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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및 피부온 분포를 적용한 흡한속건 T-Shirts의 착용생리반응

하지현·김희은

경북대학교 의류학과/장수생활과학연구소

Physiological Responses of Quick Absorbing/Drying T-shirts Designed with 

Sweating and Skin Temperat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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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physiological responses on T-shirts manufactured with selected
functional materials by body parts which were selectioned on the distribution of sweating and temperature change. Seven
healthy men in twenties were participated in a climate chamber of 27±0.5

o
C and 50±1%RH. Three kinds of T-shirts

named 'D1', 'D2' and 'Poly' were used as experimental clothings. Four kinds of functional materials of quick absorbing/dry-
ing were uesd in all section in 'D1', but two kinds of functional materials used partially in 'D2'. 'Poly' T-shirts used only
polyester. In an experimental schedule of 90 minutes, which were consisted of 'Rest', twice of 'Exercise' and twice of
'Recovery' periods, the subjects walked on a treadmill with 60% of VO2max. As a physiological responses, the micro-
climate temperature, surface temperature(skin, clothing) and sweat rate were measured. Temperature regulation was
kept well in 'D1' rather than other T-shirts. The quick absorbing/drying T-shirts showed its performance well as the exer-
cise goes on the second half. With these results in mind, 'D1' will be more effective for long hours exercise such as climb-
ing rather than short hours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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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생활환경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지역이

라도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한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의복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보조하고 쾌적성을 유지시켜 주

는 역할을 한다(中橋美智子, 吉田敬一, 1998). 의복은 추위와 더

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

어야 하는데 신체가 물이나 땀에 의해 옷이 젖은 상태가 되면

젖은 옷은 피부에 달라붙어 옷과 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추위를 느끼게 하며 심부온을 저

하시킨다. 또한 운동으로 인해 땀이 발생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데 신체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분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되도록 하는 흡

한속건의 기능은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Ueda et al., 2006). 

의복에 흡수되는 발한량은 직물의 물리적 특성이나 의복의

디자인, 공기 중의 습도, 기류 등의 환경요인이 관여한다(염희

경, 최정화, 1992). 연령에 따라서도 땀샘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한량이 감소하고(Inoue et al., 1991) 계절에 따라서 부위별로

발한량이 달라진다(Inoue et al., 1995). Havenith et al.(2008)

에 의하면 운동시 상체의 경우 성별에 따라 발한량이 다르고

부위별로도 다르다. 또한 발한량은 운동강도에 따라 신체부위

별로 다르다(Kondo et al., 1998). 의복은 외부의 온도 변화뿐

만 아니라 부위에 따라 다른 발한량에 대처하고 피부온을 유지

시키는 기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피부온은 서모커플(thermocouple)이나 서미스터

(thermistor)등의 접촉형 온도계를 피부에 부착시켜 측정하는 방

법이 많이 이용되나, 피부면에 장착하는 그 자체가 피부온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부온의 전체적인 분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中橋美智子, 吉田敬一, 1998). 따라서 최

근에는 신체 접촉 없이도 체온을 측정할 수 있고 한 번의 촬

영으로 전체 온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서모그래피가 실용화

되고 있다.

서모그래피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Clark et

al.(1977), Nakayama et al.(1981), Torii et al.(1992), 는 서모

그래피를 이용하여 피부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아람(2009)

은 서모그래피를 사용하여 운동 전 후의 피부온의 변화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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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발한분포 모델을 연구하여 운동시 피

부온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의복은 부위별로 다른 피부온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피부와 접한 의복의 소재성능이 피부온을 변화시키며 의복

의 쾌적성을 좌우하므로(中橋美智子, 吉田敬一, 1998), 성능이

다양한 고기능성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고기능성 소재

를 이용한 아웃도어제품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소

재의 물리적 특성만을 평가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의복 착용에 따른 인체 생리반응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로 Bakkevig and Nielsen(1994, 1995)는 텍스타일

의 구조와 인간의 체온조절 반응과 열적 쾌적감에 관한 연구,

Ha et al.(1995)는 섬유 소재특성에 따른 온열생리반응에 관한

연구, Park et al.(2006)는 야구복에 사용된 소재의 차이가 투

구 스피드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소재와 온열생리반응과의 관계를

의복 전체에 단일한 소재를 사용한 의복에 대한 연구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어, 부위에 따른 발한 및 피부온 분포를 고려하여

부위별로 소재를 다르게 사용한 의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 전후의 신체 부위별 발한 및 피

부온 분포영역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 서로 다른 흡한속건 소재

를 조합하여 제작한 스포츠웨어의 착용실험을 통해 인체 생리

반응을 평가하고자 하여 체온조절에 효율적인 스포츠웨어 제작

의 기초자료로 쓰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피험자

본 실험에는 신체 건강한 20대 남자 대학생 7명이 피험자(연

령: 25.0±1.41세, 키: 175.7±2.06 cm, 체중: 67.7±2.63 kg,

BMI: 21.9±1.12, BSA; 1.8±0.03)로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실험 방법 및 실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실험 기간 동안 금주·금연

을 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삼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식후 2시간 경과 후에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여 대사

활동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였다. 체온의 일내리듬을 고려하여

같은 시간대에 총 3회의 의복착용실험을 실시하였고 각 실험

간에는 최소 2일의 휴식기간을 설정하였다.

2.2. 실험의복

실험의복의 제작을 위해 선행연구의 발한 분포(Havenith et

al., 2008)와 피부온 분포(이아람, 2009)를 바탕으로 구획을 설

정한 티셔츠 디자인 선을 도출하여 물리적 특성을 달리하는 소

Fig. 1. 3종 실험의복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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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사용한 긴팔 실험의복(개발1 티셔츠, 개발2 티셔츠, 폴리

티셔츠)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1>에 도식화를 나타내었다. 

실험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물리적 특성을 <표 1>에 나

타내었다.

흡한속건 폴리에스테르 소재 4종(A1, A2, A3, A4)과 일반

폴리에스테르 소재 1종(A5)이다. ‘개발1 티셔츠’는 부위별 발한

및 피부온 분포에 따라 구획을 나눠 흡한속건 소재 4종을 조합

하여 제작하였으며, 흡수성과 통기성이 필요한 겨드랑이 부분

과 발한량이 가장 많고 온도가 가장 높은 등 윗 부분과 등 중

앙 부분에 5종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 특성 조사 결과 ‘투습도’,

‘공기투과도’ 그리고 ‘흡수속도’와 ‘건조속도’에서 가장 좋은 결

과를 나타낸 A1를 사용하였고 온도가 가장 낮은 배부분에 예

비실험결과 주관적 감각 평가에서 보온성이 가장 좋다고 답한

A2,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A3와 A4를 조합해 제작하였다. ‘개

발2 티셔츠’는 A1와 A5 2종의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발한량이

가장 많고 온도가 가장 높은 등 중앙 부분과 흡수성과 통기성

이 필요한 겨드랑이 부분에만 A1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

격측면에서 유리한 A5를 사용하여 효율성과 구매성을 고려하

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폴리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A5를 의복 전체에 사용하여 비교군으로 제작하였다.

실험시에는 반바지, 양말, 운동화를 기본 의복으로 착용하였

으며, 그 위에 실험의복으로 T-Shirts를 착용하였다.

2.3. 실험방법

실험은 27±0.5
o
C, 50±1%RH로 설정된 인공 기후실에서 20

분간의 Rest기, 20분간의 Exercise 1기, 10분간의 Recovery 1

기를 보내고 이어서 20분간의 Exercise 2기와 20분간의

Recovery 2기로 총 9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는 Rest기,

Recovery기에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Exercise

기에는 VO2max 60% 수준의 Treadmill 운동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으로 의복내 온도는 피부 온도 측정기(LT-8B, Gram

Corp.,Japan)를 사용해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표면온도는

적외선 카메라 (Infrared thermographic camera, T-200 (FLIR

System, Sweden)를 사용하여 서모그래피로 도출하였으며 피부

표면온도는 ,  지점에서 일시 탈의하여 촬영하였고, 의복

표면온도는 ①~⑥ 지점에서 착의 상태로 촬영하였다. 전신 발

한량은 인체 천평(Mettler Toledo ID3, Germany)를 이용하여 실

험 전후의 체중차에서 계산하였으며, 무효발한량은 실험시 착용

한 의복과 수건에 뭍은 땀량을 의미한다. 국소 발한량은 환기캡

슐법을 이용한 발한량 측정기(SKD -2000 Perspiration Meter,

Skinos Co., Ltd Japan)로 전완 부위에서 4회 측정하였다. 

실험 프로토콜은 <그림 2>와 같다. 

2.5. 데이터 분석

표면온도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Quick Report

Software(FLIR System, Sweden)로 분석하여 색상에 따른 온도

 

 

Table 1. 소재의 물리적 특성 

샘플 A1 A2 A3 A4 A5

혼용률(%) 폴리에스테르100
폴리에스테르46.5

코코나 53.5
폴리에스테르100

폴리에스테르92

폴리우레탄8
폴리에스테르100

두께(mm) 0.65 0.79 0.70 0.89 0.58

무게(mg/cm
2
) 15.10 15.18 16.65 19.42 20.77

투습도(g/m
2
·h) 353 325 259 280 277

공기투과도 (cm
2
/min/cm

2
) 10860 9636 7548 2306 3035

흡수속도
(mm)

경사 110 140 110 136 0

위사 100 140 121 139 0

보온성(%) 23.2 20.5 11.9 18.3 19.2

건조속도(분) 160 220 235 295 165

Fig. 2.실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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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하였다. 의복내 온도와 발한량 데이타는 통계분석 프로

그램인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고, 정규성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반복측정 다변량 분

석을 실시하였다. 3종 실험의복간의 차이의 검정을 위해 의복

내 온도와 발한량에 대해서는 시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시간변화를 고려한 경우

에는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들의 유의

차 검정은 유의확률 5%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의복내 온도

<그림 3>은 가슴과 등부위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피험

자 7인의 평균값을 표시하고 있다. 

인공기후실 입실후 Rest기에 상승이 있었으며 Exercise 1기

에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였고 Recovery기에 피험자의 움직임

이 정지되면서 대류현상도 정지되어 약간의 상승현상이 초기에

나타났으나 이후 온도가 하강하였으며 Exercise 2기 초에도 여

전히 하강하였다. Exercise기 초기에 온도가 하강하는 것은 신

체의 움직임에 의해 신체와 의복사이의 공기가 풀무와 같이 밖

으로 내보내지면서 의복내의 따뜻한 공기와 외부의 찬 공기사

이의 교환이 일어나 의복내 온도가 하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1 티셔츠는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2종의 실험의복

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실험후반으로 갈수록 그 차이

가 더욱 뚜렷하였다(p<0.001). 실험의복간의 이러한 온도 차이

는 가슴부위의 경우 Exercise 1기 중반부터 나타났고 등부위에

서는 Recovery 1기 중반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대류의 효과를

등 부위보다 가슴부위에 더 직접적으로 받아 가슴부위에서 반

응이 빨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등부위 역시 운동을 함으로

서 혈관확장이 일어나면서 방열이 일어나면서 발한으로 인한

증발이 일어나지만 가슴부위와 같이 맞바람으로 인한 강제대류

현상의 미약으로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미정 외(2007)은 가슴부위의 온도가 등부위의 온

도보다 낮은 것에 대해 의복의 인체 밀착도가 등부위에서 상대

적으로 높아 운동시 증가한 발한이 밀착된 의복소재로 더 흡수

되어 의복내 수분량의 증가가 의복내의 등 부위의 온도를 상승

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서모그래피에 나타난 표면온도

3.2.1. 피부 표면온도

<그림 4>는 Exercise 1기 전( )과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 ) 시점에서 피부 표면온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의복을

일시 탈의한 상태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전형적인 예이

고, 그림에 표시한 상체전면의 가슴, 배부위과 상체후면의 어깨,

등허리, 액와부위의 평균 피부온을 <표2>에 나타내었다. 서모그

래피를 통한 전반적인 피부온 변화 형태를 <그림 4>를 통해

주로 관찰하였으며 <표2>에 나타난 수치는 서모그래피상에서

추출한 것으로 다양한 결과값이 추출될 수 있다. 

가슴부위, 손목부위와 등부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심박수

센서와 피부온 센서가 위치하고 있어 피부 표면온을 관찰할 수

없다. 상체전면에서 Exercise 1기 전( )에 가슴부위는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부위는 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였다.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 )에는 가슴과 배부위는 온도가

하강하였는데 3종의 실험의복 중 개발1 티셔츠의 온도 하강 정

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1 티셔츠의 경우

가슴과 배부위에 땀을 잘 흡수하고 발산시키는 기능성 소재가

적용되어 발한으로 인한 피부온의 하강현상이 적게 발생한 때

문으로 보인다.

상체후면에서 Exercise 1기 전( )에 등허리부위는 낮은 온

도분포를 나타내지만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 )에 등허리

부위는 온도가 상승하였고 상완 액와부위와 어깨부위에 전반적

으로 온도가 하강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종의 실험의복 중 개발1 티셔츠가 운동 전 후의 온도변화

정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발1 티셔츠의 경

우 액와부위와 어깨에 사용된 소재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

조되도록 하여 피부에 남은 땀량이 적어 땀의 증발로 인한 피

부온의 하강현상이 적게 발생하여 피부온의 dry heat loss를 통

한 체온조절 역할이 잘 이루어져 의복이 체온 조절 기능을 잘

 

 

 

 

 

 

Fig. 3.의복내 온도의 경시적 변화 (좌: 가슴, 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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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의복 표면온도

<그림 5>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3종 실험의복의 상체부

위의 의복표면 온도 분포 이미지이다. 3종 실험의복의 상체전

면부위의 의복표면 온도는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온도가 하강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발1 티셔츠의 경우 Recovery 2기 10분

경과 후(⑤)보다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⑥)에 온도가 상승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때 촬영한 탈의시의 상체전

면 이미지(<그림 4>)에서도 Exercise 1기 전( )보다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 )에 피부온이 상승한 모습이 관찰되어 개발

1 티셔츠 착용시 체열발산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폴

리 티셔츠는 Recovery 2기 10분경과 후(⑤)보다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⑥)에 온도가 하강하였고 이때 탈의시의 상체전면

이미지(<그림 4>)에서도 Exercise 1기 전( )보다 Recovery 2

기 20분경과 후( )에 피부온이 하강한 모습이 관찰되어 체열

발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종의 실험의복의 상체후면부위의 의복표면 온도에서 어깨부

위의 온도는 Exercise전에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하강하였고

Exercise후에는 온도가 상승하였다. 등허리부위의 온도는

Exercise1기 후(②)에는 온도가 하강하였고 Exercise2기 후(④)

에는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⑥)에서 흡한속건 소재 4종으로 제

작된 개발1 티셔츠는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등부위의 전체적

인 표면온도가 하강하였다. 이는 땀이 의복 소재에 흡수된 후

증발하면서 외기로 열방출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의복표면 온도

가 하강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2 티셔츠는 흡한 속건 소재가

사용된 등 아래 중앙부위에 집중적으로 땀이 흡수되어 부분적

으로 온도가 하강 현상이 발생하였고, 폴리 티셔츠는 땀이 흡

수되지 못 하고 흘러내려 등허리 부위에서 흡수가 이루어져 부

분적인 온도 하강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의 비교

<그림 6>는 가슴과 등부위의 의복표면온도를 적외선 카메라

로 촬영한 것과 가슴과 등부위의 의복내 온도를 비교하여 나타

낸 그래프이다. 의복표면 온도는 적외선 카메라를 촬영한 시점

 

 

 

 

Fig. 4.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3종 실험의복의 탈의시의 상체부위의 피부온 분포 이미지

Table 2. 상체전면과 상체후면의 평균 피부온

실험의복
Exercise 1기 전( ) 피부온(

o
C)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 ) 피부온(

o
C)

상체전면 상체후면 상체전면 상체후면

가슴 배 어깨 등허리 액와 가슴 배 어깨 등허리 액와

개발1 34.9 33.9 34.3 33.5 33.3 34.6 33.7 34.2 34 33.1

개발2 35 34.3 34.7 33.9 33.6 34.4 34.0 34.2 34.4 33.1

폴리 35.3 34 34.4 34.1 33.4 34.3 33.4 34.0 34.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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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복내 온도 센서가 부착된 부위의 의복표면온도를 Quick

Report Software(FLIR System, Sweden)를 통해 값을 찾아내

었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의복내 온도는 LT-8B(Gram Corp.,

Japan)로 연속 측정한 값에서 발췌하였다. 

가슴부위의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를 보면 개발1 티셔

츠의 경우 Exercise 1기 전(①) 촬영시점에서 의복표면온도와 의

복내 온도의 온도차는 0.16
o
C였고 운동을 진행하면서 의복표면

온도와 의복내 온도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발생하지만

Fig. 5.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3종 실험의복의 상체부위의 의복표면 온도 분포 이미지

Fig. 6.의복표면 온도와 의복내 온도

- ①~⑥은 실험 프로토콜의 표면온도 촬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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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기 후(④)에 온도 격차가 줄어들었고 Recovery 2기

후(⑥)엔 0.30
o
C의 온도차를 보인다. 반면 폴리에스테르가 포함

된 개발2 티셔츠와 폴리 티셔츠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온도 분

포를 보인다. 개발2 티셔츠와 폴리 티셔츠는 Exercise 1기전(①)

촬영시점에서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 사이에 온도차는

0.23
o
C, 0.23

o
C였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온도 격차가 발생하였고

Exercise 2기 후(④)에 온도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온도차가

생기면서 Recovery 2기 후(⑥)에는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

사이의 온도차가 개발2 티셔츠의 경우 0.61
o
C, 폴리 티셔츠의

경우 1.33
o
C의 차이를 보였다. 3종의 실험의복 중 개발1 티셔츠

가 0.30
o
C로 가장 낮은 온도차를 보여 외부로의 열교환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등부위의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를 보면 개발1 티셔츠

의 경우 Exercise 1기 전(①) 촬영시점에서 의복표면온도와 의

복내 온도의 차가 0.26
o
C였고 운동을 진행하면서 의복표면온도

와 의복내 온도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지만 Exercise 2기

후(④)부터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⑥)에는 0.33
o
C의 온도차를 보인다. 개발2 티셔

츠와 폴리 티셔츠는 가슴부위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온도 그래프를 보인다. 2종의 실험의복은 Exercise 1기 전(①)에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 차가 0.01
o
C, 0.33

o
C였고 실험이

진행될수록 온도 차가 발생하였고 Exercise 2기 후(④)에 온도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실험이 진행되면서 다시 온도차가 생겨

Recovery 2기 20분경과 후(⑥)에는 개발2 티셔츠의 경우

1.22
o
C, 폴리 티셔츠의 경우 1.07

o
C의 온도차를 보였다. 등부위

역시 가슴부위와 마찬가지로 3종의 실험의복 중 개발1 티셔츠

가 0.33
o
C로 가장 낮은 온도차를 보였다.

가슴부위와 등부위에서 의복표면온도와 의복내 온도의 차가

3종의 실험의복 중 흡한속건 소재로 제작된 개발1 티셔츠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고 이는 개발1 티셔츠 착용시에 외부의 열교

환이 가장 활발하여 체열발산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임순, 정명희(2005)의 연구에서 흡수성이 좋

은 소재는 방수량을 크게하여 수분 증발에 의한 열 이동을 용

이하게 하여 의복내 기후조건을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는 결과

와 일치한다. 

3.4. 발한량

본 실험에서 총발한량은 실험전후의 탈의상태의 체중을 측정

한 전신 발한량을 의미하며, 무효발한량은 실험하는 동안 피험

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을 흡수시킨 수건, 바지, 양말, 실험

의복의 실험전후의 무게의 차를 계산한 값이다. 유효발한량은

총발한량에서 무효발한량의 차로 계산하였고 유효발한률은 유

효발한량에서 총발한량을 나누어 100을 곱해준 값으로 하였다. 

개발1 티셔츠는 유효발한률은 94.27%로 가장 높으며, 개발2

티셔츠의 유효발한률은 93.38%를 나타내었고, 100% 폴리에스

테르로 이루어진 폴리 티셔츠는 유효발한률은 92.43%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Bakkevig and Nielsen(1995)은 증발량은 소재와 텍스타일

구조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 쾌적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복의 찾용 쾌적감을 높이기 위해 친

수성이 낮은 합성섬유에 모세관 구조를 도입하여 다양한 가공

방법으로 합성섬유를 친수화시킨 흡한 속건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조길수, 2009).

개발1 티셔츠는 폴리에스테르를 가공하여 개발된 흡한속건 소

재로 만들어져 심지 흡수력이 높아 땀을 신속히 흡수하고 대기

중으로 발산시킬 수 있어 낮은 발한량과 높은 유효발한률을 나

타내었다. 폴리 티셔츠의 경우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되어 땀이 의

복에 흡수된 후에는 대기 중에 발산되지 못하고 의복에 그대로

남아 있어 높은 발한량과 낮은 유효발한률을 보이고 있다. 

국소 발한량의 측정은 전완 부위에 환기캡슐을 부착시켜 4

차례 측정하였으며 <그림 7>은 시간변화에 따른 3종 실험의복

의 국소 발한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Rest기의 국소 발

한량은 기본적인 피부표면의 습도로 보이며 운동이 진행될수록

3종의 실험의복 모두 국소 발한량이 증가하였으며 Recovery 2

기 후에는 다시 발한량이 감소하였다. 개발1 티셔츠는 Exercise

1기 후와 Exercise 2기후에는 420 mg, 590 mg로 증가하였고

Recovery 2기 후에는 Rest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개발1 티셔츠가 흡한 속건 소재로 만들어져 발생된 땀이

흡수되어 피부에 잔류되는 땀의 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폴

리 티셔츠는 Exercise 1기 후와 Exercise 2기후에는 600 mg,

840 mg로 증가하고 Recovery 2기 후에는 감소하였지만 3종의

실험의복 중 국소 발한량이 가장 많았다. 폴리 티셔츠는 친수

성이 낮은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흡수성이 좋지 못하여 땀

이 피부표면에 흘러내리거나 많은 양이 피부에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Exercise 2기에 3종의 실험의복 간에는 유의한

차가 존재하였다(p<0.0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한 및 피부온 분포영역에 따라 소재를 다

르게 사용한 스포츠웨어를 제작하고 착용 인체 생리 반응을 측

Fig. 7. 3종 실험의복의 국소 발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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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착용 쾌적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착용 실험을 통해 발한 및 피부온 분포에 따라 소재를 달리

사용하여 의복을 제작하는 것은 체온유지 및 체열발산의 측면

에서 체온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였고, 쾌적한 스포츠

웨어 제작 시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의복 전체에 단일한 소재를 사용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따라서 부위에 따른 피부온 분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위별로 기능성 소재를 다르게 배치한 디자인의 의

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물리적 특성 평가와 함께 착용 쾌적성 실험을 동시에 실시한

본 연구는 소재들의 물리적 특성만으로 평가하여 개발되고 있

는 기존의 스포츠웨어와 차별화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착용 평가를 위해 3종의 실험의복 ‘개발1’ 티

셔츠, ‘개발2’ 티셔츠, ‘폴리’ 티셔츠를 제작하였다. 3종의 실험

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폴리에스테르를 원료로 가공을 한

흡한속건 소재 4종을 선정하고, 비교군으로 가공이 되지 않은

100% 폴리에스테르 소재 1종을 선정하였다. 실험의복으로는 발

한 및 피부온 분포를 고려해 흡한속건의 성능을 가진 4종의 소

재가 모두 사용되도록 디자인한 개발1 티셔츠, 효율성과 구매

성을 고려하여 발한 및 피부온 분포영역에 따라 흡한속건 성능

을 가진 1종의 소재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위는 폴리에스테르

를 조합하여 디자인한 개발2 티셔츠, 대조군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로 1종의 소재만으로 이루어

진 폴리 티셔츠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들이 아웃도어웨어 구매시의 가격대까지 고려하여 실험의복을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1 티셔츠는 실험 프로토콜에 따라 운동이 진행될수록 다

른 실험의복에 비해 의복내 온도가 낮게 유지되어 등산이나 운

동 후 땀이 발생하였을 때 땀을 효과적으로 발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모그래피로 파악된 피부표면온도에서 개발1 티

셔츠는 운동 후 휴식시 피부온의 하강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땀의 증발로 인한 피부온의

하강현상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심부온이 높게 유지되

어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모그래피로 확

인한 의복 표면온도에서도 개발 1 티셔츠가 외부의 열교환이

가장 활발하여 체열발산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통

해 의복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한량에서 개발1 티셔츠는 낮은 발한량

과 높은 유효발한률을 보여 땀의 발생률은 적으면서 증발효과

가 커서 체온조절의 역할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운동

을 쾌적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내 온도, 표면온도, 발한량 등의 생리적 반응 측정 결과

개발1 티셔츠는 다른 실험의복보다 체온의 항상성 유지측면에

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발1 티셔츠는 운동 후반으

로 갈수록 흡한속건 소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시간의 운동보다 등산과 같은 장시간의 운동시에 착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온열 생리 반응에서 부위별 발한 및 피부온의 분포와 변화

를 더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고가의 원단인 흡한속건 소재를 최

소한으로 사용하고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산업측면에

서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가의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대중화를 통해 스포츠 활성화와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의 디자인에 국한되었지만 추후에는 하의

디자인에도 피부온 및 발한 분포에 따라 기능이 다른 소재를

적용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건강 유지나 안전 기능 그리고 스포

츠 기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체온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쾌적한 스포츠웨어 제작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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