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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feasibility and the effects of near infrared lighted garments on
thermo-physiological responses in human body. Seven healthy adult men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informed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a climate chamber of 32

o

C, 60%RH
with ‘Rest’, ‘Exercise’ and ‘Recovery’ period. The experimental garments consisted of briefs, undershirts(sleeveless),
nightclothes, T-shirts, knee-trousers and socks. Subjects participated in two experiments, one was wearing near infrared
lighted garments(NIR-O), the other was wearing regular garments(NIR-X). The order of experiment was randomized, and
subjects wore experimental garments before 24 hours in order to benefit by near infrared light. Measurement items
included rectal temperature (T

re
), mean skin temperature ( ), sweat rate, heart rate, oxygen uptake and subjective sen-

s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to the variation of rectal temperature and mean skin temperature, value of wearing
NIR-X was higher than value of wearing NIR-O, indicating a significant level of difference (p<.001). Sweat rate under
NIR-O and NIR-X condition were 575.35 g and 535.75 g, respectively. Heart rate value of NIR-X condition was higher than
NIR-O. Oxygen uptake measured during experiment was the higher in NIR-X condition with significant difference (p<. 001).
In the subjective sensation, the value of NIR-O condition was higher than NIR-X condition without significantly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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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빛이다. 빛은 전자기복사선으로 파동과 파장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것의 길이를 진동수 또는 파장이라 칭하는데 낮은

대역의 라디오파부터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선, 자외선, X-

선 등의 순서로 높아지며 각각의 파장에 따라 물질이 대응되는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조규채, 1998). 그 중 적외선의 발견은

1800년 F. W. Herschel이었으나 1930년 미국의 포드회사가 가

장 먼저 가열, 건조분야에서 자동차 도장을 건조한 것이 시초

였으며 현재는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 분야와 초전도 세라믹을

이용한 원적외선 센서와 같은 계측분야, 적외선 투과 광케이블

을 이용한 통신분야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권오준 외,

2004). 

적외선은 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중적외선(Mid

Infrared: MIR) 및 원적외선(Far Infrared: FIR)으로 분류되며

모두 흡수에 의한 물질의 분자 진동운동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근적외선은 가시광선(Visible)과 중적

외선(Mid infrared) 사이에 존재하는 빛으로 가시광선보다 길고

중간 적외선보다는 짧은 0.72~1.6 µm의 파장의 빛을 말한다.

근적외선 분광법은 1960년대 초 미국 농무성의 Karl Norris가

농업분야에서 처음으로 실용화된 후에 현재는 화학, 생화학, 화

장품, 의학, 석유화학, 제약, 고분자 제지 및 섬유분야까지 널

리 보급되어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분야에서의

근적외선 광작용과 열작용은 혈류증대, 통증경감, 골 재생 촉진,

생체작용 활성화, 상처치유촉진 등의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윤덕미, 2003).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

발 및 습득은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웰빙의 열풍으로 인해 의식주가 인체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급증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 한 요인

이 되고 있다. 의류관련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롭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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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섬유는 의류용을 비롯하여 우주, 전기, 전자, 정보통신, 건

축, 의료 등 각종 산업용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섬유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쓰

이는 섬유에 특수한 기능을 부여한 기능성 또는 지능성 섬유들

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개발은 섬유의 기능을 향

상시키고 있으며 미래에는 현재의 섬유소재 제조기술 및 섬유

가공기술을 전기, 전자, 생물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서 더

욱 편리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외선에 관한 연구로는 원적외선 저장 쌀의 급여가 흰쥐의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권오준 외, 2004), 근적외선 분광법의 원

리(정희일·김효진, 2000),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의 농업분야적

용(조규채, 1998), 근적외선을 처리한 생활용품의 항균효과(박

경화 외, 2005), 성상신경절 부위의 직선편광 근적외선 조사 후

요골동맥에서의 혈류속도의 변화(한승문·이상철, 2001), 흡광

도 차이기법을 사용한 NIR 분광법으로 성인머리의 대뇌피질의

심층측정 조사(Ohnishi et al., 2003) 연구 등이 있으며 적외선

을 의복에 적용한 연구로 원적외선방사 운동복의 착용이 근력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운동 후 회복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는 연구(여남회, 2001)와 원적외선 방사직물의 착용감이 일반직

물에 비해 매우 쾌적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안필자 외, 1997)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열환경에서 근적외선이 조사된 의복을

착용하고 인체생리학적 측면의 운동실험을 통한 온열생리반응

의 고찰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섬유의 기능을 향상시키

고 섬유소재 및 섬유 가공기술을 전자분야의 기술과 접목으로

더욱 편리하고 우수한 섬유, 의류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피험자 

피험자는 건강한 성인 남성 7명으로 신체적 특징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피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험절차 설명 후 실

험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근적외선 조사의복과 비조사 의복

착용실험 총 2회의 실험은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하였다. 실험

의 순서는 랜덤으로 하였으며 실험의 정확성을 꾀하기 위해 수

면시간, 식사량 등이 일정하게 되도록 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복은 동일한 의복을 근적외선 조사

한 의복과 조사하지 않은 의복 두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구성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면 100% 소재의 메리야스, 팬티, T-셔

츠, 양말, 반바지, 반팔과 긴바지 형태인 잠옷(Table 2)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근적외선 조사 실험복은 삼원색 파장 혼합방식으로 91.181

W/m
2
의 에너지량을 발생하는 근적외선 공진환경조성기

(EchowaveTech, Korea)에 15분 노출시킨 후 낮은 전력의 근적

외선이 발산되는 양생실 내에 8시간 보관과정을 거쳐 실험복

으로 사용되었다. 방사율은 열을 받으면 100% 복사되는 흑체

와 비교하여 결정되며 방사에너지는 에너지의 세기로 37
o
C에

서 1 m
2
 당 발생하는 전기량을 의미한다. 근적외선이 조사된 실

험복의 방사율은 Cary 500 scan UV/VIS/NIR Spectrophotometer

(Varian Austria)로 측정하였으며 3.52 × 10
2
 W/m

2
µm였다. 근

적외선의 조사가 섬유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 면 백포로 인장강신도, 흡수율, 보온성, 공기투과

성을 측정한 결과 물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근적외선을 조사한 의복의 착용이 인체의 생리적 기능성에

미치는 온열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는 근적외선이 조사

된(이하 NIR-O로 칭함) 의복과 근적외선이 조사되지 않은(이하

NIR-X로 칭함) 동일한 두 종류의 의복착용 실험을 실시하였다.

근적외선이 조사된 의복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험자

는 실험 24시간 전에 NIR-O 또는 NIR-X 실험의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취침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

여하기 위해 NIR-O 또는 NIR-X 잠옷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기온 32
o
C, 습도 60% RH, 기류 10 cm/sec로 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ject Age Weight(Kg) Height(cm) BSA(m
2
) BMI(kg/m

2
)

S1

S2

S3

S4

S5

S6

S7

24

24

19

24

24

19

19

69

57

72

73

73

79

66

177

175

179

183

180

180

164

1.85

1.69

1.90

1.94

1.92

1.99

1.71

37.26

33.66

37.87

37.50

38.02

39.78

38.18

Mean 21.86 69.78 176.86 1.86 37.47

Table 2. Fabric specification

Clothes Material Construction Thickness(mm)
Yarn number Fabric count(threads/inch)

Weight(g/yd
2
)

Warp Weft Warp(wale) Weft(course)

T-shirt Cotton Knit 0.247 26's 37 51 148.4

Knee Pants Cotton Plain 0.297 23's 18's 122 52 215.1

Under shirt Cotton Knit 0.263 42's 35 53 144.0

Briefs Cotton Knit 0.263 42's 35 53 144.0

Socks Cotton Knit 0.100 11's 24 30 283.7 

Pajamas Cotton Plain 0.453 65's 60's 102 93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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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인공기후실에 입실하여 실험 측정 센서를 부착한 후 직장

온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졌다. 직장온이 안정

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한 시점을 실험의 시작점으로 하였으

며, 실험구성은 의자에 앉아 실험을 준비하는 휴식기(Rest, 30

min),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를 실시하는 운동기(Exercise, 30

min)와 다시 의자에 앉아서 휴식하는 회복기(Recovery, 30

min)로 이루어졌으며(Fig. 1), 운동은 트레드밀 3.5 km/h의 속도

로 걷기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30

일까지 시행되었다.

2.3. 측정항목 

직장온(Rectal Temperature, Tre)은 Thermistor에 소독한 고

무커버를 씌우고 끝부분에 바세린을 발라 직장 내 12 cm 정도

삽입한 후 테이프로 고정시켜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피부

온은 이마, 가슴, 팔, 손등, 대퇴, 다리, 발등의 7부위에

Thermistor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LT 8 온도 측정계(精度

0.01
o
C, Gram Cooperation, Japan)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측정, 저장한 값을 사용하였다. 평균 피부온(Mean Skin

Temperature, )은 체표면적비율에 따른 가중치로 계산하였

다. 발한량은 감도 1 g까지 측정 가능한 정밀인체천칭

(METTLER TOLEDO Multi Range KCC 300, Germany)을

사용하여 실험 전후의 체중감소량으로 측정하였다. 

혈압(Blood Pressure, BP)은 혈압계(Wrist Blood Pressure

Meter, EW 278, Japan)를 이용하여 최고 및 최저혈압을 실험

시작 전과 각 실험단계가 끝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심박수

(Heart Rate, PR)는 Sport Tester(Polar-PE3000, Finland)의 센

서를 가슴에 부착하고 모니터를 손목에 착용하여 1분 간격으

로 연속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의복 내 기후는 Thermo Recorder(TR-72S, T&D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센서를 왼쪽 흉부피부와 최내층 의복사이에

넣어 고정시켜 1분 간격으로 기록하여 의복내의 온도와 습도

를 조사하였다.

서열환경에서의 에너지 대사율 및 환경이 인체에 주는 load

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한 산소섭취량은 개방식 측정법을 사

용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Duglas bag법으로 Breath by

Breath(Quark B
2
, Cosmed Srl,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감각은 온열감(+4 very hot/+3 hot/+2 warm/+1 slightly

warm/0 neutral/-1 slightly cool/-2 cool/-3 cold/-4 very cold;

ASHRAE의 척도)과 습윤감(+4 very wet/+3 wet/+2 slightly

wet/+1 neutral; 일본 空調衛生工學會 척도), 온열쾌적감(4 very

uncomfortable/3 uncomfortable/2 slightly uncomfortable/1

comfortable; 渡 등의 척도)(中橋美智子·吉田敬一, 1990)의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실험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피험자

에게 질문하여 응답을 기록하였다. 

2.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등 통계량을 산출하였고

paired t-test, ANOVA 검증을 하였으며 유의차는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Tsk

 

Table 3. Characteristics of fabrics

                       Classification NIR-O NIR-X Method

Tensile strength(N) warp 337 350

KS K 0520 Grab method
weft 106 101

Tensile elongation(%) warp 9.6 10.4

weft 18.8 18.7

Rate of absorbtion(%) 58.6 57.4 KS K 0815

Air permeability(cm
3
/min/cm

2
) 1394 1373 KS K 0570

Warmth(%) 26.3 26.0 KS K 0560 Constant temperature method

Fig. 1. The experimental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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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직장온과 평균피부온

근적외선 조사의복이 인체에 미치는 온열생리반응을 알아보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부온으로서 직장온(Rectal Temperature,

T
re
)을 측정하였다. Fig. 2는 NIR-O 의복과 NIR-X 의복을 착

용하였을 때의 평균 직장온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체 90분간의 실험을 통하여 NIR-O 의복 착용시의 평균

직장온은 37.657
o

C, NIR-X 의복 착용시의 평균 직장온은

37.852
o

C로 NIR-O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직장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실험시작 전의 충분한 안정기를 거쳤음에도 불

구하고 운동시작 시에 직장온이 일치되지 않은 것은 24시간 이

전부터 NIR-O 의복을 착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NIR-O,

NIR-X 의복착용 시 모두 휴식기 동안 직장온이 0.1
o

C 정도

하락하였다(p<0.001). 운동기에서의 직장온은 NIR-O, NIR-X

의복착용 시 모두 상승하였으며 회복기에는 NIR-X 의복보다

NIR-O 의복착용 시 직장온 회복율이 더 좋았다. 

물은 1.6 µm 이하의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을 흡수하기 어렵

고 혈액은 0.6 µm 이상의 가시광선의 빨간색과 적외선을 흡수

하기 어려우므로 근적외선은 생체 심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

다. 근적외선이 생체에 도달하면 일부는 반사하고, 다른 부분은

생체내로 산란되고 흡수된다. 빛이 생체에 흡수될 때의 현상은

광자 에너지에 따라 다르지만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 에너지는

높게 되고 전자여기에 의해 생체에 광화학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된다(윤덕미, 2003). 

본 실험은 근적외선을 인체에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근

적외선이 조사된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근적외선이 조사된 섬유

와 조사되지 않은 섬유의 보온성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IR-O 의복을 입은 경우의 직장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

은 근적외선이 조사된 의복의 방사에너지가 생체내부의 온도조

절기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

험시작 전 충분한 안정기를 거친 후에 NIR-O 의복을 입은 경

우 피험자의 직장온 평균이 0.2
o

C정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7명의 피험자 중 6명의 피험자 직장온

이 NIR-O 의복착용 시 낮게 나타났으며 1명은 NIR-O 의복

착용시 직장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측정재료에 광선을 조사

시 반사·흡수·투과되는 에너지의 양이 재료의 표면 상태나

내부 상태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김재민 외, 1997)는 것과 같

이 NIR-O 의복에서 발생되는 근적외선 복사열도 피험자 개인

적인 신체상태에 따라 반사율, 흡수율, 온열 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NIR-O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운동시작 시점에서부

터 운동 끝마치는 시점에서의 직장온 변화는 0.42
o

C로 NIR-X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0.28
o

C)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NIR-

O 의복에서의 근적외선 방사열이 운동으로 인해 상승되는 체

온과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NIR-O 의복착용 시의 안

정시 직장온이 NIR-X 의복의 직장온보다 낮았기 때문에 운동

기 동안 직장온의 상승변화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종

료시의 최대 직장온은 NIR-O 의복착용 시가 NIR-X 의복착용

시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Fig. 3은 실험시간에 따른 평균피부온(Mean Skin

Temperature, sk)을 나타낸 것으로 NIR-O 의복착용 시가 NIR-

X 의복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직

장온과 마찬가지로 평균피부온도 휴식기부터 NIR-O 의복착용

시가 더 낮았으며 운동기에서의 평균피부온 증가폭도 NIR-O 의

복착용 시가 더 높게 나타나 직장온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3.2. 발한량

발한량(Sweat Rate)은 실험 전·후의 피험자의 체중차이를

단위체표면적당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으며 Fig. 4는 NIR-O 의

복을 착용하였을 때와 NIR-X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평균 발

Fig. 2. Time course of mean rectal temperature during the experimental

schedule(***P<.001). 

Fig. 3. Time course of mean skin temperature during the experimental

schedul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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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을 나타낸 것이다. NIR-X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평균

발한량은 535.75 g으로 NIR-O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575.35

g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발

한은 피부온과 심부온에 의해 영향을 받고, 피부온이 같을 때

에는 심부온이 높을 경우 발한률이 높고, 심부온 수준이 같을

때에는 피부온이 높은 경우에 발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Nadel et al., 1971), 본 실험에서는 NIR-X 의복착용 시의 심

부온과 피부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NIR-X 의복 착용시 평

균 발한량은 유의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발한량은 개인차가 있고 또 발한중추의 감수성의 차이에 의

해 다르게 나타나므로 7명의 피험자 중 피험자 2와 피험자 7

의 경우 NIR-X 의복착용 시 발한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나머지 피험자는 같거나 NOR-O 의복착용 시의 발한량이

더 많았다. 직접적인 운동의 결과나 주위환경의 온도가 올라가

몸이 뜨거워지면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는데 이는 피부

로부터 전도열이 발산되어 심부체온이 말초로 발산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신체가온영역이라 하고 피부혈관의 확장만으

로 체온을 유지시키지 못할 경우 발한에 의한 체온상승 방지가

발생하는데 이 증발조절영역은 29
o

C 이상이다(성수광, 2000).

본 연구의 환경조건은 고온에서의 NIR-O 의복착용 생리적 온

열반응을 살펴보고자 환경기온을 32
o

C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실험 전 구간은 증발조절 영역 내에 포함되었다. 

운동이 시작되면 활동적인 골격근은 즉시 많은 혈류량을 필

요로 하게 되어 혈류가 제한되는 부위의 혈관수축을 일으켜 혈

류를 제한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골격근 쪽으로 돌리게 되어

혈류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생긴다(강희성 외, 2001). 또 체표

면이 가온되면 말초피부에 있는 온도신경인 온각수용기가 온도

의 자극을 받아 시상하부의 전부를 흥분시키고 연수에 존재하

는 부교감신경성 체온유지조절 신경중추의 냉중추가 자극되어

피부혈관 확장중추, 땀샘의 분비 촉진중추 등을 자극하여 피부

혈관의 확장, 땀샘의 분비촉진에 의한 수분증발의 증가가 행하

여진다(성수광, 2000). 그러므로 NIR-O 의복 착용시 운동구간

의 피부온상승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은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

혈관의 많은 확장과 동시에 땀샘의 분비촉진이 활발하였음을

나타내며 의복내 습기가 운동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3.3. 의복 내 국소기후(Microclimate)

의복을 착용함에 따라 인체와 의복 사이에는 외부의 환경과

다른 특수한 기후가 형성되는데 의복착용에 의해 형성된 기후

상태 즉 의복과 피부와의 미세 공간 내 온도, 습도, 기류를 의

복기후라고 하며 이 의복기후를 쾌적하게 하는 것이 의복착용

의 목적이기도 하다. 

Fig. 5는 실험구간에 따른 의복 내 기후 중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휴식기 10분 정도까지는 NIR-O 의복착용 시의

의복 내 온도가 34
o

C로 더 높았으나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운

동기를 거쳐 회복기까지 NIR-X 의복 착용시의 의복 내 온도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실험 전 구간내

의 의복내 온도는 직장온 및 피부온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6은 실험구간에 따른 의복 내 기후 중 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IR-O 의복을 착용한 경우 휴식기의 습도는

NIR-X 의복착용 시보다 낮았다가 운동기에서 비슷한 습도를

보였으며 운동기 후반부터 실험 종료 시까지 뚜렷한 차이를 보

이며 높게 나타났다. 운동기의 온도상승이 많이 일어난 NIR-O

의복착용 시의 운동기 이후 의복내 습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발한의 증발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발한이 유효

발한으로 작용하였음은 직장온과 피부온, 의복내 온도가 운동

기 이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okura & Midorikawa(1985)의 의복 내 온도가 33
o

C를 넘

으면 인체는 온열성 발한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이때는 의복

내층이 의복의 외층보다 고습이 되어 불쾌감을 유발시킴을 보

고하였는데 본 실험의 환경온은 생리반응의 변화를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고온인 32
o

C에서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의복 내 온

도가 33.5~34.8
o

C의 분포를, 의복 내 습도는 실험 시작 후 곧

바로 발한이 진행되어 실험 전 구간 내내 의복내 습도가 73~

Fig. 4. Sweat rate of subject during the experimental schedule.

Fig. 5. Time course of mean microclimate temperature during the

experimental schedul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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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로 의복외층인 인공기후실의 상대습도 60%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높은 습도는 쾌적감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

3.4. 혈압과 심박수

Table 4는 NIR-O 의복착용과 NIR-X 의복착용 시의 평균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과 평균 심박수(Blood Pressure and

Heart Rate)를 실험 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두 의복 착용시

모두 운동기에 휴식기보다 상승하였다가 회복기의 떨어지는 형

태를 보이고 있으나 확장기는 구간에 따라 별 변화가 없어 운

동시 수축기 혈압은 운동강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며 확장기

혈압은 운동강도와 관계없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강희성 외,

2001)는 설명과 일치하고 있다. 혈압은 주로 심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또 온도가 높으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NIR-X 의복착용 시의 직장온과 피부온이 높았으므

로 NIR-X 의복착용 시 혈압이 평균적으로는 낮았으나 두 의

복착용사이의 혈압 간에 유의한 차는 없었다. 

심박수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산소섭취량의 증가, 심부온의

변화와 그 리듬을 같이하는데(박철빈·박수연, 1997) 본 실험

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NIR-X 의복착용 시의 심박수가

높게 나타났다. NIR-X 의복착용 시의 체온이 높고 산소섭취량

이 많았으므로 안정기와 회복기에서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NIR-

X 의복착용 시 심박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기에서는 NIR-

X 의복착용시의 심박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3.5. 산소섭취량

Fig. 7은 실험 전 구간의 NIR-O 의복착용과 NIR-X 의복착

용 시의 산소섭취량(Oxygen Uptake)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소섭취량은 휴식시부터 NIR-O 의복이 낮게 나타났으며 운동

기와 회복기에서도 NIR-O 의복 착용시의 산소섭취량이 유의하

게 적은 것(p<0.001)으로 나타났다. 산소섭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함께 두 값의 비율로 호흡교환율을 계산하여 인체에

의해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근육의 산소필

요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결국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강희성 외, 2001). 그러므로 NIR-O 의복 착용 시

산소섭취량이 적게 나타난 것은 서열환경에서 동일한 운동을

하였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인체에 부담을 적게 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3.6. 주관적 감각

주관적 감각(Subjective Sensation)으로 NIR-O와 NIR-X 의

복 착용시 온열감, 온열쾌적감, 습윤감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온열감은 실험구간에서 NIR-O 의복과

NIR-X 의복착용 시 두 의복간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열쾌적감과 습윤감에서도 두 의복 착용간에 유의적 차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의복내 습도가 NIR-X 의복보다 NIR-O 의복

착용시 운동기 이후 유의한 차를 보이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습윤감과 온열쾌적감이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습윤감과 온열쾌적감이 좋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의 실험복은 속옷과의 통일성 및 천연

소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면 100%로 제한되었으나 투

습성이나 투과성, 흡수성이 좋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다면 주

관적 감감은 더 쾌적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Fig. 6. Time course of mean microclimate humidity throughout the

experimental schedule.

Table 4.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Classification
Experiment

Rest Exercise Recovery

Blood pressure(mmHg) NIR-X systolic 119.14 125.21 122.64

diastolic 70.29 72.57 72.14

NIR-O systolic 122.57 132.79 124.36

diastolic 72.71 72.71 72.50

Heart rate(Beats/min) NIR-X 78.55 111.58*** 84.14

NIR-O 77.81 108.13*** 83.61

***P<.001

Fig. 7. Time course of mean oxygen uptake throughout the experimental

schedul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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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근적외선이 조사된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온열생리반응을 살펴보고자 근적외선이 조사된(NIR-O)

의복과 조사되지 않은(NIR-X) 의복을 입은 성인 남성 피험자

를 대상으로 32
o

C, 60% RH의 인공기후실에서 운동 시 심부

온, 피부표면온도, 발한량, 의복 내 기후, 산소섭취량 등의 온

열생리반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NIR-O 의복착용 시의 평균 직장온은 37.657
o

C로 NIR-X

의복 착용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피부온도

NIR-O 의복 착용시가 더 낮게 나타나 직장온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근적외선이 조사된 의복과 조사되지 않

은 의복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4시간 전부터 실험

복을 착용하여 실험에 응하였으나 같은 피험자라도 실험날짜가

다르고 실험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정량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2. NIR-X 의복과 NIR-O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평균 발한

량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3. 의복내 기후 중 온도는 NIR-O 의복착용 시보다 NIR-X

의복착용 시 온도가 유의하게 높아 직장온 및 피부온과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 내 기후 중 습도

는 NIR-O 의복착용의 경우 실험시작 시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며 운동기에서 실험종료 시까지 NIR-

X 의복착용 시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NIR-

O 의복착용 시 운동기 이후의 의복내 습도가 높게 나타난 것

은 발한의 증발때문으로 생각되며 직장온과 피부온, 의복내 온

도가 운동기 이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이 발한이 유효발한으

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산소섭취량은 실험 전 구간을 걸쳐 NIR-O 의복 착용시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감각인 온도감, 온열쾌적감, 습윤감에서 모든 구간

NIR-O 의복과 NIR-X 의복착용 시 두 의복간 유의한 차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의복내 습도가 NIR-X 의복보다 NIR-O 의복착

용시 운동기 이후 유의한 차를 보이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습윤감과 온열쾌적감이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습윤감과 온열쾌적감이 좋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의 실험복은 속옷과의 통일성 및 천연

소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면 100%로 제한되었으나 투

습성이나 투과성, 흡수성이 좋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다면 주

관적 감감은 더 쾌적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열환경에서 NIR-O 의복 착용으로 야기되

는 온열 생리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피험자가 20대 성인

남성이라는 제한점뿐만 아니라 인원수, 의복, 착용시간 등의 제

한점이 있어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의복의 디자인 및

소재, 피험자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온열 생리반응 등을 밝

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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