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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 스트레스(또는 고온 환경)에 의한 생리적 반응 측정 실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Jacpuot et 

al., 2014; Shimazaki et al., 2014; Wang and Hu, 2016), 폭염과 같은 고온 환경 조건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
른 생리학적 요소 변화나 주관적 감각(subjective sensations)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고온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30℃ 이상의 기온에 사람이 노출되었
을 때, 인체 생리학적 요소와 열적 인지도에 대해 실시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고온 환경에서 기온이 증가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과 열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은 2016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2일

간 대구시 서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의 인공기후실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0명의 
20대 남성으로 한국표준체형을 만족하고, 심장 또는 뇌 계통의 질환 등 실험 참가 시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
는 지원자로 선발하였다. 실험은 휴식 및 적응기, 고온 환경 실험기, 휴식 및 회복기로 구성되며, 하루 동안 
피험자는 동일한 실험 2회를 반복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은 심박수, 심부온도, 피부온도, 신진대사량, 열적쾌적
도 관련 설문조사이다. 

3. 결과 및 고찰
인체 생리학적 요소 중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심부온도와 평균피부온도의 경우 t-test 분석 결과, 기온 35℃

에서 측정된 값이 30℃에서 측정된 값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심박수의 경우에도 유의한 증가를 나
타냈다. 즉, 기온 외의 실험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심부온도, 피부온도, 심박수의 유의미한 증가는 기온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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