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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CBR)
protective clothing by selecting the ventilation position to optimize thermal comfort on the basis of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part. Participants were eight men in their 20s who had previously worn CBR protective
clothing. After vigorous exercise and perspiration, the microclimate of the clothing and skin temperature was
measured. Results revealed that when the ventilation zipper was opened after exercising, the skin and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tures, which had increased during the exercise, decreased in the chest and shoulder blade
regions. The clothing microclimate humidity decreased in the chest area. The change was greatest in the chest
region; the skin temperature decreased by 0.2°C, the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ture by 2.7°C, and the
clothing microclimate humidity by 3.2%RH through ventilation. Thus, the opening that allows the exchange of
accumulated heat and moisture while wearing the CBR protective clothing is efficient.
Key words: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protective clothing, Ventilation, Heat stress, Clothing
microclimate; 화생방보호의, 환기, 열적 스트레스, 의복 미세기후

I. 서

론

에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도 준다. 구
성원인 인간이 다양한 위험 환경과 접하게 되면, 1차
적으로 위험 요소에 대응하여 신체를 보호해주는 특
수 작업복을 착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특수 작업복으
로는 소방복, 농약 방제복, 화학 방호복, 의료용 방호
복, 방진복, 군복, 산업 안전복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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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효율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2021)은 보텍스 튜브를 적용한 에어냉각조끼를 개
발하여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인을 위한 열적 스트레
스 저감 작업복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농약 방제복,
의료용 방호복, 우주복 등의 특수 작업복에 냉각수, 냉
각공기, 환기 팬 등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
(Holmér, 2006; Jung et al., 2020; Nishihara et al., 2002;
Yi et al., 2017)도 있으나, 군사 목적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보호성능을 갖춘 화생방보호의에 관한 적극적인
열적 스트레스 경감 시스템 적용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었다. 화생방 전투 상황에서 개인을 보
호하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인 화생방보호의는 타 보
호복보다 완벽한 차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착용 후
다양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병사는 열적 스
트레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끼고(Lee et al., 2022), 이
는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에 화생방보호의 착용에 따른 열적 스트레스 경감을 위
해 소재 개발 중심의 연구(Kang et al., 2012; Lee, 2017;
Maddah, 2020)가 진행되어 왔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소재를 통한 해결 방안은 그 효과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인 해결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육군을 대상으로 반팔 내의전투복-화생방보호의가 겹으로 착용되었을 때 의복 환
경학 측면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반팔
내의-전투복-화생방보호의 착용 상황에서 동작 후 회
복 시 환기 부위의 개폐 여부에 따른 피부표면온도, 의
복내 기후, 주관적 감각을 측정하여 추후 쾌적성 증대를
위한 화생방호의의 시스템 개발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야만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작업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Chung et
al., 2006). 특히, 재난과 위험이 대형 · 복합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갖는 작
업복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와 관
련된 연구가 대부분 보호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져 유해물질 차단 성능이 향상된 소재 개발 및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Choi et al., 1987; Han et al., 1998; Sohn
& Choi, 2001). 그런데 유해물질 차단에만 집중하다보
니 차단 성능은 우수하나, 착용자의 쾌적성에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즉, 특수 작업복을 착용하게 되면 체내
열생산 증가 및 체열 발산의 저하로 체내에 과도한 열
축적이 초래되고,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알게 되었다(Bang, 2018). 게다
가 여러 겹으로 구성된 전신 보호복에 후드,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의 장비까지 착용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
욱 커지게 된다(Jung et al., 2020). 예를 들어, 전투복을
착용하고 실외 군사 훈련을 하는 군인 중 연간 2,000건
이 넘는 열적 스트레스 질환 관련 환자가 있음이 알려
졌고(Armed Forces Health Surveillance Center, 2012),
소방관 7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열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해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Tochihara et al, 2005). 또한, 다른 특수 작
업복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동작 편의성과 더불어
열적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Bang, 2018; Choi et al, 2002; Kim et al.,
2021; Kim & Bae, 2013; Lee et al., 2022).
따라서, 최근에는 실내 · 외 작업자의 열적 스트레스
관련 질환 저하 및 예방, 그리고 열적 스트레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열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Bang(2015)은 소방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15분
동안 작업 시 얼음조끼를 이용한 능동적 냉각방법이
체온과 피로수준의 저감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고,
Eom and Lee(2019)는 더운 환경에서 팬의 부착 위치
가 다른 조끼 착용 시 인체 착용 효과를 분석하여, 팬이
뒤허리 부위에 위치하는 것이 온열감을 감소시키고
쾌적감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Kim et al.
(2019)은 소방관의 열적 스트레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노멕스 냉각셔츠를 기존 소방용 방화

II. 연구방법
1. 피험자 및 실험 의복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IRB 승인(2021
03-SB-039-01)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피험
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최근 6개
월 이내 화생방보호의 착용 후 전투 훈련을 실시한 경
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의 20대 남성 평균 치수에 해당하
는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인당 1일 2회 실험에 참

복 내부에 착용하고 모의 소방작업 활동 시 기동성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피로도 등이 감소되어

여하였고, 평균 신체 치수는 <Table 1>과 같았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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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dimension of male subjects in their 20s (Subjects vs. KATS, 2015)

N=8

Mean (S.D.)
Height (cm)

Weight (kg)

Chest cir. (cm)

Waist cir. (cm)

Hip cir. (cm)

KATS (2015)

173.9 (±5.7)

72.4 (±12.1)

96.2 (±7.6)

81.3 (±9.5)

96.1 (±7.1)

Subject

175.1 (±6.3)

67.6 (± 7.0)

90.6 (±2.0)

77.1 (±3.6)

92.9 (±3.8)

cir.: circumference

개발 중인 것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3겹 구조로
겉감은 발수발유 코팅한 폴리에스터/면, 안감은 나일
론 트리코트, 흡착 소재는 활성탄소섬유였다. 다만, 화
생방보호의는 방독면까지 착용해야하나, 본 실험에
서는 방독면 대신 화생방보호의의 후드 입구를 안면
과 밀착시키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복은 반팔 내의, 전투복, 화생방보호의였고, 반팔 내의
와 전투복은 현재 육군에서 착용하는 제품이었다. 다
만, 화생방보호의는 효율적인 환기 위치 확인을 위하
여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설계하였는데,
현용 화생방보호의의 착용 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요
구사항을 도출한 후(Lee et al., 2022) 유해물질 차단 성
능, 치수 적합성, 동작 적합성, 착 · 탈의 편의성, 착용감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작되었다. 이때, 환기 위치는
인체 땀 발생 빈도가 높으면서(Smith & Havenith, 2011),
선행연구의 환기에 효과적인 위치(Kim & Cho, 2014;
Yeon & Kim, 2005; Zhao et al., 2022) 중 육군 훈련 동작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Lee et al., 2022) 목옆, 상의 겨
드랑이, 하의 대퇴 부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환기 부
위는 모두 개방 시 효과가 크다고 언급되어(Chu, 2000;
Yoo & Kim, 2001), 실험 시 동시에 열고 닫았다. 소재
는 현재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에서

2. 실험 순서
실험은 <Fig.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험자
는 준비실(26±1°C, 50±10%RH, 0.1 m/sec)에서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부와 전투복 위에 온 · 습도 센서를 부착하고, 화
생방보호의를 착용한 후 5분 동안 안정을 취하였으며,
이후 인공기후실(25±1°C, 45±1%RH, 0.2 m/sec)로 이
동하였다. 인공기후실에 입실한 후 의자에 앉아 편안
한 자세로 다시 5분간 안정을 취하고, 1차 주관적 평가
를 실시하였다. 1차 주관적 평가가 끝난 후 트레드밀
(Treadmill)에서 7 km/h 속도로 15분간 운동을 한 후 환
기 부위를 모두 열거나 닫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5분간
회복기를 가졌다. 이때, 온도와 습도(25±1°C, 45±1%
RH)는 동일하였으나, 풍속은 환기를 위해 3 m/s가 되도
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2차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부표면온도와 의복내 온 · 습도는 인공기후실 입
실 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화생방
보호의 겉면온도는 운동 후와 운동 후 5분간의 회복기
가 끝난 다음에 열화상이미지로 얻었다. 실험이 끝나
면, 피험자는 착용했던 모든 실험 의복을 탈의한 후 편
안한 생활복을 착용하고, 1시간 이상 충분한 안정을
취하였다. 그 후 여벌로 준비된 반팔 내의, 전투복, 화
생방보호의를 착용하고, 동일한 실험을 다시 한번 진
행하였으며, 환기 개폐 여부는 앞서 실시한 실험과 반
대로 진행하였다.

Opening location

Fig. 1. Technical flat of experimental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protectiv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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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room

Climate chamber

26±1℃,
50±10%RH,
0.1 m/sec

25±1℃,
45±1%RH,
0.2 m/sec

Wear experimental clothing & sensors
attachment
0

Treadmill exercise
(7 km/h, slope 3%, running)

Rest
20

25±1℃,
45±1%RH,
3 m/sec

25

Recovery

Exercise end

●

Acquisition of thermogram image
Evaluation of subjective sensation

45 (min.)

40

Exercise start

Measurement of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Recovery

●

●

●

●

●

●
● : Analysis

location

Fig. 2. Experimental process.

3. 측정 장비 및 측정 위치

온도 센서의 부착 위치는 가슴, 견갑, 허벅지 부위로
피부와 전투복 위에 각각 3점씩 총 6점이었고, 습도 센
서의 부착 위치는 전투복 위에 가슴, 견갑, 허벅지 부위
로 총 3점이었다. 그리고 화생방보호의 겉면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E75(FLIR System, Inc., USA)를 이
용하여 온도이미지를 획득하였고, 분석 부위는 앞서

피부표면온도와 의복내 미세기후는 온 · 습도 측정
기(Thermistor, LT-8AB, Gram, Co., Japan)를 이용하여
1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되었으며, 센서 위치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Chest

Temperature
sensor
(chest, shoulder
blade, thigh
three points)

Shoulder
blade

Temperature
sensor
(chest, shoulder
blade, thigh
three points)

S
k
i
n

Humidity sensor
(chest, shoulder
blade, thigh
three points)

Thigh

Short sleeve
T-shirts

Combat
uniform

Temperature sensor (℃)

CBR
protective
clothing

Humidity sensor (%RH)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Fig. 3. Location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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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온 · 습도 측정 위치와 동일하였다. 같은 부위에서 피
부표면에서부터 최외층 화생방호의까지의 온도 측
정은 온도 변화 추이 관찰에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투복과 화생방보호의 사이의 의복 ‘미세기후젖음
(miroclimate wettedness)’은 <Eq. 1.>로 계산하였다.
주관적 감각 측정 항목은 온열감, 습윤감, 무게감, 전
반적인 쾌적감이었으며, 총 2회(운동 시작 전, 운동 후
회복 시)에 걸쳐 실시되었다. 모든 항목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온열감은 1점 매우 춥다, 4점 보통이다, 7
점 매우 덥다, 습윤감은 1점 매우 건조하다, 4점 보통
이다, 7점 매우 습하다, 무게감은 1점 매우 가볍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무겁다, 전반적인 쾌적감은 1점
매우 불쾌하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쾌적하다로
평가하였다.
Wm = (Pm – Pa)/(Pms – Pa)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SPSS 26.0 Statistics(IBM,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기 부위 개
폐 유무에 따른 피부표면온도, 의복내 미세기후, 주관
적 온열감, 습윤감, 무게감, 전반적인 쾌적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환기 부위 개폐 유무에 따른
주관적 감각은 t-검증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05였다.

III. 연구결과
1. 피부표면온도 변화
피부표면온도는 피험자가 인공기후실에 입실한 후
부터 실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측정하였
고, 이에 대한 인체 부위별(가슴, 견갑, 허벅지) 데이터
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환기 부위 개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해 분
석은 부위별 각각 시작온도를 일치시켜 운동 시작, 운
동 끝, 운동 후 회복 지점에서만 실시하였다(Fig. 5).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서가 부착된 모든 부
위에서 운동 시작부터 운동이 끝날 때까지 피부표면
온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승 정도는 약 2.0°C

...... Eq. 1.

Wm: 미세기후젖음(Microclimate wettedness)
Pm: 미세기후 실제 수증기압(Vapor pressure in microclimate, mmHg)
Pa: 공기중의 실제 수증기압(Vapor pressure in air,
mmHg)
Pms: 미세기후 포화 수증기압(Saturated vapor pressure in microclimate,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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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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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in.)

Open (t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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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verall skin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open/closed of ventilation z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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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should blade)

34

Open (thigh)
Closed (thigh)

32

Exercise start

Exercise end

Recovery

Fig. 5. Skin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open/closed of ventilation zipper.

Bang(2015)은 얼음조끼를 착장하고 훈련을 한 후

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산소를 소비하는 운동을
수행하면 그 80%가 열로 변환이 되고, 이때, 발생한 열
은 피부면의 혈류량 증가나 땀의 증발로 열을 잃기 때
문에 온도 상승을 낮추어 준다(Yoshimitsu & Narihiko,
2010/2013). 따라서 운동 후 환기 지퍼를 모두 열고, 회
복기를 갖게 되면 발한이 촉진되어 상승되었던 피부
표면온도가 낮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슴 부위의 온도는 35.8°C에서 35.6°C로 0.2°C 하강하
였고, 견갑 부위의 온도는 36.1°C에서 36.0°C로 0.1°C
낮아졌다. 반면, 운동이 끝난 후 환기 지퍼를 닫고, 회
복기를 가지면 가슴, 견갑, 허벅지 모든 부위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가슴은 36.2°C에서 37.1°C로
0.9°C 상승하였고, 견갑은 35.7°C에서 36.4°C로 0.7°C,
허벅지는 34.9°C에서 35.5°C로 0.6°C 상승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환기 지퍼를 열면 상승되었던 피부
표면온도가 떨어져, 환기가 열적 스트레스 감소에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의 겨드랑이와 목옆 부
위는 열적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허벅지의 경우 환기가 피부
표면온도의 하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피험자가 운동이 끝난 후 의자에 앉아 회복
을 하면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더라도 허벅지
부위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예측
된다. 즉, 대류 현상은 5.0 mm 이상의 공기층이 있어야
효과적인데(Zhang et al., 2022), 무릎과 오금의 구부러
진 형상으로 의복내 공기층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
으로 회복 시 ‘다리를 펴시오’라는 가이드를 제공하던
지, 혹은 환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회복기에 접어들면 상승했던 고막온도가 0.8°C 하강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얼음조끼가 심부온도를 효과적
으로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Jung et al.(2020)
은 냉각액체조끼 착용 시 평균 피부표면온도가 1.9°C
정도 저하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얼음이나, 냉각액
체에 의한 전도는 피부표면온도 감소에 직접적 역할
을 하나, 본 연구의 대류는 땀의 증발을 돕는 역할로 피
부표면온도 하강에는 상대적으로 미비함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얼음이나 냉각액체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액화로 인한 무게감, 짧
은 냉각 유지 시간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
환경, 동작에 따라 대류가 필요한 적절한 상황도 있다
고 생각된다.

2. 전투복내 의복온도 변화
전투복내 의복온도 변화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 시작부터 운동이 끝날 때까지 피부표면온
도와 마찬가지로 약 2.0°C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다. 그런데 운동이 끝난 후 환기 지퍼를 열고 회복기를
가지면 가슴과 견갑 부위의 의복온도가 각각 33.6°C
에서 30.9°C, 35.3°C에서 35.2°C로 2.7°C, 0.1°C 하강
하였다. 다만, 허벅지 부위에서는 지퍼 개폐 유무에 상
관없이 의복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9)은 소방용 방화복 내 새롭게 개발한 노멕스
냉각셔츠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 가슴 부위 의복내
온도가 평균 2.0°C 이상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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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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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change between the combat uniform and CBR protective clothing
according to open/closed of ventilation zipper.

연구에서도 대류에 의해 2.0°C 이상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퍼를 닫아도 전투복 표면의
가슴과 견갑 부위에서 의복온도가 약간 하강하여 피
부표면온도의 변화 양상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환기 지퍼 개폐에 따른 온도 변화가 가장
컸던 가슴 부위에서 피부-전투복 표면-화생방보호의
표면까지의 온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Fig. 7). 운동 끝 시점에서는 환기 지퍼 개폐에 상관없
이 피부-전투복 표면-화생방보호의 표면의 온도가 유
사하나, 운동 후 회복 시 환기 지퍼를 열게 되면 닫은 상
태보다 가슴 부위의 피부표면온도, 전투복과 화생방

보호의 표면온도 모두 약간 하강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즉, 운동 후 회복하는 동안 환기 지퍼가 닫혀 있으
면 피부표면온도가 높아 열적 스트레스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동 후 회복 시 환기 지퍼를 열면 피부
와 전투복 표면의 온도차는 4.7°C, 전투복 표면과 화생
방보호의 표면 온도차는 1.4°C였고, 환기 지퍼를 닫으
면 피부와 전투복 표면의 온도차는 4.6°C, 전투복 표면
과 화생방보호의 표면의 온도차는 1.5°C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기 지퍼 개폐에 상관없이 피부와 전투복
표면의 온도차, 전투복 표면과 화생방복호의 표면온
도차가 유사하여 환경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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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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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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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
uniform

CBR
protectiv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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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
uniform

CBR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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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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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end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Fig. 7. Temperature change of skin-combat uniform-CBR protectiv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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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운동 시작, 운동
끝, 운동 후 회복 지점에서만 실시하였고, 부위별(가
슴, 견갑, 허벅지)로 각각 습도를 일치시킨 후 그래프
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운동을 하면 모든 부위에서 습
도가 약 10.0%RH 상승하였고, 운동 후 환기 지퍼를 열
고 회복을 취하면, 가슴 부위의 의복습도만 76.1%RH
에서 72.9%RH로 3.2%RH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Kim et al.(2020)의 연구에서 온실 환경 작업
자의 열적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보텍스 튜브를 통해
냉각액을 적용한 농작업용 조끼를 착용 후 작업 시 기

부로부터 외부로 열이 방산되는 열전달 정도는 차이
가 없으나, 운동 후 회복 시 환기 지퍼를 닫으면 피부표
면온도가 높기 때문에 신체가 느끼는 열적 스트레스
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3. 전투복내 의복습도 변화
전투복내 의복습도 또한 전투복내 의복온도와 동
일하게 피험자가 인공기후실에 입실한 후부터 실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으나<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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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verall humidity change according to open/closed of ventilation z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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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umidity change according to open/closed of ventilation z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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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지퍼 개폐 유무에 따라 <Table 3>에 제시한 바와

존 작업복 대비 의복내 평균 습도가 12.3%RH 감소했
다는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이기는 하지
만, 대류에 의해서도 습도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운동 후 환기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회복
기를 가지면, 가슴, 견갑, 허벅지 3부위 모두 습도가 상
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슴 부위는 76.5%RH
에서 78.0%RH로 1.5%RH 상승하였고, 견갑 부위는
83.7%RH에서 87.3%RH로 3.6%RH 상승하였으며, 허
벅지 부위는 76.9%RH에서 78.1%RH로 1.2%RH 상승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견갑 부위의 전투복
내 의복습도는 가슴과 허벅지 부위보다 2~3배 정도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투복과 화생방보호의 사이의 의복 미세기
후젖음을 계산한 결과, 지퍼를 열면 0.08, 지퍼를 닫으
면 0.34 값이 도출되어 지퍼를 닫고 있으면 약 4배 정도
습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
나, 환기 지퍼를 열면 온열감, 습윤감, 무게감은 감소
하였고, 전반적인 쾌적감은 향상되었다. 즉, 온열감은
운동이 끝나고 회복 시 환기 지퍼를 열면 온열감을 덜
느꼈다. 다만, 환기 지퍼 개폐에 상관없이 4점(보통) 이
상의 온열감을 느껴, 보다 쾌적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습윤감도 마찬가지로 환기 지퍼를 열면 습
윤감을 덜 느끼고, 무게감 역시 환기 지퍼를 열었을 때
가 닫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보다 무게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쾌적감의
경우 환기 지퍼를 열면 4.3점으로 보통보다 높았으며,
닫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4.0점으로 쾌적감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표면온도와 전투
복내 의복온 · 습도는 주관적 평가 결과와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주관적 평가

IV. 결
주관적 평가는 총 2회(운동 시작 전, 운동 후 회복
시) 실시하였다. 먼저, 운동 시작 전의 주관적 감각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게감은 보통 이하로
느끼고, 보통 이상의 온열감과 습윤감이 있다고 하였
으나, 보통 이상으로 쾌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고 회복을 취하게 되면 화생방보호의의

론

본 연구에서는 반팔 내의-전투복-화생방보호의가
겹으로 착용된 상황에서 운동 후 회복 시 화생방보호
의 부위별 환기 지퍼의 동시 개폐 여부에 따른 피부표
면온도와 전투복내 의복온 · 습도 및 주관적 감각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Table 2. Subjective evaluation of CBR protective clothing before exercise

N=8

Mean (S.D.)

Evaluation item

Ventilation zipper open or closed

Thermal sensation

4.5 (±1.1)

Wet sensation

4.6 (±0.6)

Weight sensation

3.9 (±0.6)

Overall comfort

4.8 (±1.0)

Table 3. Subjective evaluation of CBR protective clothing according to the ventilation zipper open/closed after
N=8
exercise

Evaluation item
Thermal sensation

Mean (S.D.)

t

Ventilation zipper open

Ventilation zipper closed

5.1 (±0.8)

5.6 (±1.1)

2.525

Wet sensation

5.5 (±0.9)

5.8 (±0.7)

.019

Weight sensation

3.9 (±1.0)

4.1 (±0.8)

.167

Overall comfort

4.3 (±1.3)

4.0 (±1.3)

.209

– 844 –

반팔 내의-전투복-화생방보호의 시스템에서 환기가 열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첫째, 화생방보호의의 환기 지퍼 개폐에 따른 피부
표면온도 분석 결과, 운동 후 회복 시 공기의 유입이 없
으면 피부표면온도가 지속적으로 약 0.6°C 이상의 상
승이 발생하는 반면에 환기는 피부표면온도를 하강시
켜 효율적인 열적 스트레스 해소 방안임을 확인하였
다. 다만, 허벅지 부위의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회복 시 무릎을 구부린 자세와 전투복 하의가 상
의에 의해 겹쳐져 공기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온도 변화가 컸던 가슴 부위에서 피부-전투
복 표면-화생방보호의 표면까지의 온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환기 지퍼 개폐에 상관없이 온도차가 유
사하여 환경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피부로부터 외부로
열이 방산되는 정도는 차이가 없으나, 환기 지퍼를 열
면 피부표면온도가 닫았을 때보다 낮아 열적 스트레
스를 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투복내 의복온 · 습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기 지퍼를 열고 운동 후 회복하면, 전투복 표면 가슴
부위 의복온도의 하강폭이 2.7°C로 매우 컸다. 마찬가
지로 습도의 경우에도 가슴 부위의 의복습도의 하강
율이 3.2%RH 높았다. 그리고 견갑 부위의 전투복내
의복습도는 가슴과 허벅지 부위보다 2~3배 정도 높아
열적 스트레스가 가장 클 수 있는 부위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전투복과 화생방보호의 사이의 미세기후젖
음을 통해 환기는 약 4배 습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셋째, 주관적 감각 평가 분석 결과, 환기는 온열감과

주입되는 바람의 온도를 낮추는 등 보다 효과적인 방
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반팔 내의, 전투복, 화생방보호의가 겹으
로 착용되는 시스템에서 운동과 휴식에 의해 변화되
는 신체 및 의복내 미세기후 조건을 확인하고, 주관적
감각과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류의 열
적 스트레스 해소 정도를 얼음이나 냉각액체에 의한
효과와 비교하였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화
생방보호의 특성상 외부의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차단
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겉면에 지퍼를 삽입
할 수 없어, 밀폐 조건에서 안쪽에 환기 도구 접목 시의
변화 양상은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피험
자가 20대 남성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데이
터도 수집해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현
재 설정한 환경 조건보다 더욱 다양한 온 · 습도와 풍
속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획득하여 유사
한 조건의 특수 작업복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
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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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2R
1C1C2011204).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Project number: 912762101).
2. 연구윤리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생명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음(승인 번호 202103-SB-039-01).

습윤감, 무게감을 덜 느끼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인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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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건은 목과 겨드랑이 위치에서 바람이 제공되면
기존 연구의(Jung et al., 2020; Kim et al., 2020) 얼음이
나 냉각액체조끼의 효과와 유사하게 가슴과 견갑 부
위 피부표면온도 및 전투복 내 의복온 · 습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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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투복의 목 부
위 개구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유동의 이동이 가장 원
활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적극적 열적 스트레스
해소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방법으로
는 주관적 감각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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