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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slit positions on the microclimate temperature/humidity of
garments. To design the slits, a market survey was performed to indicate the method to apply the slits, in
addition to a literature survey about muscles and body surface variation through body movements. Based
on the survey, three positions of slits were selected, shoulder slit, lowback slit, and midback slit, a slit
width of 1cm and length to 30cm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microclimate temperatures/humidity
on the back according to the slit positions were in the order of, lowback, midback, and the shoulder. The
lowback slit showed the highest effect on the temperature/humidity of a front trunk. Lowback slits affected
on localized areas of the glutaeus maximus, erector spinae, and latissimus dorsi. Midback slits affected the
back muscle and deltoid. Shoulder slits showe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ized area of the
deltoid versus other localized areas. In the subjective sensations, the lowback slit was cooler, dryer, and
more comfortable than the other slits. For the subjective sensations by fabric characteristics, the slit
positions correlated at  and were significant at p<.001. The results show that the lowback slit has a
superior air exchange effect and thermoregulation qualities.

Key words: Ventilation, Slit position, Running wear, Air exchange, Heat balance; 통기성, 슬릿의 위치,
러닝웨어, 공기 교환, 열평형

I. 서 론

운동 시 발생한 과다한 열이 충분히 방열되지 못하면,

땀 발생을 촉진시켜 많은 양의 땀을 흘린다. 이중 증발하

지 않고 피복과 피부에 잔존하는 땀은 피부면의 습도를

상승시켜, 끈적한 느낌과 온열감이 증가되어 불쾌하게

된다. 운동 시 의복 내 습도는 85% 이상이 되고, 휴식 후

에도 쾌적한 의복 내 습도인 50±10% 로 회복되기 어렵

다(신혜경 외, 1997; 최석철 외, 1993). 의복 착용 시의 불

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열과 수분을 효율적

으로 배출 시킬 수 있는 의복 소재와 디자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섬유 단면의 변형, 특성이 다른 소재의 혼합,

직물 조직, 그리고 직물 표면의 가공처리 기술과 같은 소

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의복의

착용감은 향상 되었다. 그러나 소재 특성만으로는 의복

내 온·습도 조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복 구성 및 디

자인에 의한 열·수분 배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러닝과 조깅 시 착용하는 스포츠웨어 경우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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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조건에 노출되므로 의복 내 온·습도 조절을 크게

요구하게 된다(김태규, 성수광, 2006). 국내외에서 진행

되는 슬릿이나 개구부에 의한 통기효과 연구들을 살펴

보면, 팔다리의 운동과 같은 신체 움직임으로 의복 내

공간에서 공기의 풀무효과(bellow effect)가 발생되며,

그 결과로 인체와 의복 사이에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

게 된다고 하였다(Vokac et al., 1973). 슬릿을 적용한 스

포츠웨어의 경우에는 의복 내 기후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쾌적하고, 혈압과 심박수가 낮게 나타났으

며,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도 신체 부담이 적고, 발한량

또한 적으며, 주관적 감각에 있어서도 열적으로 쾌적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연수민, 김희은, 2005). Shivers

et al.(1977)은 슬릿의 위치와 개구의 개폐여부가 공기 교

환속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의복 내 공

기 부피가 클수록 공기 교환을 위한 시간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슬릿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져 있으나, 슬릿의 위치 선정 시 인체의 동작 특성과 연

결지어, 이를 바탕으로 통기성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인체의 동작 특성을 중심으로 러닝웨어

재킷의 슬릿의 위치를 선정하고, 슬릿의 위치가 의복

내 온·습도 변화와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 국

소부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러닝웨어 재킷의 슬릿 적용 현황 조사

시판되고 있는 러닝웨어 재킷에 슬릿이 적용된 현

황을 조사하기 위해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지향하는

스포츠 브랜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다섯

개의 브랜드는 A, N, P, H, E 스포츠 브랜드이며, 백화

점과 아울렛을 방문하여 러닝웨어 재킷의 슬릿 적용

실태를 파악하였다(Fig. 1). 슬릿이 적용된 사례를 살

펴보면, 가슴, 등, 복부와 전완부위에 슬릿이 주로 사

용되며, 적절한 단열과 방열을 함께 요구하는 봄·가

을을 스포츠웨어용 재킷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름

에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슬릿을 주기

보다는 메쉬와 같이 통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의복 내에 바람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였다. 슬릿은

신체부위에 따라서 방향과 길이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가슴과 복부는 세로방향, 등은 가로방향, 그리고 전완

의 경우는 진동을 따라 슬릿을 주고 지퍼로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슬릿의 길이는 등과 가슴부위의

경우 15~30cm 이상이며, 전완부위는 진동둘레의 약

1/3~2/3 정도였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방풍성

Fig. 1. Slits used in the commercially available running wear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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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투습방수 소재, 통기성이 적은 나일론 소재

등과 활동성을 위한 경량성 소재를 지향하고 있었다.

2. 신체의 동작 특성에 따른 슬릿 디자인

인체의 온열생리적 반응 조절에 효율적인 슬릿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판되는 러닝웨어 재킷의 슬릿 적

용 현황과, 후면의 경우 폭이 넓게 변화하여 체표면의

변화방향 및 밑가슴둘레와 배둘레선 사이의 체표변화

가 최대가 된다는 선행연구(이영숙, 안태환, 1991)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어깨(shoulder), 등중앙

(midback)과 등허리(lowback), 세 부위에 슬릿을 적용

하였다. 슬릿은 승모근(trigger point)과 삼각근(deltoid

muscle)을 감싸는 어깨 슬릿 ①과, 배근(back muscle)

과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을 가로지르는 등중앙

슬릿 ②, 그리고 광배근(latissimus dorsi)에서 중둔근

(glutaeus maximus)으로 이어지는 등허리 슬릿 ③으

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슬릿은 근육의 동적인 움직임

(최병길, 1996)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만들었다(Fig. 2).

슬릿의 길이는 시판되는 남성용 러닝웨어 재킷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길이인 30cm로 정하였다.

슬릿을 적용한 실험의는 남성 러닝웨어 재킷 100 사

이즈로 제작하였다.

3. 시료

슬릿이나 개구부에 의한 통기효과가 직물의 공기

투과성에 의한 통기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에, 불통기성 소재에 슬릿을 적용하여 슬릿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러닝웨어 재킷의 대표적인

소재인 투습방수 소재를 선택하여 슬릿을 적용한 의

복을 제작하였다. 착의성능 평가 시 100% PET 쿨맥

스 소재의 셔츠를 러닝웨어 재킷 안에 착용하였다. 사

용된 시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 주관적 성능 평가

1) 피험자

피험자는 21세 이상 28세 사이의 신체 건장하고 평

소에 운동으로 체력이 단련되지 않은 남자 대학생 6명

을 선정하여 체력 조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2) 착의 조건 및 센서 위치 선정

착의 조건은 실제 봄·가을 러닝웨어와 동일하게

셔츠와 재킷으로 두 개의 의복 층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의복 층은 피부면과 셔츠로, 두 번째 층은 셔츠

Fig. 2. Slit design based on the human body movement.

Table 1. Fabric characteristics of test garments

Fabric Function Fiber contents Weave type
Yarn size
(Denier)

Thickness
(mm)

Weight
(g/m2)

Type A
Air permeable

waterproof
PET 100% Plain 75×75 0.199 109

Type B Non-air permeable
Polyvinyl chloride

(PVC)
Sheet - 0.15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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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킷으로 이루어진다. 어깨, 등중앙과 등허리 부위

에 슬릿이 적용된 투습방수 소재와 불통기성 소재의

러닝웨어 재킷은 모두 동일한 순서로 착의시켰다.

의복 내 미세기후 측정을 위한 온·습도 센서는
(MSR12 Signal Data Recorder, MSR Electronics GmbH,

Switzerland) 체간부의 열분포 및 근육의 움직임과 체

표변화를 고려하여 각 의복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

에 부착했으며, 총 20개의 센서를 사용하였다(Fig. 3).

피험자 실험은 식후 2시간 후에 이루어졌으며, 상온

에서 10분간 휴식 후 실험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3) 착용 성능 실험

피험자 착용 실험은 인공기후실(20±2oC, 50±5%RH)

에서 실시하였다. 온도는 한국 기상청의 1971~2000년

도까지 관측한 한국의 봄·가을 평균기온(11~19oC)을

고려해 설정하였으며, 습도는 운동으로 발생된 의복

내 수분배출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평균습도보다

낮게 조절하였다. 착용 평가 실험은 안정-운동-회복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총 75분간 실시하였다(Fig. 4).

운동은 트레드밀(J4F, Tunturi Oy Ltd. Finland)을 이

용하여, 걷기-빨리걷기-달리기-빨리걷기-걷기 단계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킨 후 감소시켰다.

Back Front

B1 Back muscle F1 Linea alba of pectoralis major

B2 Erector spinae F2 Rectus abdominis

B3 Deltoid F3 Pectoralis major

B4 Latissimus dorsi F4 Upper external abdominal oblique 

B5 Glutaeus maximus F5 Lower external abdominal oblique 

Fig. 3. Sensor spots on back and front of trunk.

 

Fig. 4. Subjective tes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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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감각 설문

실험시 피험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각을 알아보기

위해 온열감, 습윤감과 쾌적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SHRAE의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5. 통계분석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의 2원 배치 분산분석을 이

용하여 연구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

를 살핀 후,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집

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소재와 슬릿 위치에 따른 의복 내 미세기후

착용실험 시 소재와 슬릿 위치의 상호작용이 의복

내 미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원배

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체간부 후면의 온

도와 전면의 습도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후면 습도와 전면의 온도에서는 상호

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후면의 온도와 전면의 습도 경우에서는 통

기성 소재를 사용하고 일정 부위에 슬릿이 존재한다

면, 통기성 소재만을 사용했을 때 또는 슬릿만 존재

할 때의 온·습도 저하보다 훨씬 더 큰 온·습도 저하

가 나타난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후면

습도와 전면의 온도 경우에서는 통기성 소재와 슬릿

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시너지효과가 없어서 각각 요인

의 효과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각 변

수의 주효과를 분석하고,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면

이 효과가 제거되도록 변수변환을 하여 제거하고 분

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재 특성에 따른통기효과

가 의복 내 미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슬릿에 의한 의복 내 미세기후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불통기성 소재와 통기성 소재, 2종

의 다른 소재를 사용한 것이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

을 제거한 상태인 불통기성 소재 사용 시에는 슬릿에

따른 통기효과 자체만을 분석하고, 실제 착용되는 러

닝웨어 재킷과 유사한 투습방수 소재 사용 시에는 의

복 내 온·습도가 슬릿의 위치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통기성 소재와 통기성 소

재별로 슬릿이 의복 내 미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면

밀하게 분석하였다.

2. 불통기성 소재의 의복 내 미세기후

1) 체간부 전·후면 국소부위의 온도 차이

다른 변인의 영향이 제거된 상태인 불통기성 소재

사용 시 재킷의 슬릿 위치에 따른 체간부 전·후면 국소

부위의 온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불통기성 소재의 재킷 슬릿 위치에 따른 체간부

후면의 온도 변화는 모든 국소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부위의 온

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슬릿의 위치는 등허리

로, 특히 후면의 중둔근, 척추기립근과 광배근 부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각 슬릿과 콘트롤과의 온도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국소부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특히, 등허리 슬릿과 가장 가까운 국소

부위인 중둔근은 콘트롤 시료와 1.67oC, 척추기립근

은 1.39oC, 광배근은 0.97oC의 온도 차이를 보였으며,

등중앙 슬릿과 어깨 슬릿도, 가까운 배근과 삼각근

부위에서 각각 1.36oC, 0.74oC의 온도 차이를 보였다

(Table 3). 이와 같이 각 슬릿과 가까운 국소부위의 온

도가 낮은 것은, 개구부와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빠른

공기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추미선, 2000).

체간부 전면의 온도 변화는 외복사근 상부를 제외

한 국소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Table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brics and slits

　 F-value
Back Front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Humidity

Fabric 10.73*** 105.10*** 26.00*** 46.05***

Slit 15.97*** 018.44*** 19.02*** 06.31***

Fabric * Slit 03.85** 001.90 01.70 03.4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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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후면과 마찬가지로 등허리 슬릿이 체간부 전면

의 국소부위에 미치는 통기효과가 다른 슬릿에 비해

컸으며, 가슴중앙과 외복사근 하부에서 각 슬릿이 가

지는 콘트롤과의 온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등허리 슬릿이 어깨와 등중앙 슬

릿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큰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전면의 국소부위에서 등허리 슬릿의 통

기효과가 온도 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체간부 전·후면 국소부위의 습도 차이

불통기성 소재 사용 시 재킷의 슬릿 위치에 따른

체간부 전·후면 국소부위의 습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4). 불통기성 소재 후면의 습도 차이에서 슬릿

의 위치가 체간부의 국소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온도와는 달리

등중앙 슬릿이 다른 슬릿에 비해 더 많은 국소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척추기립근과

전면의 대흉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등허리

슬릿은 중둔근 부위에서, 그리고 어깨 슬릿은 승모근

부위에서 습도 조절효과가 다른 슬릿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각 슬릿의 위치에 따른 콘트롤과의 습도 차이는 척

추기립근에서만 슬릿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등중앙 슬릿이 8.29%로 다른 두 슬릿보다 습도 차이

가 컸다(Table 5). 온도 조절효과에 비해 다소 낮은 습

Table 2. Microclimate temperature at various sensor spots in non- breathable garment (Unit: oC)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 Shoulder Midback Lowback

Back

B1 31.08 C 30.82 B 29.72 A 30.58 B 22.37***

B2 31.06 B 30.70 B 29.97 A 29.67 A 27.56***

B3 31.37 C 30.63 A 31.17 B 31.21 B 13.00***

B4 30.74 C 30.31 B 30.15 B 29.78 A 17.81***

B5 29.39 C 29.32 BC 29.09 B 27.72 A 64.24***

Front

F1 32.65 B 31.98 B 32.04 B 31.52 A 6.11***

F2 30.51 B 29.95 B 29.99 B 29.08 A 19.16***

F3 31.58 31.24 31.22 31.06 1.12***

F4 31.60 B 30.86 B 30.99 B 30.50 A 12.67***

F5 30.76 B 29.97 B 30.08 B 29.07 A 16.18***

***p<.001

Table 3. Microclimate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each slit position in non- breathable garment
(Unit: oC)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Shoulder Control-Midback Control-Lowback 

Back

B1 0.26 A 1.36 B 0.49 AB 05.02*

B2 0.36 A 1.09 B 1.39 B 13.58**

B3 0.74 0.21 0.16 01.67

B4 0.43 A 0.59 A 0.97 B 08.71**

B5 0.08 A 0.31 A 1.67 B 14.72***

Front

F1 0.67 0.62 1.13 00.33

F2 0.57 A 0.52 A 1.43 B 05.16*

F3 0.35 0.37 0.53 02.22

F4 0.74 0.61 1.10 01.40

F5 0.78 A 0.68 A 1.69 B 17.6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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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절효과를 보인 것은 발생된 땀이 불통기성 소재

를 통해 투습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복에

남아있는 땀, 피부에 잔존하는 땀과 흘러 내리는 땀

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조지현, 류덕완, 1999)이다.

이는 슬릿위치에 따른 국소부위의 온도 차이에서는

등허리 슬릿이 좋은 온도 조절효과를 가지지만, 습도

차이에서는 등허리 슬릿과 등중앙 슬릿 간의 습도 조

절효과의 차이가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전면에서 슬릿의 위치에 따른 습도 변화는 대흉근

과 외복사근 하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able

4), 등허리 슬릿은 외복사근 하부에서, 그리고 등중앙

슬릿은 대흉근의 습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슬

릿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면에서 슬릿의

위치에 따른 습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슬릿에 의한 수분배출력은 슬릿과 가까이 있는 국소

부위일수록 증가하고, 불통기성 소재 사용 시에는 흡

수되거나 증발되지 못하고 의복층에 남아있는 다양

한 땀이 많아서 습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면과 전면에서 온·습도 변화에서 습도는 낮으나

온도가 크게 나타난 국소부위의 경우에는, 김태규, 성

수광(2006)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운동 시 대류

와 증발로 인한 피부온의 냉각현상이 피부와 체내 중

심간의 온도 차이를 발생시켜서 인체의 열 발산을 촉

진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4. Microclimate humidity at various sensor spots in non- breathable garment (Unit: %)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 Shoulder Midback Lowback

Back

B1 71.94 B 70.28 B 66.09 A 70.78 B 15.81***

B2 74.00 B 73.94 B 65.71 A 67.20 A 20.25***

B3 74.48 B 70.26 A 74.01 B 74.00 B 12.88***

B4 73.42 C 70.45 BC 67.86 A 70.31 AB 07.87***

B5 70.94 C 70.84 C 66.92 B 58.64 A 47.49***

Front

F1 72.34 B 72.17 B 70.69 A 72.08 B 02.67*

F2 72.45 72.42 70.98 69.36 02.44

F3 74.15 74.14 72.73 72.96 02.25

F4 72.12 71.73 70.58 69.13 01.47

F5 69.09 B 68.48 B 66.30 B 63.78 A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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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icroclimate humidity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each slit position in non- breathable garment
(Unit: %)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Shoulder Control-Midback Control-Lowback

Back

B1 1.66 5.85 1.16 1.35

B2 0.06 A 8.29 B 6.80 B 4.13*

B3 4.23 0.47 0.48 1.52

B4 2.97 5.56 3.10 0.81

B5 0.10 4.02 12.30 2.57

Front

F1 0.16 1.64 0.26 0.23

F2 0.03 1.46 3.08 1.46

F3 0.01 1.43 1.19 0.41

F4 0.39 1.54 2.99 2.22

F5 0.61 2.79 5.31 3.3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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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습방수 소재의 의복 내 미세기후

1) 체간부 전·후면 국소부위의 온도 차이

투습방수 소재 사용 시 슬릿의 위치가 체간부 전·후

면 국소부위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체간부 후면 국소부위의 온도 변화는 슬릿의

위치가 체간부 후면 국소부위의 온도 변화에서 척추

기립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소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등허

리와 등중앙 슬릿은 어깨 슬릿에 비해 더 많은 국소

부위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등허리는 광배

근과 중둔근, 그리고 등중앙은 배근과 삼각근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등허리 슬릿은 체간부 후면의

중둔근, 광배근, 척추기립근 순으로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추미선(2000)에 의한 개구부

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부위일수록 산소농도가 먼저

빠르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체간부 전면에서 슬릿의 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에

서 모든 국소부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복근와 외복사근 하부의 온도가 다른 부위에 비

해 전반적으로 온도가 낮았으며, 이는 복근과 외복사

근 하부가 슬릿에 의한 통기효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신체부위임을 의미한다. 또한 세가지 슬릿 중

등허리 슬릿이 전면의 모든 국소부위의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이영숙, 안태환(1991)의 연구에서 후

면의 밑가슴 둘레선에서 배둘레선 사이에 최대 온도

변화가 일어나며 정중앙보다는 옆선 방향으로 더 크

게 일어난다고 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등허

리 슬릿이 광배근을 둘러싼 형태의 곡선으로 이루어

져 있어 통기효과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

해 준다.

체간부 전·후면에서 컨트롤과 각 슬릿의 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는 모든 국소부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불통기성 소재를 사용했

을 때보다는 통기성 소재를 사용했을 때에 체간부

전·후면의 온도는 감소하지만, 각 국소부위에서 컨

트롤과 슬릿의 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는 없었다. 투

습방수 소재 사용 시 슬릿이 없을 때보다는 슬릿 존

재 시에 효과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슬릿

의 위치에 따른 효과는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기성 소재 사용 시 슬릿의 효과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2) 체간부 전·후면 국소부위의 습도 차이

체간부 전·후면에서 슬릿의 위치에 따른 국소부위

의 습도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8). 체간부 후면에

서 슬릿의 위치에 따른 습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등허리 슬릿은 광배근과 중둔근

의 습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등중앙 슬

릿은 배근과 척추기립근의 습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컸으며, 어깨 슬릿은 삼각근 부위에서 습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슬릿의 공기

교환 효과가 각 슬릿의 위치와 가까운 국소부위에서

최대로 나타나며, 해당 국소부위의 습도 조절에 최대

의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전면의 습도는 모든 신

Table 6. Microclimate temperature at various sensor spots in breathable waterproof fabric (Unit: oC)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 Shoulder Midback Lowback

Back

B1 30.66 B 30.50 B 29.72 A 30.43 B 08.30***

B2 30.32 30.11 30.05 29.69 01.78

B3 31.18 C 30.83 AB 30.59 A 31.06 BC 04.16**

B4 29.89 AB 29.82 B 30.03 B 29.44 A 03.25*

B5 28.82 B 28.87 B 28.69 B 27.94 A 19.04***

Front

F1 32.01 C 31.59 AB 31.48 AB 31.28 A 02.98*

F2 30.04 C 29.65 B 29.59 B 29.05 A 11.94***

F3 31.16 C 30.80 B 30.79 B 30.57 A 06.85***

F4 31.00 D 30.60 C 30.07 AB 30.07 A 14.14***

F5 30.46 D 29.62 C 29.41 B 28.87 A 16.3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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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국소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 국소부위 중 외복사근 하부의 습도가 다른 국소

부위에 비해 낮았다. 체간부의 후면에 위치한 등허리

슬릿이 전면의 습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유화숙, 김은애(1996)의 연구에서 밝

힌 바와 같이, 후면에 위치한 등중앙 슬릿에 의한 수

분배출속도 증가로 인해 전면의 수증기압이 감소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전면에 위치한 근

육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수분을 최대한 빨리

배출시키고, 열적 쾌적성을 유지(Umbach, 1988)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치보다 등허리 슬릿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체간부 전·후면에서 컨트롤과 각 슬릿의 위치에

따른 습도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Table 9), 체간부 전·후면에서 컨트롤과 각 슬

릿의 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

었다. 불통기성 소재를 사용 시보다는 통기성 소재를

사용 시에 습도 저하가 나타나지만 컨트롤과 각 슬릿

의 위치에 따른 습도 차이는 없었다. 이는 온도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기성 소재 사용 시에는 슬릿의 효과

가 현저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슬릿의 위치에 따라 신체 국소부위의

온·습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의복에

슬릿 적용 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동근으로써

의 역할을 하는 신체부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체간부

후면에만 슬릿을 적용시키는 경우에는 전면의 모든

Table 7. Microclimate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each slit position in breathable waterproof
fabric      (Unit: oC)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Shoulder Control-Midback Control-Lowback

Back

B1 0.16 0.94 0.23 1.47

B2 0.21 0.28 0.63 0.29

B3 0.35 0.60 0.12 0.15

B4 0.07 -0.14 0.46 0.18

B5 -0.05 0.13 0.88 2.48

Front

F1 0.42 0.53 0.73 0.10

F2 0.39 0.45 0.98 0.00

F3 0.36 0.37 0.59 0.16

F4 0.40 0.92 0.92 0.14

F5 0.84 1.05 1.60 0.10

Table 8. Microclimate humidity at various sensor spots in breathable waterproof fabric (Unit: %)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 Shoulder Midback Lowback

Back

B1 67.00 B 61.30 A 60.51 A 61.63 A 11.74***

B2 70.01 B 66.83 B 63.44 A 63.81 A 9.63***

B3 67.45 B 61.37 A 62.18 A 62.13 A 18.27***

B4 68.88 B 64.94 A 64.93 A 64.68 A 8.16***

B5 67.36 D 63.13 C 63.47 B 57.06 A 24.51***

Front

F1 67.84 B 67.77 B 67.62 B 63.65 A 10.82***

F2 67.99 B 68.04 B 67.20 B 64.68 A 6.31***

F3 69.22 B 67.29 B 66.93 B 64.85 A 6.46***

F4 67.44 B 65.88 B 66.34 B 64.09 A 7.58***

F5 63.06 C 62.30 BC 61.64 B 58.17 A 13.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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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부위의 온·습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등허리 슬릿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운동과 모든 작업환경 활동에서 인체의 동적

움직임과 정적 움직임이 반복되므로, 하나의 슬릿만

을 적용하기 보다는 두 개 이상의 신체부위에 슬릿을

적용시켜서 동작 특성에 따른 의복의 통기효과를 높

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후 및 좌우 동작이 많거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운동과 작업의 경우는 등허리 슬

릿과 함께 어깨 슬릿을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상하로

뛰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과 작업의 경우에는 등허

리 슬릿과 함께 등중앙 슬릿을 적용하여 공기 교환을

통한 의복 내 온·습도 조절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4. 땀 변화량

1) 총 발한량에 대한 의복 내 축척량

운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전체 발한량에 대하여,

증발되지 못하고 의복에 축적된 땀량의 비율을 비교

하였다. 이때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

범위검증을 실시하여 각 시료별 슬릿 위치에 따른 축

적량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t-test를 실시하여 각 슬릿

별 소재 차이에 따른 축적량을 비교하였다(Table 10).

소재 간 땀 축적 비율은 모든 슬릿의 위치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슬릿의 위치에 따른

전체 발한량에 대한 의복 내 축적량 비율의 차이에서

는 불통기성 소재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불

통기성 소재가 슬릿에 의한 통기효과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줌을 의미한다.

총 땀량에 대한 의복 내 땀 축적량은 불통기성 소재

에서 슬릿의 적용 시 8%가 감소하였다. 이는 슬릿의 공

기 교환효과에만 의존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증발량의

감소율과 일치한다. 투습방수 소재에서 슬릿이 땀 축적

량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3~5% 사이로 낮았으며, 이

는 소재 자체의 통기 특성으로 인해 슬릿의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슬릿과 소재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의복 내 땀 축적량의 감소 비율은 13~17%로,

등허리 슬릿이 가장 높은 감소 비율을 나타냈다. 슬릿

이 없는 콘트롤 시료의 땀 축적량의 감소 비율이 14%

이므로, 그 이상의 감소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허리

슬릿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슬릿의 위치 중 등허리 슬릿이 의복 내 온ㆍ습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세가지 슬릿 중 등허리에 슬릿을 위치시키는 것이 인

체의 온열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주관적 감각

슬릿의 위치에 따른 온열감, 습윤감과 쾌적감의 차

이를 착용 실험구간을 따라 살펴보면, 쾌적감의 경우

는 휴식을 취하는 1~3구간과 10, 12구간에서 유의성

이 나타났으며, 온열감은 조깅 후 워킹을 하는 동안

유의성을 보였다. 그러나 습윤감은 전구간에서 슬릿

의 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습윤감의 경우, 운동 시 발한이 일어

Table 9. Microclimate humidity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each slit position in breathable waterproof fabric
(Unit: %)

Sensor spot
Slit

F-value
Control-Shoulder Control-Midback Control-Lowback

Back

B1 5.70 6.49 5.37 1.07

B2 3.18 6.57 6.20 2.09

B3 6.08 5.27 5.31 2.15

B4 3.94 3.95 4.20 1.51

B5 4.22 3.89 10.30 2.03

Front

F1 0.07 0.22 4.19 1.64

F2 -0.05 0.79 3.31 2.11

F3 1.92 2.28 4.36 0.61

F4 1.56 1.10 3.35 1.05

F5 0.76 1.43 4.8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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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을 때 피험자가 습윤감을 지각하는 정도의 개인적

차이가 크며, 1에서 7까지의 척도를 감각적으로 구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슬릿의 위치에 따른

습윤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슬릿의 위치에 따른 주관적 감각의 차이는 쾌적감,

온열감, 습윤감에서 슬릿이 없는 콘트롤 시료보다 슬

릿이 적용되었을 때 의복 내부가 덜 습하고, 체온 상

승이 적어 좀 더 쾌적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팔다리에 슬릿을 적용했을 때 의복 내 기후가

더 쾌적하였다는 연수민, 김희은(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세가지 슬릿의 위치 중 등허리 슬릿이 다른

슬릿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온열감과 습윤감에서 낮

은 수치를 나타내어 쾌적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등

허리 슬릿이 다른 슬릿과 비교해 의복 내 온·습도 조

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다소 많은 공기 유출량을

가질 것이라는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슬릿에 따른 상관관계분석에서 온열감-쾌적감, 습

윤감-쾌적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습윤감-쾌적감, 온열감-쾌적감은 부적 상

관을 보였다. 또한 쾌적감은 온열감보다 습윤감과 상

관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 착용에

대한 쾌적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허리 슬릿을 비롯

해 두 가지 이상의 슬릿을 적용시켜서 공기 교환효과

를 증대시킴으로써, 의복 내 수분을 더 많이 빠르게

배출시킬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슬릿의 위치가 의복 내 미세기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각 슬릿은 신체부위

에 따라 어깨, 등중앙, 등허리 슬릿 세가지로 구성하

였다. 그리고 각각 다른 신체부위에 위치한 슬릿이 신

체 국소부위의 통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 착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불통기성 소재

를 통해서는 각 슬릿의 독립적인 효과만을 평가하고,

투습방수 소재를 통해서는 실제 착용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깨 슬릿은 체간부 후면의 삼각근과 승모근

부위의 통기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컨트롤과 비교

시 온도는 0.74oC가 낮아 2%의 감소효과를 보였으며,

Table 10. Accumulated sweat ratio via total sweat (Unit: %)

Fabric
Slit

F-value
Control Shoulder Midback Lowback

Non-breathable 25 B 18 A 18 A 17 A 10.11***

Breathable waterproof 11 8 7 6 00.92

t-value -2.52* -3.43** -5.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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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Comfort sensation by slit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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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는 4.23% 낮아져 6%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등허리 슬릿은 체간부 후면의 척추기립근,

광배근, 중둔근 부위의 통기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

며, 온도는 0.97oC~1.67oC가 낮아 3%~6%의 온도 감

소효과를 보였으며, 습도는 4%~17%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등중앙 슬릿은 후면의 배근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컸으며, 온도는 1.36oC가 낮아져 4%의 감소효과가

나타냈다. 그 외에 척추기립근과 광배근에 미치는 영향

도 다른 부위에 비해 컸으며, 온도는 2%~4%의 감소효

과를 보였고, 습도는 8%~11%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전면의 통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슬릿은

등허리와 등중앙 슬릿이였다. 대흉근, 복직근과 외복

사근을 포함한 모든 국소부위에서 등허리 슬릿이 전

면의 온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슬릿에 비해 컸으며,

3%~5%의 온도 감소를 보였다. 특히, 등허리 슬릿과

가까운 복직근과 외복사근 하부에서 온도 감소효과

가 최대로 나타났다. 습도의 경우 복직근과 외복사근

은 등허리 슬릿이 대흉근과 삼각근은 등중앙 슬릿의

영향이 컸으며, 등허리 슬릿은 4%~8%, 그리고 등중

앙 슬릿은 2%의 습도 감소를 보였다. 

다섯째, 땀 변화량의 결과에서 총 발한량에 대한 의

복 축적량의 비율은 등허리 슬릿이 다른 슬릿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통기성 소재에서 콘트롤 시료

와 비교했을 때, 슬릿이 땀의 축적량의 변화에 미치는

범위는 8%로, 투습방수 소재에서의 슬릿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콘트롤 시료에서 소

재가 땀 축적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슬릿의 8%보다 높

은 14% 였다. 따라서 슬릿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하는

소재의 열·수분배출능력을 파악하여, 그 이상으로 기

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슬릿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릿의 효과와 투습방수라는 소재의 특성

이 합쳐졌을 때, 의복 내 땀 축적량 17%가 감소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등허리 슬릿이 온열생리적 쾌적감

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슬릿의 위치에 따른 주관적 감각의 차이는

운동 전후의 휴식 구간에서 쾌적감과 온열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등허리 슬릿이 신체 전반적

국소부위에서 가장 쾌적하게 느꼈다. 다른 감각과 달

리 열적 감각인 온열감에서 신체부위에 따른 느낌의

차이가 뚜렷했다.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슬릿은 위치에 따라서 신체

국소부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슬릿은 위치한 곳과 가까운 신체 국소부위

의 온도와 습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인접한 슬릿의 공기 교환효과가 빠른 열·수분의 배

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릿의 위치 선정

시, 먼저 운동과 작업환경에서 가장 빈번한 움직임을

파악하여 주요 근육의 위치에 슬릿을 위치시킨다면,

의복의 쾌적한 착용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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