부온이 높아졌다. 휴식

시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A와 B가 다소 높아지는 경

향을 유지하였다.

반면, 부위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습도 변화는 대표적

인 예로 실험복 B에 대해 <Fig.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발열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상대습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유량이 큰 복부 부위에서는 운동 시 대

류 현상으로 습한 공기가 외부로 잘 빠져나가 실험 초기

40% RH이었던 의복내 습도는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Eq. 3>을 이용하여 가온 전 실험 초기 30초간의 base-

line 습도 평균값과 운동기, 휴식기의 중앙 구간 6분의 평

균 습도값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ΔH (%) = H' − H ...... Eq. 3.

H' = Humidity during exercise or rest

H  = Humidity before heating (baseline value)

A~D 실험복 착의 후 인체 부위에서 인체 피부면과 의

복내 상대습도(베이스 레이어-외의 사이)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저온의 환경인데다가 운동강도가 작아 상체 전

반에서 상대습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고 그 변화도

견갑 부위를 제외하고는 유의차는 없었다.

2. 주관적 온열감

복부, 등, 손, 발, 상체 전체에 대한 온열감 결과는 유

의차가 있었던 복부만 <Table 7>에 나타내었다. 복부에

서는 패턴 축소율이 크고 신체에 밀착될수록 따뜻하다

Table 6. Abdomen temperature changes depending on experimental garments in climatic chamber (2
o

C, 60% RH,

0.1m/s)

Part of body Time
Mean temperature of experimental garment (S.D.)

F
A B C D

Abdomen skin

temperature

Baseline data

(No heating)
33.05 (1.55) 33.38 (1.70) 33.80 (2.77) 33.38 (1.21)

During exercise

(Heating)
35.81 (2.53) 35.09 (2.77) 34.40 (2.23) 33.21 (1.35)

During rest

(Heating)
36.77 (2.66) 37.08 (3.05) 36.79 (3.43) 36.33 (2.35)

ΔTe 2.76a (1.67) 1.71ab (1.82) 0.60b (3.14) −0.17b (1.22) 3.786*

ΔTr 3.73 (1.94) 3.70 (2.10) 3.00 (3.89) 2.96 (2.59) 0.243*

*p<.05

a, b: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ΔTe (
o

C) = Exercise mean temperature - Baseline temperature (initial mean temperature)

ΔTr (
o

C) = Rest mean temperature - Baselin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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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4: Very hot, 3: Hot, 2: Warm, 1: Slightly warm, 0: Ne-

utral, −1: Slightly cool, −2: Cool, −3: Cold, −4: Very cold)

응답하였고, 패턴 축소율이 작고 신체에 덜 밀착될수록

서늘하다고 반응하였다. 복부를 제외하고 등, 손, 발, 상

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Fig. 7>에서 보듯이 트레드밀에서 6km/h

의 속도로 걷는 운동기인 SE 3에서 실험복 A와 C, A와

D, C와 D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 유의수준

p=.018의 운동 종료 직후 휴식기인 SE 4와 유의수준 p=

.048의 휴식안정기인 SE 5에서는 실험복 A와 D, B와 D

간 유의한 차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실험복 D보다 A와

B가 더 따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운동 시 실험복 간 차

이가 컸고 그 차이는 휴식기인 SE 5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패턴 축소율이 클수록 의복이 신체에 더 달

Fig. 5. Result of abdominal skin temperature using Δ value.

Fig. 6. A general tendency for change of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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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붙으면서 복부에 부착한 발열체 또한 함께 밀착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가온수준이 달라 실험복마다 그 반응

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3. 주관적 압박감

주관적 압박감에서는 전반적으로 A는 타이트하다, D

는 헐렁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패턴 축소의 비율

에 따라 예상하였던 바이므로 가온 전후의 차이를 주목

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의복 간 차

이를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 분석결과, 실험복 A는 다른

실험복들에 비해 유의차 상관없이 가온 전후의 시점에

서 압박감이 가장 높았다(Fig. 8). A 착용 시 복부가 가온

전에는 조인다(−2)와 약간 조인다(−1) 사이였으나, 가온

후에는 압박감이 현저히 줄었다. 반면에 실험복 D는 가

온 전이나 후에 모두 느슨한 쪽으로 평가되었다.

4. 종합적 쾌적감 및 자유기술형 응답

종합적 쾌적감은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이는 피

험자마다 쾌적감에서 차지하는 주된 감각이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피험자 1은 압박감에

쾌적감의 의미를 크게 부여했을 때 추운 환경에서 온열

Table 7. Result of one-way ANOVA of thermal sensation                                  (N=10)

Part of body Time
Garment (Mean (S.D.))

F
A B C D

Abdomen

Subject evaluation 2

(No heating)
.50 (1.08) .50 (0.53) .60 (0.52) −.10 (0.74) 1.818***

Subject evaluation 3

(Heating)
2.00a (0.67) 1.70ab (0.48) 1.20b (0.63) .50c (0.97) 8.505***

Subject evaluation 4

(Heating)
2.30a (0.67) 2.10a (0.57) 1.90ab (0.74) 1.20b (1.03) 3.837***

Subject evaluation 5

(Heating)
2.20a (0.63) 2.10a (0.32) 1.90ab (0.57) 1.50b (0.71)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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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4: Very hot, 3: Hot, 2: Warm, 1: Slightly warm, 0: Neutral, −1: Slightly cool, −2: Cool, −3: Cold, −4: Very cold

Fig. 7. Thermal sensation of experimental garments in abd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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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반응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쾌적감에서

불쾌하다고 응답할 수 있으며, 피험자 2는 운동 중 발한

시 실험복이 젖었다고 느꼈을 때, 온열감 및 압박감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어도 종합적 쾌적감의 주관점이 아

니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실험복

B의 각 시점별 종합적 쾌적감은 발열체를 작동하기 전

인 SE 2를 제외하고 실험복 A보다 쾌적감 응답이 긍정

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유기술형

응답에서는 피험자 10명이 실험복 4종을 입고 총 40회

의 실험을 진행했을 때, 12회(실험복 A, B, C, D에서 각

3회 씩) 복부 가온과 동시에 등 부위를 가온하기 희망하

였고, 15회(실험복 A, B에서 각 3회, C에서 4회, D에서

5회) 손이 너무 시리다는 의견이 있었다.

2
o

C, 60% RH, 0.1m/s으로 설정된 인공기후실 입실 후

각 실험복 착의 후 인체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패턴 축

소율이 가장 큰 실험복 A 착의 시 총 소름 3회, 오한 4회,

근육떨림 1회 반응하였으며 가슴과 등, 복부, 겨드랑이

등 상체 전반에서 3회 발한하였다. 실험복 B에서는 총

소름 4회, 오한 1회, 근육떨림 1회로 실험복 A보다 오한

을 덜 느꼈으며, 발한은 실험복 A와 같은 부위에서 4회

땀이 났다고 응답하였다. 실험복 C는 소름과 오한 한 차

례씩 반응하였으나, 발한 반응은 실험복 A와 B처럼 가

슴, 복부, 등에서 3회 나타났다. 패턴 축소율이 가장 작은

실험복 D 착의 시 총 소름 7회, 오한 3회, 근육떨림 3회

로 추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발한은 1회로 다

른 실험복보다 비교적 낮은 횟수의 반응을 보였다. 결과

적으로 인공기후실 입실 후 가온하기 전인 SE 2에서 소

름, 오한 반응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실험복 4종 모

두 운동기인 SE 3에서 발한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슴과 복부 부위의 축소율이 다른 복

부 가온형 실험복 4종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주관적 온열감에서는 복부에서 대체로 실험복 A와

D, B와 D 간 유의한 차이가 났다. 패턴 축소율이 큰 실

험복 A와 B는 발열체가 인체와 밀착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주관적 압박감에서 패턴 축소율이 큰 실험복 A와

B는 2
o

C, 60% RH, 0.1m/s의 저온환경에서 가온하면 타

이트했던 압박감이 완화되었다. 이것이 가온 때문인지,

시간이 흘러서 적응이 된 것인지는 추후에 더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종합적 쾌적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으나 각 시점에서 실험복 D가 쾌적감이 좋다고 응답하

였다. 이는 밀착 의복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남성을 대상

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각

피험자마다 종합적 쾌적감을 판단하는 대표감각이 다르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운동기 복부에서 실험복 A가 C와 D보다 피부온이

높은 것은 복부의 주관적 온열감 반응 경향과 같으나, 그

외 가슴과 견갑, 가슴 부위에서의 의복내 온도는 의복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의복 종류에 따른 복부의 가

온이 동체 내 다른 신체 부위나, 사지말초부 등으로 연결

되지는 않았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복부온은 점차 높

아졌으나, 가슴과 견갑, 가슴 부위에서의 의복내 온도는

의복 간 차이도 없었고 온도도 서서히 떨어졌다. 미세

기후 습도는 운동 시 견갑 부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험

Fig. 8. Comparison of pressure s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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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A와 B는 가슴 상부의 패턴 설계가 같으므로 추후 심

전도 측정 시 같은 밀착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가슴과 복부의 패턴이 누드 사이즈보다 크고 밀착

성과 고정력이 없는 실험복 C나 D는 생체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부착이나 체온조절을 위한 가온용으로는 적

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움직임으로 벤틸레이

션이 작용하여 불규칙한 온도 경향을 보이는 운동기는

제외, 운동 후 휴식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슴과 견갑,

복부의 피부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실험복 B와 C

이며, 주관적 온열감 또한 실험복 B가 우수한 편에 속하

였다. 실험복 B의 주관적 압박감은 가슴, 복부, 상체 모

두 가온 전후 압박감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발열 의복용 기초 패

턴으로는 실험복 B의 축소율을 선정하기에 무난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밀착형을 선호하는 스포츠형 남성에게

는 실험복 A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실험은

0.5m/s 이하의 불감기류의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후

속연구에는 바람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발열체

의 위치를 변화하거나 추가하여 인체의 생리적 반응 변

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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