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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에 의한 인체 압박이 수면시의 체온 리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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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kin pressure by wearing all-in-one on the
rhythm of body temperature such as skin and rectal temperature which play a crucial role in the nocturnal rhythm. Five
healthy female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s subjects. The experimental clothing was an all-in-one, one of the foun-
dation, which is worn for shaping the body. The total experimental periods were 5 days. On the 1st day, subjects did not
wear the all-in-one (None), and they wore it for about 12 hours per day from 2nd to 5th day (Wearing1~4). Skin and rectal
temperature were measured during the entire experimental days to figure out the rhythm of body temperature during
sleep. When subjects wore the all-in-one, the gradients of the forearm and calf skin temperature at the sleep onset were
significantly smaller than “None”. It indicated that the rise of extremities' skin temperature was low on the
“Wearing1~4”. The decline of rectal temperature in “Wearing 1~4” was smaller than “None”. Therefore, the skin pres-
sure by all-in-one may cause the temperature of extremities' skin and rectum to change, resulting the fluctuation of the
circadian rhythm, finally it could have effects on the rhythm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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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비율의 체형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

심으로 보정성·기능성 파운데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파운데이션이란 기초, 토대라는 의미를 가지며 복장을 정

돈하는 기본이 되는 속옷으로, 체형을 가다듬고 몸 전체의 곡선

을 보정하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초의류를 의미한다. 즉,

파운데이션은 신체에 밀착하여 완전히 신체의 일부와 같은 움

직임을 갖는 제2의 피부의 역할로, 체형을 가다듬어 몸 전체의

곡선을 보정하여 몸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안영숙, 1987).

의복 착용시 신체가 신축변형을 일으킬 때 착용한 의복이 피

부변형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면 신체는 압박감을 느끼고 그

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한다. 파운데이션류에 의한 의복압은 이

상압(異常壓)으로 간주되어져 왔으며, 르네상스시대 이후부터

19세기 말경까지 착용되었던 강철제의 견고한 코르셋을 비롯하

여 현대 의복에서 착용되는 파운데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압박은 골격·내장 등의 물리적 변형뿐만 아니라 호흡·소화·

순환 기능 등의 생리적 장애를 초래한다. 또한 지속적인 의복

압에 의한 피부온의 변화로 열손실의 메카니즘을 변화시키고 그

로인해 심부온의 일내리듬을 변화시켜 수면 리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피부온의 변화 중 사지부는 열손실 메카니즘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Aschoff & Heise, 1972), 사지부의

피부온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써 심부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Lee et al., 2001). Murphy and Campbell

(1997)은 심부온의 급속한 하강이 수면 개시의 가능성을 증가시

키고 숙면에 이르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고하였고,

Cagnacci et al. (1992)는 심부온와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은

반대의 관계를 보이므로 수면 개시 시점에서 심부온이 하강할

때 멜라토닌 호르몬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수면

중 사지부 피부온의 증가로 인체의 열발산이 증가하고, 결과적

으로 수면시 심부온의 감소가 더욱 커지게 되고 수면 중 생산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증가로 숙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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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압에 의한 생리적 장애에 관한 연구로는, 의복압이 분비

샘을 자극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하여 인체의 타액

분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Tokura, 1989; Mitsuno

& Ueda, 1998; Okura et al., 2000), 브래지어로 인한 의복압이

자율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Miyatsuji et al., 2002),

커프스의 압박이 타액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Okura et

al., 2000), 보정용 브래지어로 인한 압박이 배설량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0b), 의복압이 음식물의 장 내 이

동 시간과 배설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Takasu et al.,

2000) 등이 있다.

피부온과 수면 리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2001)은 파운데이션 착용이 수면시의 하지부 피부온을 급격

히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열손실의 변화가 증가되

면서 심부온이 높을 레벨을 유지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

기 때문이다. Kräuchi et al.(1999; 2000)은 손과 발의 피부온

과 체간부 근처의 피부온의 차이는 수면의 개시와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과 발의 피부온은 잠들기 전에 증가하는

데, Magnussen의 연구(Raymann et al., 2007, 재인용)에서는

혈관 확장과 사지부 피부온의 증가는 “수면 준비”를 의미한다

고 하여 수면에 대한 피부온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

한 수면 직전 사지부의 피부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

(Heuvel et al., 1998)가 이루어졌다. Kräuchi et al.(1999;

2000)은 체간부의 피부온에 대한 사지부의 피부온의 비율이 수

면 개시에 대한 최고의 생리적 예측 도구라고 언급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브래지어나 거들 등의 파운데이

션 착용으로 발생하는 의복압이 인체의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는 사지부의 피부온이 수면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 착용으로 인해 발

생하는 압박이 피부온 및 심부온과 관련한 수면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인체 압박-체온리듬-수면

리듬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체형 보정을 위해 착용되는 파운데

이션의 한 종류인 올인원의 착용으로 인한 인체 압박이 수면

리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지부의 피부온 및 심부온 등

의 체온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및 측정 조건

피험자는 건강한 성인 여성 5명(나이 25.4±6.80세, 신장

164.3±4.38 cm, 체중 57.36±3.52 kg, mean±SD)으로 하였으며,

실험 전 모든 피험자에 대해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에 대

한 동의를 얻어 여성의 생리리듬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난포

기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평소 올인원을 착용하지 않

는 습관을 가진 자로서, 실험 기간 동안 술, 담배 등의 섭취를

금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삼가도록 하였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

을 하도록 하였다.

Table 1은 실험의복의 사이즈와 치수의 범위에 대해 나타내

고 있다. 실험 의복은 파운데이션의 한 종류인 올인원으로 하

였으며 각 피험자의 체격에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사용된 사이즈는 80AL, 80BL, 80CXL이다. 치수 표시 방법에

서 “80AL”의 경우, “80”은 밑가슴둘레, “A”는 윗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의 차이로 설정되는 컵사이즈, “L”은 엉덩이둘레를

의미한다. 컵사이즈에서 “A”는 윗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의 차

이가 약 10 cm, “B”는 약 13 cm, “C”는 약 15 cm이고, 엉덩

이둘레를 의미하는 “L”과 “XL”은 그 범위가 각각 약

85~95 cm, 88~98 cm에 해당된다. 실험 의복으로 사용된 올인

원의 부위별 의복압의 정도는 피험자가 올인원을 착용하고 직

립 자세에서 Fig. 1에 나타난 부위에 대해 에어백 방식의 의복

압 측정기(AMI 3037, AMI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의

복압을 측정하고 부위별로 의복압의 범위를 표시하였다. 어깨

끈, 허리 옆, 뒤 엉덩이 햄라인 부위의 의복압이 40 gf/cm2 이

상으로 가장 압박이 높고, 윗가슴, 복부, 등중심, 뒤허리 중심

부위의 의복압이 10~20 gf/cm2 정도로 가장 압박이 낮았다.

실험 프로토콜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실험 기간

은 총 5일로, 처음 1일은 올인원은 착용하지 않는 날로

“None”으로 칭하였고 다음 2일에서 5일까지 4일 동안은 하루

Table 1. Size and range of the experimental garment 

Size Underbust (cm) Underbust-Bust (cm) Hip (cm)

80AL 78~83 around 10 85~95

80BL 78~83 around 13 85~95

85CXL 83~88 around 15 88~98

Fig. 1. The clothing pressure of experimental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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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 12시간씩 올인원을 착용하는 날로 “Wearing1~4”로 칭하

였다. 본 실험에서의 1일간은 아침 07:00에서 다음날 아침

07:00까지로 정하였고, Fig. 2의 실험 프로토콜에 나타난 black

bar는 올인원 착용시간을 나타낸다. 피험자는 평소 올인원을 착

용하지 않는 자로 “None”은 올인원 착용으로 인한 체온 리듬

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1일만 측정하고, “Wearing”은 올

인원 착용으로 인한 연속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일 동안

측정하였다. 실험은 평상시 피험자의 생활환경에서 필드 실험

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취침은 약 밤 10~11시 사이, 기상은

약 오전 6~7시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2. 측정 항목

수면시의 체온 리듬을 파악하기 위해 피부온과 심부온을 측정

하였다. 피부온은 Ramanathan의 4점 측정법을 이용하여 가슴,

전완, 대퇴, 하퇴의 피부표면에 센서를 부착시켜 피부온 측정기

(LT-8A, Gram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1일 24시간 동

안 10분 간격으로 전체 실험기간 5일 동안 연속 측정하였다.

직장온은 직장온 센서에 비닐커버를 씌우고 통증 없이 부드

럽게 잘 삽입되도록 의료용 바세린을 가볍게 도포한 후 직장내

12 cm까지 삽입하여 직장온 측정기(LT-8A, Gram Corporation,

Japan)에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피부온과 동일하게 전체 실험기

간 5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피부온

Fig. 2. Experimental protocol.

Table 2. The change of extremities' skin temperature during sleep  

None Wearing1 Wearing2 Wearing3 Wearing4

Forearm Min. Temp.(oC) 30.70 31.93 31.62 31.17 32.03

Time(hh:mm) 22:00 22:50 23:20 21:50 21:30

Max. Temp.(oC) 35.14 34.65 33.99 34.40 35.03

Time (hh:mm) 01:10 01:50 01:10 00:40 00:10

Difference (oC) 4.43 2.72 3.14 3.23 3.01

Grade 0.233 0.151 0.215 0.189 0.188

t-value 124.17*** 6.43* 30.82*** 36.12***

Calf Min. Temp.(oC) 32.13 32.44 31.95 32.48 32.14

Time (hh:mm) 22:50 21:10 21:00 22:40 18:40

Max. Temp.(oC) 35.06 34.62 34.38 34.63 34.86

Time (hh:mm) 01:20 00:40 01:00 01:00 00:10

Difference (oC) 2.92 2.18 2.43 2.15 2.71

Grade 0.195 0.104 0.101 0.153 0.082

t-value 160.50*** 249.37*** 20.58** 243.66***

notes: "t-value" means the difference of grade between "None" and "Wearing1~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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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부온의 데이터는 30분 간격으로 평균한 값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각 데이터는 정규성 검정을 확인하였으며 수면개시

시점의 사지부 피부온의 기울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None

과 Wearing의 기울기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들의 유의차 검정은 유의확률 5%에서 실

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신체 4부위의 피부온 중에서 열손실

메카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지부 피부온(Aschoff

& Heise, 1972)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완과 하퇴 부위의

피부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지부 피부온의 증가 또는 감

소를 통해 인체의 열교환량은 크게 변화하고 이것이 심부온을

결정한다(Lee et al., 2001). 사지부의 피부온이 증가함으로써

인체의 열발산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시 심부온의 감소

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체가 수면 개시에서 사지부

의 피부온 상승이 두드러지면 심부온의 하강도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수면 개시에서의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사이의 관계

는 수면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Table 2는 수면시의 전완과 하퇴 부위 피부온의 변화를 나타

낸 것으로 피험자의 수면 개시 시점에서 최저 온도와 시각, 최

고 온도와 시각을 나타내었다. Murphy and Campbell(1997)은

심부온의 급속한 감소는 수면 개시를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보고하였고, Lee et al.(2000a)은 파운데이션을 착용한 경우 수

면 개시의 시점에서 다리 부위 피부온의 증가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지부의 피부온이 상승

하고 심부온이 하강하는 시점을 수면의 개시 시점으로 정하였

고, 수면의 개시 시점에서 사지부 피부온의 최저 온도와 시각

에 대한 최고 온도와 시각의 기울기를 회귀분석으로 파악하여

Fig. 3에 나타내었고 그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로 수면에 신속

히 진입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Table 2와 Fig. 3을 통해 전완 부위 피부온의 결과를 살펴보

면, None의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가 4.43oC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기울기 또한 0.233으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파운데이션 착용시(Wearing1~4)의 최

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는 None의 온도 차이보다 작게 나

타났고 기울기는 None의 기울기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하퇴 부위 피부온의 결과를 살펴보면, None의 최저 온도와 최

고 온도의 차이가 2.92oC로 Wearing1~4보다 크게 나타났고 기

울기는 0.19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Kräuchi et al.(1999; 2000)은 멜라토닌 호르몬과 빛의 역할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지부의 피부온과 체간부

근처의 피부온의 차이(Distal-Proximal temperature Gradient;

DPG)를 계산하였는데, DPG는 신속한 수면 개시를 위한 가장 중

요한 생리적 예측 도구라고 언급하면서 수면의 시점에서 사지부

의 혈관 확장이 증가할수록 인체가 잠이 드는 시간이 짧아진다

고 보고하였다. 사지부의 피부온은 수면 직전에 증가하는데,

Magnussen의 연구(Raymann et al., 2007, 재인용)에서는 혈관

확장으로 인한 사지부 피부온의 증가는 “수면 준비”를 의미한

다고 언급하며 수면에 대한 피부온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보고

하였다. Heuvel et al.(1998)은 손 부위의 피부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심부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수면의 개시를 의

미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수면의 개시에서 전

완과 하퇴 부위의 피부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지부의

피부온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Takagi

(1960)는 의복압이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가해질 때 인체 상부

의 피부온은 양쪽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러

한 결과는 피부 혈관을 자극하는 교감 신경계의 활발한 활동으

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파운데이션을 착용한 경

우 수면 개시 시점에서의 사지부 피부온의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가 작고 그 기울기가 작게 나타나 Takagi(1960)의

Fig. 3. The minimum-maximum skin temperature grade at forearm and c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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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3과 Fig. 4는 파운데이션 착용시와 비착용시의 심부온

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Fig. 4에서 Wearing의 경우 시간에

따른 심부온의 변화를 None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Wearing 1~4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None의 경우 수면 개

시 시점의 최고 온도는 37.45oC, 최저 온도는 36.43oC로 그

온도 차이는 1.02oC로 나타났고 기울기는 0.0729로 Wearing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Wearing의 경우 그 온도 차이와

기울기가 모두 None보다 작게 나타났다. 수면 개시 시점에서

None의 사지부 피부온의 상승도와 심부온의 하강도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Heuvel et al.(1998)은 손 부위의 피부온이 유의

하게 증가하고 심부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수면의 개시

를 의미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수면 개시

시점에서 사지부 피부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심부온이 유의하

게 감소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면 중

사지부 피부온의 증가로 인체의 열발산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시 심부온의 감소가 더욱 커지게 되고 수면 중 생산되는 멜

라토닌 호르몬의 증가로 숙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Cagnacci
et al., 1992; Murphy & Campbell, 1997). Cabanac et al.

(1976)에 의하면 심부온에서는 비록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인체

의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수면 개

시의 시점에서 파운데이션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심부온의

감소가 파운데이션 착용시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Murphy and Campbell(1997)은 심부온의 급속한 감소는 수면

개시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숙면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2000a)은 파운데이션을 착용한 경우 수면 개시의 시

점에서 다리 부위 피부온의 증가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

는 수면 개시의 시점에서 심부온의 감소 정도가 둔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면서 파운데이션의 착용으로 인한 인체 압박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Dahl et al.(1993), Park and Tokura(1998)은 피험자가 낮

시간 동안 희미한 불빛에 노출된 경우 밤 시간대의 심부온 하

강도를 감소시키고 수면시 증가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하여, 낮 시간 동안의 빛의 강도가 수면시의

심부온 하강도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바 있다. Jeong and Kim(2009)은 지속적인 파운데이션 착

용으로 인해 수면시 심부온 감소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수면시

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인체

의 일내 리듬과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가 낮 시간 동안 파운데이션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수면 개시에서의 심부온의 감소가 유의하게 크게 나

타났으므로 수면시의 멜라토닌 분비량 또한 감소한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빛의 강도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 밝힌 올인원 착용에 의한 인체 압박은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부온을 변화시키고 수면시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 리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파운데이션 착용시에 수면 개시 시

점에서 전완과 하퇴 부위 피부온의 증가 현상이 둔화되었고 심

부온의 하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파운데이션 착용으로

인한 압박이 인체의 일내 리듬 및 수면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

Table 3. The change of rectal temperature during sleep

None Wearing1 Wearing2 Wearing3 Wearing4

Rectum Max. Temp.(oC) 37.45 37.45 37.29 37.38 36.90

Time(hh:mm) 22:00 21:40 21:10 20:20 23:30

Min. Temp.(oC) 36.43 36.53 36.84 36.55 36.25

Time (hh:mm) 00:20 00:20 00:20 00:00 01:30

Difference (oC) 1.02 0.92 0.45 0.83 0.65

Grade 0.0729 0.0575 0.0237 0.0377 0.0542

t-value 20.58** 580.49*** 248.07*** 67.52***

notes: “t-value” means the difference of grade between “None” and “Wearing1~4”.
      ** p<0.01 *** p<0.001

Fig. 4. The rhythm and minimum-maximum temperature grade at
re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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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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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체형 보정을 위해 착용되는 파운데이션의 한

종류인 올인원의 착용으로 인한 인체 압박이 수면 리듬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지부의 피부온 및 심부온 등의 체온 리

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파운데이션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압박이

피부온 및 심부온과 관련한 수면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복-체온변화-수면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동

안 시도되지 않았던 독창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지부의

피부온이 증가함으로써 인체의 열발산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시 심부온의 감소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인체가 수면 개시

에서 사지부의 피부온 상승이 두드러지면 심부온의 하강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수면 개시에서의 최고 온도

와 최저 온도 사이의 관계로 수면을 예측한 독창적 연구 방법

을 사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운데이션의 한 종류인 올인원을 착용하였을 경우, 수면 개

시 시점에서 전완과 하퇴 부위 피부온의 증가 기울기가 올인원

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나 사지부

피부온의 증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부온의 감소량 또한

올인원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파운데이션의 착용으로 인한 인체 압박은 수면시의 사지부 피

부온과 심부온의 변화를 가져와 인체의 일내 리듬의 변동을 초

래하고 결과적으로 수면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4일 동안 파운데이션을 연속 착용한 결과를 분석

하여 단기간의 착용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파운데

이션 연속 착용을 통한 인체 압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주관적 감각의 한 종류인 수면감 측

정과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피부온, 심부온, 수면 리듬과의 관

계를 규명한다면, 의복에 의한 인체 압박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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