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2 –

단일의복의 보온력 정량화와 영향 요인

백윤정·황수경*·이효현**·박준희·김도희·이주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소재공동연구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Quantification of Thermal Insulation by Clothing Items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Yoon Jeong Baek · Soo Kyung Hwang* · Hyo Hyun Lee** · Joonhee Park ·

Do-Hee Kim · Joo-Young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Advanced Material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7, 2017; Revised December 21, 2017; Accepted December 30, 2017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quantify the thermal insulation of garments by item and examine

factors influencing clothing insulation. A total of 769 garments in clo unit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blouses/shirts (95 items, BS), T-shirts/sweaters (62 items, TS), vest (23 items, VT), cardigans

(23 items, CD), jackets/coats (75 items, JC), sport outerwear (including padding jackets)(48 items, SO), trou-

sers (23 items, TR), skirts (56 items, SK), dresses (28 items, DS), underwear (150 items, UW), sleepwear

(50 items, SW), and personal protective clothing (59 items, PPC). The results showed that clothing insulation

was 0.21±0.01clo for the BS, 0.22±0.01clo for TS, 0.12±0.00clo for VT, 0.23±0.02clo for CD, 0.40±0.02clo

for JC, 0.49±0.03clo for SO, 0.21±0.01clo for TR, 0.18±0.01clo for SK, 0.34±0.03clo for DS, 0.09±0.01clo

for UW, 0.42±0.03clo for SW, and 0.56±0.03clo for PPC (p<.001).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mong the

seven factors for thermal insulation of garments were clothing weight and covering area; however, the exp-

lanatory powers of two factors differed according to clothing categories. The covering area had more signi-

ficant impact on clothing insulation in cardigans, jackets/coats, trousers, and dresses than clothing weight.

Covering areas and clothing weight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blouses/

shirt, T-shirts/sweaters, skirts, sleepwear and personal protective clothing. The garment weigh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rmal insulation for the sport outer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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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복의 보온력(Thermal insulation of clothing)은 인체

를 둘러싼 환경의 열적 쾌적성을 평가하고 인체가 받는

열 부담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활동량, 착의량 등 여섯 가지 인자들 중 착의량

을 정량화할 수 있는 개념의 하나로서 clo 단위로 나타낸

다. 1clo는 기온 21
o
C, 상대습도 50%RH 환경에서 50kcal/

m
2
/hr의 대사량을 유지하면서 주관적으로 춥지도 덥지

도 않다고 느끼는 상태일 때 착용한 의복의 보온력으로

정의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07). 즉, 의복의 보온력은 외기 환경과 인체와의

열 교환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복이라

도 실제 착용된 환경의 온도와 인체의 활동량에 따라 달

라진다. 따라서 표준화된 환경과 활동 조건에서 보온력

을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화된 환경과 활동 조건에서 의복의 보온력을 정

량화하기 위한 연구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로는

환경 조건에 따른 의복의 보온력(Kwon, 2004; Song &

Kwon, 2008a, 2008b), 의복내 공기층과 개구부 방향의

관계(Vogt et al., 1983), 의복내 대류 열 손실과 의복내 기

류(Havenith et al., 2015; Ke et al., 2014), 직물의 보온력

(Holmér, 1985; Sung & Kim, 1994), 의복 형태에 따른 보

온력(Son & Baek, 1999; Son & Choi, 1999a), 수분 저항

성이 보온력에 미치는 영향(McCullough & Kenney, 2003),

의복 기후와 보온력(Griefahn& Forsthoff, 1997; Park &

Choi, 2008), 의복 겹쳐 입음과 보온력(Jeong & Choi, 1984;

Son & Choi, 1999a), 동작에 따른 보온력(Choi, 1989; Lu

et al., 2015; Oliveira et al., 2011) 및 쾌적성과 보온력(Oli-

veira et al., 2008; Wang et al., 2016; Yigit, 1999) 등이 있

다. 특히, 직물이 3차원 형태인 의복으로 구성되어 인체

를 둘러싸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된 의복내 공기층이 의

복의 보온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직물 상태에서 측정

된 단열력과 의복 완제품이 착용된 상태에서 측정된 보

온력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Bouskill et al., 2002;

Lee et al., 2011; Watkins, 1995/1998). 따라서 직물 상태

의 보온력 측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복의 완제품 상태

에서의 보온력 측정이 중요해졌다.

완제품 상태에서 의복의 보온력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으로 추정 또는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 특정 기온에서

서멀마네킹(Thermal manikin)의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전력량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둘째, 인체 착용 실험을 통해 의복을 착용한 사람

의 피부온, 직장온, 에너지 대사량, 불감증설량 등을 측

정하여 보온력을 산출하는 방법: 셋째, 의복 중량이나 피

복면적과 같은 의복 요소들을 이용한 식을 활용하여 계

산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서멀마네킹은 1945년 미 육군연구소의 한 분할(One

segment) 구리 마네킹에서 시작되어, 현재 20, 26, 또는

35 구획을 가지면서 동작과 발한 기능을 모두 갖춘 수준

까지 발전되었다(Holmér, 2004; Nelson et al., 2005). 서

멀마네킹을 이용한 의복의 보온력 추정은 측정방법과

환경 조건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

경 조건이 동일하다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열 손실을

측정할 수 있어 정량화가 쉽고 재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Holmér, 2004; ISO, 2004a, 2007). 인체 착용 평가

는 의복의 보온력을 측정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나, 한 벌당 측정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량

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서멀마네킹이나 인체 착용

실험 없이도 의복 중량이나 피복면적 등만을 이용하여

보온력을 간단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연구들

(ISO, 2004b; Lotens & Havenith, 1991; Lu et al., 2015;

Oliveira et al., 2008)과 정확한 보온력을 계산하기 위한

보온력 계산방법 및 추정식 보정에 관한 연구들(Grief-

ahn & Forsthoff, 1997; Huang, 2012; Kuklane et al., 2012)

도 보고되어 왔다.

현재 ISO(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의복들은 최

근 의복에 적용되고 있는 쾌적성 증대 혹은 발열성 기능

의 고기능성 신소재, 동작성이 강화된 스트레치성 소재,

경량화 신소재,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신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단일의복의 정량화된 보온력은 반영하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고기능성, 경량성, 혹은 여러 신

소재들이 복합 사용된 의복에 대한 보온력 정보는 학술

지 중심으로 단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전체적인 경향

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량화 보온 신소재

를 사용하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계절의복

의 보온력을 추정할 때에도 기존에 알려진 의복 중량과

보온력 간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50여년 이상 섬유공학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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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들이 착용하

는 단일의복, 특히 고기능성 신소재로 제작된 단일의복

을 포함한 품목별 보온력을 정량화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의복의 보온력

정량화를 위해 단일의복의 보온력을 실측한 국내외 데

이터를 분석한 후 단일의복의 품목별 보온력 분포와 이

에 미치는 인자들의 영향 인자들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조사범위

자료수집을 위해 첫째, 1977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1월까지 서멀마네킹을 이용한 보온력 측정에 관련된

기존 공개자료들인 국내외 규격(ISO, ASTM, KS 등),

전공 도서, 전문 학술지 및 국가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보온력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기존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2006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본 연구자들이 직

접 측정한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멀마네킹을 이

용하여 직접 실측한 데이터에는 사계절별로 대표적으

로 착용하는 의복류에서부터 2000년대 개발된 소재인

Coolmax, Coolon, Quickdry, Ex-cool & dry 등의 흡한 속

건 소재, 히트텍, Warmplus 등의 흡습 발열 소재, Mira-

kuul, Opti-ice와 같은 냉감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

성 단일의복 제품들, 전원공급에 의한 발열판 탈부착이

가능한 IT 융합형 의류 제품들, 겨울철 보온을 위한 다

운 재킷류 및 최근 개발된 신소재를 적용한 소방용 방화

복(또는 소방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된 데

이터들은 모두 총 796건으로 아래 <Table 1>에 제시하였

다.

기존 연구자료들로부터의 단일의복 보온력은 다음과

같은 선별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서멀마네킹을 이용

하여 건식법에 의해 실측된 결과이어야 한다. 둘째, 시험

방법이 국제 표준(ISO, 2007)에 의거하여 실시된 것이어

야 한다. 셋째, 서멀마네킹의 의복 착용 부위만 측정 계

산하여 얻은 것이 아닌 전신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

야 한다. 넷째, 단일의복의 특성상 의복 개구부가 다른

의복으로 여며지지 않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자세에서

측정된 값이어야 한다. 다섯째, 실측된 보온력 값의 정확

한 출처와 함께 보온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의류 종

류, 형태, 의복 중량, 피복면적(% Body Surface Area:

%BSA), fcl(서멀마네킹에 의복을 착용시킬 때 입힌 의복

외부 표면적이 서멀마네킹에 의복 비착용 시켰을 때에

대한 비율), 소재의 종류 및 혼합율, 소재의 보온력, 직물

두께, 의복의 안감이나 충전재 부착에 의한 의복 겹침

수, 소재의 공기투과도 및 소재 표면밀도 등) 중 최소 2개

이상의 값이 함께 제공되어서 인자들 간의 상관성 분석

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 표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보온력 값으로 clo 단위로 제공되어 있거나

clo 단위로 환산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본 연구의 데이

터는 모두 clo 단위로 통일하였다. 일곱째, 단일의복의 보

온력 값으로 제공된 IT(총 보온력, 의복 고유의 보온력과

옷을 입은 전신을 둘러싼 공기층의 보온력의 합), Icle(유

Table 1. The number of collected garments by source in the present study

Categories Sources Year N

ISO EN ISO 9920 2007 320

ASHRAE ASHRAE 1985 198

Book
Basic Clothing Hygienics 1978 80

Clothing and Health 2011 2

Journal

Textile Research Journal

1977-2017 1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pplied Ergono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Ergonomics

Journal of the Human-Environ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Laboratory

experimental data

Final Report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06 106

Unpublished data 2006-2017 48

Sum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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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보온력, 총 보온력에서 옷을 입은 전신을 둘러싼 공

기층의 보온력을 뺀 값), Icl(고유 보온력, 총 보온력에서

피복된 면적에 해당하는 공기층의 보온력을 뺀 값), Iclu

(개별의복의 유효 보온력) 모두를 수집한다. 여덟째, 비

록 출처가 다를지라도(예: ISO와 ASHRAE) 두 값이 동

일한 연구에서 인용된 값이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 나중

연도에 출판된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데이터만 선택하

여 중복된 데이터가 없도록 한다. 아홉째, 모자, 가발, 스

카프 및 마스크 등 머리를 보온하는 품목들과 장갑, 팔

토시, 양말, 스타킹, 신발, 발토시 등과 같이 인체 말초부

를 보온하는 품목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 사유

는 첫째, 이 부위를 보온하는 품목들은 피복면적이 상대

적으로 적고, 서멀마네킹으로 측정하는 것이 까다로운

부위(머리, 손, 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부위들은 인

체의 체온조절 측면에서 생리학적 특수성을 지닌 부위

이기 때문에 단순한 피복면적 수치만으로 그 보온 효과

를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 아홉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한 보온력 데이

터는 총 796종으로 다음 총 12개 의복류로 분류되었다:

블라우스/셔츠류(95종), 티셔츠/스웨터류(62종), 조끼류

(23종), 가디건류(23종), 재킷/코트류(75종), 아우터(패딩)

류(48종), 바지류(127종), 치마류(56종), 드레스(원피스)

류(28종), 속옷류(150종), 잠옷류(50종), 개인보호(작업)

복류(59종).

2. 분석방법

총 12종의 의복류로 분류된 단일의복 보온력 데이터

세트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보온력과 의복 중량, 피

복면적, 직물 두께, fcl, 직물의 보온력, 표면밀도, 의복 겹

침 수와 같은 영향 인자들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

해 각 품목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5% 수

준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Duncan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다. 각 인자 사이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

계수로 분석하였다. 각 영향 인자들이 보온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인자 선택과 제거는 후진법으

로 진행하였으며 분산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모형을 조사하였다. 이때 다중공

선성이 의심되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 10

이상일 경우 제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단일의복의 보온력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의복의 보온력은 개인

보호(작업)복류(0.56±0.03clo)가 가장 높고 아우터(패딩)

류(0.49±0.03clo), 잠옷류(0.42±0.03clo), 재킷/코트류(0.40

±0.02clo), 원피스(드레스)류(0.34±0.03clo), 가디건류(0.23

±0.02clo), 티셔츠/스웨터류(0.22±0.01clo), 바지류(0.21±

0.01clo), 블라우스/셔츠류(0.21±0.01clo), 치마류(0.18±

0.01clo), 조끼류(0.12±0.00clo)과 속옷류(0.09±0.01clo)의

순서로 나타났다(p<.001). 의복 중량은 개인보호(작업)

복류(1,031±69g)가 가장 크고, 재킷/코트류(731±44g), 아

우터(패딩)류(652±73g), 바지류(431±22g), 잠옷류(429±

18g), 가디건류(359±35g), 원피스(드레스)류(429±49), 치

마류(326±15g), 티셔츠/스웨터류(303±29g), 블라우스/셔

츠류(215±15g), 조끼류(208±16g)의 순이며 속옷류(124

±6g)가 가장 적었다(p<.001).

피복면적은 개인보호(작업)복류와 잠옷류(70±2%BSA)

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원피스(드레스)류(61±2%BSA),

재킷/코트류(56±15%BSA), 아우터(패딩)류(50±1%BSA),

블라우스/셔츠류(46±1%BSA), 바지류(41±1%BSA), 가

디건류(41±2%BSA), 티셔츠/스웨터류(39±1%BSA), 치마

류(35±1%BSA), 속옷류(31±1%BSA)의 순이며 조끼류

(26±1%BSA)가 가장 작았다(p<.001).

직물 두께는 재킷/코트류(3.3±0.6mm)가 아우터(패딩)

류(3.2±2.5mm)와 함께 가장 두꺼웠고 그 다음이 가디건

류(2.1±0.3mm), 개인보호(작업)복류(1.9±0.5mm), 바지류

(1.7±0.3mm), 티셔츠/스웨터류(1.6±0.2mm), 조끼류(1.4

±0.5mm), 속옷류(1.4±0.1mm), 잠옷류(1.3±0.3mm), 원피

스(드레스)류(0.8±0.1mm), 블라우스/셔츠류(0.7±0.1mm)

의 순서로 두꺼웠다(p<.001).

fcl 값은 12가지 품목들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으나 잠옷류와 개인보호(작업)복류가 높은 값을

보였다.

2. 단일의복의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회

귀분석모델

보온력과 관련된 영향 인자들 중에서 보온력과 양의 상

관성을 보인 인자는 의복 중량(r=0.76), 피복면적(r=0.73)

과 fcl(r=0.64)이었다. 직물 두께(r=0.40)와 직물 보온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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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은 단일의복의 보온력과는 상관성이 낮았지만 유의

한 수준이었다(p<.05)(Table 3). 그 외, 직물 표면밀도와

공기투과도는 보온력과 상관성이 낮았다.

단일의복 전체를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

시함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처리결과 직물 두께의 VIF

1.8, 직물의 보온력 VIF 1.0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

공차 역시 각 0.040, 0.041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분

석 시 제거하였다. 그 외 다중공선성이 없는 모든 인자들

Table 2. Distribution of thermal insulation, weight, covering area by each garment item

Items

Thermal insulation

(clo)

Weight

(g)

Covering area

(%)

Fabric thickness

(mm)
fcl

1)

Mean±SE Range N Mean±SE N Mean±SE N Mean±SE N Mean±SE N

Blouse/shirts 0.21±0.01
b

0.040-0.340 95 0215±15
abc

78 46±1
e

58 0.7±0.1
a

43 1.10±0.01 45

T-shirts/sweater 0.22±0.01
b

0.060-0.540 62 0303±29
bcd

58 39±1
cd

48 1.6±0.2
a

34 1.06±0.01 22

Vest 0.12±0.00
a

0.030-0.200 23 0208±16
ab

20 26±1
a

16 1.4±0.5
a

13 1.05±0.00 9

Cardigan 0.23±0.02
b

0.010-0.370 23 0359±347
de

23 40±2
cd

23 2.1±0.3
abc

14 1.05±0.00 4

Jacket/coat 0.40±0.02
d

0.150-0.940 75 0731±44
f

67 56±1
f

55 3.3±0.6
c

42 1.13±0.01 23

Sports outerwear
2)

0.49±0.03
e

0.149-0.920 48 0652±74
f

36 50±1
e

46 3.2±2.5
bc

4 - 0

Trouser 0.21±0.01
b

0.001-0.610 127 0431±22
ef

109 41±1
d

85 1.7±0.3
ab

79 1.13±0.01 52

Skirt 0.18±0.01
b

0.090-0.280 56 0328±15
cde

54 35±1
bc

45 1.0±0.1
a

36 1.19±0.01 27

Dress 0.34±0.03
c

0.150-0.819 28 0358±49
de

26 61±2
g

22 0.8±0.1
a

16 1.03±0.00 14

Underwear 0.09±0.01
a

0.001-0.250 150 0124±6
a

139 31±1
b

96 1.4±0.1
a

30 1.03±0.02 61

Pajamas 0.42±0.03
d

0.100-1.020 50 0429±48
e

50 70±2
h

50 1.3±0.3
a

22 1.24±0.01 28

Work wear 0.56±0.03
f

0.150-1.320 59 1031±69
g

46 70±2
h

41 1.9±0.5
ab

28 1.24±0.01 22

Total 0.26±0.01 0.001-1.320 796 0394±13 706 46±1 585 1.6±0.1 361 1.13±0.01 307

F 89.84*** 60.95*** 78.34*** 4.36*** 90.76***

***p<.001

Each letter represents significantly different groups by Duncan post-hoc test (p<.05)

1): Ratio of the outer surface area of the clothed body to the surface area of the nude body

2): Includes padding jacket, parker, and jumper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factors affecting thermal insulation of garment

Thermal

insulation

of garment

(clo)

Garment

weight

(g)

Covering body

surface area

(%BSA)

fcl

Thickness

of fabric

(mm)

Thermal

insulation

of fabric

(m
2
KW

-1
)

Air

permeability

(lm
2
s
-1

)

Surface

density

of fabric

(gm
2
)

Thermal insulation

of garment
1 0.76** 0.73** 0.64** −0.40** 0.49** −0.05** −0.17**

Garment weight 1 0.53** 0.43** −0.26** 0.19** −0.30** −0.65**

Covering body

surface area
1 0.81** −0.16** 0.15** −0.17** −0.08**

fcl 1 −0.05** - - -

Thickness of fabric 1 0.98** −0.29** −0.07**

Thermal insulation

of fabric
1 −0.42** −0.14**

Air permeability 1 −0.19**

Surface density

of fabric
1

*p<.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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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후진법으로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단일의복의 보온력을 설명하는 모델로 총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Table 4). 세 가지 모델 모두 73% 선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의복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영향 인자들을 살펴본 결

과, 의복 품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차이가 있었

다(Table 5). 잠옷류는 의복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보

온력이 88%(DW 1.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티셔

츠/스웨터류로 설명력 72%(DW 0.87), 아우터(패딩)류

설명력 67%(DW 1.67), 속옷류 설명력 62%(DW 1.17),

원피스(드레스)류 설명력 60%(DW 1.87), 블라우스/셔츠

류는 59%(DW 1.51), 바지류 설명력 58%(DW 1.60), 치

마류 설명력 54%(DW 2.03), 재킷/코트류 52%(DW 1.84)

순이었다. 가디건류는 39%(DW 1.00), 개인보호(작업)복

류는 36%(DW 1.95)로 다른 의복류의 보온력 추정식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특이하게 조끼류는 다른

의복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의복 보온력에 영향을 미

치는 어떠한 인자로부터도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 인자들에 의해 받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의복류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가디건류, 재킷/코트류,

바지류, 드레스(원피스)류는 피복면적이 제일 중요한 영

Table 4. Prediction regression equation models of garment thermal insulation (clo)

Model Prediction regression equation Statistics

1
Thermal insulation=0.514×garment weight (g)+0.489×Covering area (%BSA)+

0.207×air permeability (lm
2
s
-1

)−0.116×textile surface density (gm
2
)

R
2a)

=.73, F=101.20

2
Thermal insulation=0.401×garment weight (g)+0.559×Covering area (%BSA)+

0.210×air permeability
R

2
=.73, F=132.78

3 Thermal insulation=0.525×garment weight (g)+0.559×Covering area (%BSA)
R

2
=.73, F=727.93,

DW
b)

=1.35

a): Corrected R
2
, b): Durbin-Watson

Table 5. Regression results of thermal insulation factors on garment thermal insulation (clo) by each garment item

Item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SE β t SE β t

Blouse/shirts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39 - 0−.897***

Garment weight .000 .508 −4.958***

Covering area .001 .418 −4.085***

Statistics R
2a)

=.59, F=35.11, DW
b)

=1.51

T-shirts/sweater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39 - −1.659***

Garment weight .000 .668 −7.290***

Covering area .001 .289 −3.158***

Statistics R
2
=.72, F=60.71, DW=.87

Vest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74 - −0.436*** .039 - −1.655***

Garment weight .000 .262 −0.689*** .000 .396 −1.432***

Covering area .004 .204 −0.536*** - - -

Statistics R
2
=.02, F=1.10 R

2
=.08, F=2.05

Cardigan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70 - −0.085*** .067 - 0−.336***

Garment weight .000 .319 −1.335*** - - -

Covering area .002 .415 −1.739*** .002 .647 −3.886***

Statistics R
2
=.41, F=8.72 R

2
=.39, F=15.10, DW=1.00

*p<.05, **p<.01, ***p<.001

a): Corrected R
2
, b): Durbin-Watson

1): includes padding jacket, parker, and j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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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인자로 나타났고 회귀분석에서도 보온력 추정식이 피

복면적만으로도 가능하였다. 블라우스/셔츠류, 티셔츠/

스웨터류, 치마류, 잠옷류과 개인보호(작업)복류은 피복

면적과 의복 중량이 동시에 높은 영향 인자로 나타났으

며 보온력 추정식도 이 두 영향 인자를 사용하였다. 기존

에 보온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의복 중

량을 주요 영향 인자로 사용한 품목은 본 연구에서는 패

딩 제품이 포함된 아우터(패딩)류 하나였다.

Table 5. Continued

Item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SE β t SE β t

Jacket/coat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88 - −1.020*** .079 - −1.974***

Garment weight .000 .218 −1.640*** - - -

Covering area .002 .578 −4.350*** .001 .726 −7.321***

Statistics R
2
=.53, F=29.08 R

2
=.52, F=53.59, DW=1.84

Sports outer
1)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118 - −3.336*** .036 - −6.089***

Garment weight .000 −.892 −8.540*** .000 .824 −8.491***

Covering area .002 −.163 −1.561*** - - -

Statistics R
2
=.68, F=38.79 R

2
=.67, F=72.10, DW=1.67

Trouser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30 - −2.354*** .029 - −2.670***

Garment weight .000 .096 −0.957*** - - -

Covering area .001 .703 −6.972*** .001 .767 10.221***

Statistics R
2
=.58, F=52.63 R

2
=.58, F=104.46, DW=1.60

Skirt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41 - −2.445***

Garment weight .000 .337 −3.125***

Covering area .001 .596 −5.531***

Statistics R
2
=.54, F=25.52, DW=2.03

Dress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91 - −1.448*** .086 - −1.632***

Garment weight .000 .072 −0.435*** - - -

Covering area .002 .755 −4.535*** .001 .787 −5.410***

Statistics R
2
=.58, F=14.07 R

2
=.60, F=29.27, DW=1.87

Underwear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09 - −1.158***

Garment weight .000 .290 −3.123***

Covering area .000 .560 −6.032***

Statistics R
2
=.62, F=76.66, DW=1.17

Pajamas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057 - −1.257***

Garment weight .000 .755 12.529***

Covering area .001 .277 −4.594***

Statistics R
2
=.88, F=178.30, DW=1.85

Work wear

Thermal

insulation

(clo)

Constant .206 - −1.083***

Garment weight .000 .465 −3.240***

Covering area .003 .359 −2.504***

Statistics R
2
=.36, F=9.94, DW=1.95

*p<.05, **p<.01, ***p<.001

a): Corrected R
2
, b): Durbin-Watson

1): includes padding jacket, parker, and j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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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터(패딩)류의 의복 중량과 보온력의 관계를 그래

프로 그려보면 <Fig. 1>과 같은 처음에는 급하게 증가하

다가 점차 증가폭이 줄어드는 로그함수적 관계를 보인

다.

IV. 논 의

1. 단일의복의 보온력

의복류별 보온력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보호(작업)복

류가 다른 의복류에 비해 보온력, 의복 중량 및 피복면

적이 유의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

.001). 이는 개인보호(작업)복류가 안감 또는 충전재를

포함하여 3~5겹인 의복이 많고 작업자 보호를 위해 두

꺼운 펠트직을 사용하였거나 얇은 직물일 경우는 전신

을 덮는 오버올 형태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패딩/파카/점퍼와 같은 아우터(패딩)류는 보온력, 의

복 중량과 직물 두께가 두 번째로 높았고 피복면적은 중

간에 해당되었다. 반면 재킷/코트류의 보온력은 잠옷류

와 함께 아우터(패딩)류보다 낮은 세 번째 그룹이었으나

직물 두께는 아우터(패딩)류보다 더 두껍고 의복 중량

도 더 커서 보온력 효율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들(Choi & Kim, 2011; Kwon, 2004; Park &

Choi, 2008)에 의하면 의복의 보온력에 직물 두께보다는

의복내 정지 공기층이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본 조사에서도 얇은 직물 소재의 외피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우터(패딩)류가 두꺼운 소재로 된 무거운 재킷/

코트류보다 높은 보온력을 보인 이유는 다운류의 충전

재 함유로 인해 충분한 정지 공기층을 형성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잠옷류도 재킷/코트류와 같이 보온력은 세 번째로 높

았고 피복면적과 fcl 값은 개인보호(작업)복류와 함께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잠옷류와 개인보호(작업)복류의

피복면적과 fcl이 높은 이유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잠옷

류의 의복 형태가 아래위가 연결된 커버올 형태의 옷이

거나 긴 로브 형태가 많았기 때문이고 개인보호(작업)복

류도 fcl이 제시된 의복이 오버올 형태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12가지 제품군 중, 보온력이 가장 낮은 제품군

은 조끼류와 속옷류였는데 다른 의복류에 비해 유의하

게 적은 피복면적과 의복 중량으로 인하여 낮은 보온력

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단일의복의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회

귀분석모델

Song and Kwon(2008a)는 셔츠, 바지, 재킷과 외투 각

5종씩 총 20종의 보온력을 측정한 후, 이를 통해 의복의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직물의 두께, 투습저항,

직물의 보온력, 의복의 중량, 원단 소재 순으로 제시하였

고 동시에 보온력 예측율이 67%인 회귀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96개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설명력

이 73%로 높으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들을 추출

하였다. 더욱이 세 가지 모델 중 첫 번째 모델의 영향 인

자가 피복면적, 의복 중량, 직물 두께와 직물 공기투과

도로 가장 많았으나 세 번째 모델인 피복면적과 의복 중

량만을 영향 인자로 정한 경우가 더 안정적인 모형인 것

으로 나타나 보온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의복 중량과 피복면적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Choi

& Kim, 2011; Watkins, 1995/1998)과 유사하였다. 또한

동일 데이터를 의복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Table

5>에서와 같이 품목별로 보온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추정식이 달랐다.

본 연구에서 조끼류는 다른 의복류와 달리 어떤 인자

도 의복 보온력과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아서 인자별 영

향력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조끼 형태에 의한 보온력을

조사한 선행연구(Lee et al., 2014) 결과에서도 하나의 조

끼에서 맞음새나 개구부 변형에 의해 부위별로 보온력

Fig. 1. Relationship between garment weight (g) and

thermal insulation (clo) for sport outer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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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랐지만 조끼들 간 총 보온력은 하나만 제외하고는

0.41~0.43clo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조끼 보온

력은 0.12±0.00clo, 범위는 0.03~0.20clo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보온력 범위가 좁고 가장 낮은 피복면적(23±1%)과

비교적 낮은 의복 중량(208±16g)을 보인 특징이 있었다.

비록 조끼류는 다른 의복류에 비해 적은 피복면적과 의

복 중량을 보이기는 하나 인체가 착용했을 때 구간부를

보온하게 되므로 다른 의복류에 비해 체온조절학적인

측면에서 생리학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Lee and Lee(1989)는 파카 두께가 증가할수록 보온력

이 증가하다가 35mm 이상에서 보온력이 저하하는 경향

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Kim et al.(2015)은 다운 중량과

보온력의 관계가 서로 로그함수적으로 비례한다고 추

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정리한 데이타(N=48)로 의복 중

량과 보온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1>과 같이

로그함수적 그래프가 관찰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아

우터(패딩)류는 다른 의복류와 다르게 의복 중량이 보온

력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인자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48개의 패딩 점퍼 데이터에서 공기

로만 구성된 의복 1종, 합성 충전재는 8벌, 가금류 충전

재는 39벌이었으며 충전재 두께나 무게가 증가할수록 의

복내 공기층이 안정하게 유지되는데 유리하여 결과적으

로 의복 중량이 보온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

타났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마의 경우 의복 중량과 피복면적이 모

두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

른 선행연구인 Suh(1977)의 연구결과에서 치마는 의복

중량보다 치마 길이 즉, 피복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온력

이 상승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

였다. 또한 Choi(1989)는 안감 있는 치마가 안감 없는 치

마보다 보온력이 평균 0.037clo 더 높고 소재 특성보다

는 치마 스타일(형태)에 영향 받으며 의복 중량과는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Choi(1989)의 연구에는 치마 길이

나 피복면적에 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와의 직접적인 비교 고찰은 제한적이라고 사료된다.

다양한 조건의 의복별 보온력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본 연구에서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의복 중량

과 피복면적으로 다른 인자들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 and Baek(1999)은 홑겹 의복

의 보온력이 의복 중량보다는 피복면적에 더 영향을 받

고 동일 피복면적에서는 겹침 매수가 많을수록 보온력

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겹침 매

수에 따른 의복 보온력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품목

별로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달라서 가디건류,

재킷/코트류, 바지류, 원피스(드레스)류는 피복면적이 의

복 중량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회귀분석결

과 보온력 추정식이 피복면적만으로도 가능하였다. 블

라우스/셔츠류, 티셔츠/스웨터류, 치마류, 잠옷류과 개인

보호(작업)복류는 피복면적과 의복 중량이 동시에 높은

영향 인자로 나타났으며 보온력 추정식도 이 두 인자를

사용하였다. 반면 선행연구(Choi & Ko, 2007; Choi &

Lee, 2009)에서는 계절별 단일의복의 보온력은 의복 중

량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의복 중량이 유일한 주요 인자로 사용된 품목은

패딩 제품이 포함된 아웃도어 제품 즉, 아우터(패딩)류 하

나였다. 겨울철 의류의 보온력을 조사한 선행연구(Song

& Kwon, 2008b)에서 의복의 보온력은 직물의 단열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
2
=0.85), 의복 중량과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r
2
=0.71)를 나타내어 보온력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들로 직물 두께, 직물의 투습저항, 직물

무게 순서라고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able 5>에 보이는 것처럼 직물 두께나 공기투과도와

같은 인자들이 섞여있을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있기는

하나 F 값은 더 낮아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처럼 인자 간의 단순한 상관성

과 회귀분석을 구하지 않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 의복류별로 다르

기는 하나 대체로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는

의복 중량과 피복면적이며 이는 직물 상태의 단열력과

의복 상태의 보온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Park & Choi,

2008; Son & Baek, 1999; Son & Choi, 1999a, 1999b) 결

과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식이 3가지가 제시되었으

나 의복 중량과 피복면적 두 가지 인자로 가장 간단하게

추정하는 세 번째 모델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의복의 보온력(clo)=0.525×의복 중량(g)+0.440×피복

면적(%BSA)(r
2
=0.73, p<.001).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다

양한 자료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였기 때문에 자료출

처에 따라 일부 결측 데이터들이 있었다. 둘째, 자료출처

별 혹은 연구자별로 보온력에 미치는 중요 영향 인자를

다르게 파악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부 편

중되는 분포를 보였다. 셋째,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어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

정 변수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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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의류 제품의 보온력 등급 정량화를 위해

1977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출판된 국내외 규격

(ISO, ASTM, KS 등), 국내외 전공 도서, 국내외 전문 학

술지, 국가연구보고서 및 본 연구실에서 실측 진행했던

모든 단일의복의 보온력에 관한 실험 데이터 총 796종

을 수집 정리하여 의복류별로 보온력 분포와 보온력에

미치는 인자들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의복의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

는 의복 중량과 피복면적이며 의복류별로 두 인자가 개

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가디건류, 재킷/코트류, 바지류, 원피스 제품군

은 피복면적이 의복 보온력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블라우스/셔츠류, 티셔츠/스웨터류, 치마류, 잠옷류과 개

인작업(보호복)류는 피복면적과 의복 중량, 두 인자의 영

향력이 모두 컸으며 아우터(패딩)류의 경우 다른 의복류

와는 달리 의복 중량이 단독으로 보온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전체 769개의 단일의복 보

온력을 대상으로 추출된 의복 중량과 피복면적을 이용

한 단일의복의 보온력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의복의 보

온력(clo)=0.525×의복 중량(g)+0.440×피복면적(%BSA)

(r
2
=0.7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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