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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valuate the heating performance of commercial heated vests, we investigated the thermal images and the
temperature between body and vest for three heated vests. We captured infrared thermography by FT-IR Spectrometer
to analyzed the heating temperature of the heating elements taken from the vests, and the maximum heating temperature
of the vests was compared with thermal image in the room temperature(18

o

C). In outdoor experiment(-4.7
o

C), we mea-
sured the inner temperature as well as the thermal image of heated vests. Four healthy men participated in this exper-
iment, and the ANOVA and Duncan test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the results, the heating temperature
range of the heated vests used in this experiment was 32~42

o

C, much lower than the displayed temperature range in
their specifications, so the exact specification for heating performance of heated clothing was required. In comparisons
of the heating performance among the heated vests, we found out that the insulation of clothing is very important to
design the heated clothing, because the inner temperature of the vest had good insulation by itself was higher than that
of the vest shown higher temperature over 7

o

C than another vests at the he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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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장치를 이용한 발열의류의 종류는 다양하게 출시되

고 있으며 전기, 섬유, 제직, 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열관

련 특허기술들(송요섭, 1999; 김채만, 2006)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발열 기술이 적용되는 아이템들로는 조끼, 점퍼, 양말, 장

갑, 허리 벨트, 거들 뿐만 아니라 온열치료 및 의료용품, 침낭

과 같은 캠핑 용품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겨울옷의 진

화”, 2009; “스마트패션”, 2010; “겨울캠핑이”, 2010; “Heated

Clothing”, 2008; “Power Source”, 2010). 특히 군(軍)에서도

발열섬유와 전자식 발열체를 이용한 전투복 활용을 계획하고

있어 발열의류의 활용내용과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군 전투복”, 2010). 

최근 발열섬유의 제조방식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스테

인리스스틸, 은, 구리, 및 카본 계통의 전기전도성이나 열전도

성이 큰 재료를 실이나 직물로 구성하고 나나가 이러한 직물의

유연성 개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들은 면상 발

열체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종류로는 필름형 면상 발

열체와 탄소 섬유 부직포형, 그리고 섬유형 면상 발열체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연성이나 내구성 등의 특성이 달

라진다(박성미, 2010).

현재 국내의 발열의복 연구는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는 추세

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열체의 종류에 따른 발열

성능 비교 연구, 발열섬유 제품의 평가, 발열기능이 부여된 의

복 개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구영 외(2009)의 연구

에서는 발열체에 따른 발열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김구영, 이정

란(2009)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경우 스마트 의복들 중 체온

조절이나 온열치료용 의복을 가장 선호함을 밝혀냈다. 백경자,

애쉬다운(2009)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 재킷을 개

발하였으며, 권영아(2009)의 연구에서는 한랭 환경에서 탄소섬

유가 적용된 발열양말과 면양말을 착용했을 때의 발바닥 피부

온을 비교한 바 있다. 그리고 황영미와 이정란의 연구들(2008;

2009a; 2009b)에서는 발열장치를 이용한 생리통 완화용 거들을

개발하고 거들에 발열장치 부착 전·후의 의복압과 체열변화

비교분석하였다. 시판 발열조끼들에 대한 주관적 착용평가를 수

행한 연구(정연희, 이현영, 2008)에서는 겨울철에 실외 환경에

서 피험자들에게 발열조끼를 입히고 발열성능, 주관적 온열감

각을 평가한 결과, 시판 발열조끼들이 최대 70~80oC까지의 발

열이 가능하다고 광고되고는 있지만 피험자들은 충분히 따뜻하

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 발열성능이 보다 향상된 제품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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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롭게 등장하여 빠르게 시판되고 있는 발

열의류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이 의복구성 및 의복환경

학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열의복처럼 전기, 섬유 소재, 의복구성 등이 결합되어 있는

퓨전 의복의 객관적 평가 방법 요구되며 시급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DB)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은 발열 의류 제품에 대한

성능판단이 어려우며 제조사들의 자체 제품 설명이나 광고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

판 제품들이 실제 표기하고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

고 보다 우수한 발열 의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품들에 대한 실제 평가를 통해 제품 선택 및 개발에 중요한

요소 및 요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성능은 어떠한지를 밝

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판 발열조끼 3종을 대상으로 발

열체의 온도 분포, 발열조끼의 온도 분포, 착용시 의복내 온도

변화를 측정 비교하였다. 실험은 실내에서의 마네킹 착용실험

과 한랭한 실외환경에서의 인체 착용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열화상 분석과 의복내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발열조

끼와 같이 의복구성, 전도성 섬유, 전기공학이 결합되어있는 의

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의복구성 측면에서 요구되

는 요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시판 발열제품의 발열성능 및

발열 분포를 살펴보고 향후 개발될 발열 제품 설계시 보다 우

수한 제품 설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실험의복의 특성 및 실내·외 환

경에서의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실험의복의 특성

실험에는 발열조끼의 주관적 착용실험을 수행한 선행연구(정

연희, 이현영, 2008)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발열조끼 2종(의

복 A와 B)과 나쁜 평가를 받았던 1종(의복 C)이 사용되었다.

발열조끼는 남성용으로 가슴둘레 95 cm의 제품을 실험에 사용

하였다. 발열조끼들의 세부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의복 A는 폴리에스테르 충전재가 들어있는 다소 두툼한 발

열조끼로 3개의 길쭉한 면상발열체가 조끼 뒤판에 세로로 나

란히 삽입되는 형태로, 면상발열체는 전도성 부직포를 유연성

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완전 접착시킨 형태였다. 의복 B는

발열조끼 뒷면에 발열체 2개(등, 허리부위)가 상하로 삽입된 것

으로, 발열체는 동그랗고 단단한 플라스틱 보드에 동그란 필름

Table 1. 실험에 사용된 발열조끼들의 특성

비교항목
평가가 좋았던 제품 평가가 나빴던 제품

의복 A 의복 B 의복 C

발열의복의 섬유 
소재특성

겉감, 안감,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겉감,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홑겹 망사 원단: 폴리에스테르 
90%, 면 10%

의복두께 (170 g 가압) 0.73 mm 0.72 mm 0.34 mm

출력 전압 DC 7.4 V DC 8.4 V DC 7.4 V

출력 전류 2,200 mAh 1,200 mAh 2,400 mAh

표기된 발열 온도 4080oC 60~80oC 4575oC

발열판 개수 3개 2개 4개

발열체 삽입 위치 (앞, 뒤)

발열체 형태(외부)

발열체 형태(내부)

부직포형 필름형 직물형

실제 발열되는 
발열체의 총 면적

(13.0 cm×3.4 cm)×3개 = 132.6 cm2 (1.85×1.85×π)×4개 = 43.0 cm2 (9.0 cm×4.5 cm)×4개 = 162.0 cm2

   

   

  
 



시판 발열의복의 발열성능 평가 845

형태의 발열체가 부착되어 있다. 발열체는 한 팩 안에 2개씩

밀봉되어 있다. 의복 C는 냉온 겸용으로 개발된 조끼로 망사

원단의 조끼에 4개의 발열체를 앞판 아랫부분과 뒤판 윗부분

의 좌우에 하나씩 삽입하는 형태이다. C의 발열체는 A, B와는

달리 전도성 섬유를 직조하여 면상발열체를 구성하였으며 다른

발열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였다. 의복 A와 C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발열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켓이 있었으

나, 본 실험에서는 배터리 1개당 연결될 수 있는 발열체만을

삽입하여 실험하였다. 디지털 두께측정기((주)한승이앤아이, 가

압면적은 약 0.72 cm2, 170 g 가압)를 이용하여 발열조끼들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의복 A의 경우 충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B와 유사한 0.7 mm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의복 C의

경우는 0.34 mm로 상대적으로 얇았다. 

발열조끼에 삽입되는 발열체의 실제 발열면적을 측정한 결

과, 의복 C는 162.0 cm2
로 발열 면적이 가장 넓었다. 의복 A

는 132.6 cm2
였으며, 의복 B는 43.0 cm2

로 가장 작은 발열 면

적을 보였다. 발열면적만을 비교하여 본다면 의복 C가 의복B

보다 약 4배, 의복 A가 B보다 약 3배의 크기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2. 열화상 및 의복내 온도변화의 측정 및 분석

열화상 측정 장비로는 후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TVS-
2200MK2LW (FT-IR Spectrometer; Bio-Rad Laboratories,

Inc.)가 이용되었으며,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BestIR® Ver. 2.0이

활용되었다. 의복내 온도변화는 휴대용 온도측정기인 Thermo

Recorder (TR-72U)가 이용되었다. 온도측정기는 인체 착용실험

에서만 측정되었고, 발열체가 위치하지 않는 인체 앞면 흉골 부

분의 티셔츠 위에 부착하였다. 

2.3. 실내 마네킹 착용실험 및 발열체의 발열성능 분석

발열체만의 발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발열조끼에서 발열체

를 꺼내어 발열온도를 최대로 세팅하고 15도 경과 후의 열화

상을 측정하였다. 발열체의 발열온도는 전원을 켠 후 약 10분

후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15분 후에는 안정된 상태의 발

열온도와 온도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인체의 생리적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조끼의 발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실내(평균 기온 18oC, 상대습도 7%RH)

에서 발열조끼를 마네킹에 착용시킨 후 열화상을 촬영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마네킹은 플라스틱 소재로 남성용 95

사이즈의 것이 이용되었다. 실험시작과 동시에 발열조끼의 컨

트롤러를 최대 온도로 세팅하고 실험시작으로부터 5분경과 후

와 25분경과 후의 열화상을 각각 촬영하여 최대 온도와 온도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2.4. 실외 인체 착용실험

인체 착용실험은 한랭한 실외 환경(평균 기온 -4.7oC, 상대습

도 48.2%RH, 기류 1.8 m/s)에서 실시하였으며, 발열성능 평가를

위해 열화상분석과 의복내 온도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실

외 인체 착용실험에는 20대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 4명이 참여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가슴둘레 95~96 cm, 신장 176~175 cm,

허리둘레 80~81 cm, 엉덩이둘레 97~98 cm의 범위 내에 속하였

다. 실험은 모두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순서효과와 피험자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

다. 발열조끼에 대한 인체 착용실험은 4일에 걸쳐 하루 4회의

실험을 실시하여 총 16의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고, 피험자들은

16회의 실험동안 의복들을 각각 4회씩 착용하였다. 실외에서의

실험이었으므로 기후조건이 계속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

종류의 실험의복을 피험자 3명에게 동시에 착용시키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인체 착용실험에서는 발열조끼 이외에 실험의복으로 겨울용

등산 재킷과 티셔츠, 그리고 바지를 공통적으로 착용하도록 하

Table 2. 실험 회수별 참가 피험자 및 의복 착용 순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네째날

회차 피험자 의복 회차 피험자 의복 회차 피험자 의복 회차 피험자 의복

1

1 A

5

1 B

9

1 C

13

2 A

2 B 2 C 4 B 3 B

3 C 4 A 3 A 4 C

2

1 C

6

1 A

10

2 B

14

1 B

2 A 3 B 3 C 2 C

4 B 4 C 4 A 3 A

3

1 B

7

2 A

11

1 A

15

1 C

3 A 3 C 2 C 2 B

4 C 4 B 3 B 4 A

4

2 C

8

1 C

12

1 B

16

1 A

3 B 2 B 2 A 3 C

4 A 3 A 4 C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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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착용방법은 Fig. 1과 같이 티셔츠 위에 발열조끼를 착용

하고 그 위에 재킷을 착용시켰다. 

실험 절차는 Fig. 2와 같다. 피험자는 실내에서 실험복으로

갈아입고 10분 안정 후 실외로 이동하였다. 피험자가 실외에서

벤치에 앉아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발열조끼의 전원을 켜고 최

대 온도로 컨트롤러를 조정하였다. 이후 피험자들은 30분간 실

외에서 벤치에 앉거나 서 있었으며 과도한 움직임이 없이 실험

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실외의 추운환경에 노출된 후 피험자는

실내로 입실하여 즉시 열화상을 측정하였다. 열화상은 피험자

의 상반신 앞·뒤를 모두 촬영하였으며, 실험복을 재킷까지 모

두 착용한 상태, 재킷을 하나 벗은 상태, 그리고 발열조끼까지

벗은 상태를 순서대로 신속히 촬영하였다. 

2.5. 발열조끼 착용시의 의복내 온도 측정

발열조끼 착용 시 의복내의 온도변화를 보다 면밀히 고찰하

기 위해 휴대용 온도기를 사용하여 의복내 온도를 측정하였다.

온도측정 센서의 부착위치는 발열체가 위치하지 않는 부분이어

야 했기 때문에 Fig. 1의 c와 같이 흉골에 해당하는 부위였으

며, 티셔츠와 발열조끼 사이에 놓이도록 고정하였다. 온도측정

기의 컨트롤러는 바지의 포켓 안에 넣어 두도록 하였으며, 발

열조끼의 컨트롤러의 스위치를 최대 온도로 켠 후 발열조끼 온

도가 충분히 안정되었을 15분경과 후부터 10분간의 온도를 10

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결과는 SPSS 10.0을 이

용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로 95% 신뢰수준에서 의복

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발열조끼의 실내 마네킹 착용실험 결과

3.1.1. 발열체의 발열성능 평가

Table 3은 발열체의 컨트롤러를 최대 온도로 세팅하고 15분

경과 후 촬영한 열화상과 이때의 최고온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의복 B의 발열체 최고 온도는

41.8oC로 세 의복 중 가장 높은 발열온도를 보였으며, 실험의복

A는 34.5oC, 실험의복 C는 31.9oC였다. 실험의복 B(41.8oC)는

실험의복 A(34.5oC) 보다 7.3oC가 높아 월등한 온도 차이를 보

였으며, 선행연구(정연희, 이현영, 2008)에서 발열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실험의복 C의 최대 발열온도는

31.9oC로 가장 낮았다. 즉, 시판 발열조끼의 주관적 착의 평가

를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실험의복 C가 주관적 평가에서 다른

의복에 비해 뚜렷이 낮게 나타났던 이유 중 하나는 발열체 자

체의 최대 발열온도가 낮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에서 의복 C와 A의 발열체 온도 차가

2.6oC로 그리 크지 않음에도 두 의복 간에 주관적 착의평가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복 B와 A의 경우 7.3oC의 온도

차로 비교적 온도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두 의복 간 통계적 유

의차가 없었음은 발열체의 발열온도만으로 발열의류의 발열성

능을 예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발열체의 자체 성능

과 함께 의복의 구조 및 소재 요인이 동시에 고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업체에서는 발열온

도를 40~80oC까지 발열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본 연

구에서 측정된 발열체의 최대 발열온도는 약 32~42oC 수준으

로 나타나 실제 광고되고 있는 온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

혀졌다. 따라서 시판 발열의류 제품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

능 측정을 통해 정확한 제품 성능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발열조끼의 발열성능 평가

실내에서 마네킹에 발열조끼들을 착용시키고 발열온도를 최

Fig. 1.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a: 재킷, 발열조끼, 티셔츠까지 실험의
복을 모두 착용한 모습, b: 재킷을 벗고 발열조끼까지 착용한 모습,
c: 발열조끼를 벗고 티셔츠만 착용한 모습)

Fig. 2. 인체 착용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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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전원을 켜고 5분과 25분 경과후의 열화상을 각각

촬영한 결과 Table 4와 같았다. 모든 제품들에서 발열체가 삽

입된 위치가 국소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발열조끼 내에

발열체를 삽입한 후 측정한 열화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열

화상 결과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낸 것은 의복 C로 32.7oC였

으며, 의복 A는 28.9oC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다. 즉, 의복

C는 그물망 소재로 조끼가 구성되어 있어 발열체 열이 쉽게 외

부로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의복 A의

경우는 비교적 두툼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발열체에서 생성

되는 열이 외부에 쉽게 방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측정한 발열체 자체의 열화상온도와 발열조끼에 발열

체를 삽입한 후 측정한 열화상 온도의 온도 편차를 비교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의복 A의 경우는 온도 편차가 5.6oC로 최소

5.6oC의 열이 의복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복에 의해 의

복내측에 머무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의복 B의 경우에

는 온도 편차가 11.6oC로 A의복 보다 더 많은 열이 의복 내

에 잔류하는 반면, 의복 C는 온도 편차가 0.8oC로 의복 내에

머무르는 열이 거의 없이 조끼외부에 노출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발열의복을 설계할 때는 발열체에서 생성되는 열이 의복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부에 최대한 머물 수 있도록 의복

소재와 구성방법을 선택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터리의 출력 전류와 전압을 통해 각 제품의 발열 시 실제

전력소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I는 전류(A), V는 전압

(V)이라고 할 때 전력(W) P는 P = I·V이므로 각 제품의 전력

은 의복 A의 발열체는 16.3W, B는 10.1W, 그리고 C는

17.8W이다. 즉, 단위 시간당 발열을 위해 소모하는 전력은 C,

A, B의 순으로 C가 가장 높고 B가 가장 낮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의복 B의 발열체 발열온도가 높은 것은 발열체의 상대적

인 면적이 의복 A나 C의 것보다 현저히 작았기 때문인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력 P(W)를 실제 발열체의 총 면적으로

각각 나누어보면 A는 0.123(W/cm2), B는 0.235(W/cm2), 그리

고 C는 0.110(W/cm2)로, 단위 면적당 소모되는 전력이 의복

B의 발열체에서 가장 높으므로 의복 B의 발열체 온도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복 B가 발열체의 온도가 가

장 높았다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력은 A나 C보다

적으므로 전체적인 발열량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2. 추운 실외 환경에서 발열조끼의 인체 착용실험 결과

3.2.1. 열화상분석 분석 결과

Table 3. 발열조끼별 발열체의 열화상 측정결과

 실험의복 A 실험의복 B 실험의복 C

15분 발열후 열화상

최고온 34.5oC 41.8oC 31.9oC

   

Table 4. 실내 마네킹 착용실험 모습 및 결과

 비교항목 실험의복 A 실험의복 B 실험의복 C

마네킹 착용시 외관

후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촬영 열화상

발열 5분후

발열 25분후

발열조끼(조끼+발열체)의 최고 발열온도(a) 28.9oC 30.2oC 32.7oC

발열체의 최고 발열온도(b) 34.5oC 41.8oC 31.9oC

온도편차(a-b) 5.6oC 11.6oC 0.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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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실외 환경에서 피험자가 발열조끼를 30분 착용 후 실

내에서 재킷을 입은 상태(J), 재킷을 벗고 발열조끼를 착용한

상태(V), 발열조끼를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는 상태(S)를 단계

별로 열화상으로 촬영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재킷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열화상을 촬영한 앞면(J-F)과 뒷면(J-B), 재킷

을 벗고 발열조끼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앞면을 촬영한 영

상(V-F)에서는 몸통부분보다는 얼굴이나 팔 부위의 온도가 더

높았고 경계도 명확치 않아 수치적인 분석은 생략하였다. 단,

발열조끼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촬영한 뒷면(V-B)과 발열

조끼를 벗고 티셔츠를 착용한 상태의 앞면(T-F)과 뒷면(T-B) 영

상은 머리와 팔을 제외한 몸통 부분에서의 최고 온도를 열화상

별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열화상의 형태를 살펴보면 J-F와 J-B 영상들은 몸

통부분의 온도분포가 대부분 매우 낮으며, 발열체가 위치하는

뒷면의 상단 부분의 온도분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의복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V 영상들에서는 의복 A와 C의 뒷면 열

화상에서 발열체 부분의 온도분포가 다소 두드러지게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앞면 영상에서는 앞면 하단에 발열체가 삽

입되어 있는 의복 C 온도분포가 다른 실험의복들에 비해 비교

적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티셔츠(T)를 입은 상태의 영상들 경우, 몸통부분에서 온도분

포가 다른 인체부위에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 A가 전반

적으로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의복 C의 경우에는 최고 온도도 낮고 뒷면의 몸통 아랫부

분의 온도가 다른 의복에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온도 분포는 앞

면의 경우 세 의복 모두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였으나 뒷면

에서는 발열체가 뒷면에 상하로 위치되어 있는 의복 B가 가장

균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의복 A가 발열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온도분포는 의복 B가 가장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조끼 착용시의 뒷면(V-B)과 티셔츠만 착용했을 때의 앞·

뒤면(T-F, T-B)을 촬영한 열화상에서의 평균 최고온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세 항목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의복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

F와 T-B 열화상들에서 평균 최고온도는 앞면(T-F) 보다는 발열

체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뒷면(T-B)의 온도가 더 높았다. 의복

별로 살펴보면, V-B(28.4oC), T-F(28.2oC), 그리고 T-B(30.5oC)

모두에서 의복 A가 다른 두 의복보다 평균 최고온도가 높게

나타났고 던컨테스트 결과에서도 다른 그룹으로 뚜렷이 차별되

었다. 반면 의복 B와 C는 T-B에서 각각 28.6oC와 28.2oC로

의복 A와는 최소 1.8oC가 낮았으며 던컨테스트 결과 같은 그

룹으로 묶여 두 의복의 의복 내 온도가 유사했다. 

3.2.2. 의복내 온도 분석 결과

발열조끼 착용시의 의복내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

았다. 의복내 온도는 평균 24.7oC이었으며, 의복 A의 평균 온도

는 25.3oC(S.D.=1.3)로 가장 높았으며, 의복 B가 24.7oC(S.D.=

Table 5. 의복 종류 및 단계별로 촬영한 열화상의 예

의복 착용상태 (기호)
실험의복 A 실험의복 B 실험의복 C

앞면(F) 뒤면(B) 앞면(F) 뒤면(B) 앞면(F) 뒤면(B)

재킷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 (J)

재킷만 벗고 조끼까지 
착용한 상태(V)

조끼를 벗고 티셔츠만 
착용한 상태(T)

      

      

      

Table 6. 발열조끼 착용시의 뒷면(V-B)과 티셔츠만 착용했을 때의
앞·뒤면(T-F, T-B)을 촬영한 열화상에서의 평균 최고온도 분석 결과

열화상 
구분

평균 최고온도(oC)

유의확률실험의복
평균 표준편차

A B C

V-B 28.4a* 24.9c 26.5b 26.6 2.3 0.000 

T-F 28.2a 27.4b 27.2b 27.6 1.2 0.034 

T-B 30.5a 28.6b 28.2b 29.1 1.6 0.000 

 * : Duncan test 결과(α=.05).

Table 7. 발열조끼의 전원을 켜고 나서 10분경과 후부터 10분 동안
측정한 의복별 의복 내 온도 비교

실험의복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A B C

의복내 평균 
온도(oC)

25.3a* 24.7b 24.0c 24.7 1.99 .000

 * : Duncan test 결과(α=.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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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리고 의복 C가 24.0oC(S.D.=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의복 간 차이는 95% 신뢰수준

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의복내 온도분석에서도 의복 A

가 체온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의복 C의 성능이 가장 떨

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연희,

이현영, 2008)에서 의복 A의 주관적 발열성능이 가장 높았고

의복 C가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그런데, 앞의 Table 4에서 실내에서의 발열조끼의 최고 발열

온도는 의복 B가 30.2oC로 의복 A(28.9oC) 보다 높았고, 발열

체의 최고 발열온도도 의복 B가 41.8oC로 의복 A(34.5oC) 보

다 발열체 발열온도가 7.3oC나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Table 6의

열화상 분석과 Table 7의 의복 내 온도 분석에서 의복 A가

모두 유의미하게 의복 B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은 의복 소

재와 형태, 구성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발열체

의 발열성능은 의복 B가 우수하지만 발열된 열을 인체 가까이

에 가둬둘 수 있는 의복 자체의 보온성은 의복 A가 B의 것보

다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의복 A의 경우 의복 B와

달리 조끼 자체에 충전재가 적용되어 있으며, 네크라인의 형태

도 의복 B가 V-네크라인인데 반해 의복 A는 스탠드칼라로 구성

되어있어 보온에 더욱 유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연

희, 이현영, 2008)에서 발열조끼 자체의 보온성이 매우 중요하

다고 지적한 내용을 잘 뒷받침해준다. 

또한 의복 B의 경우에는 발열체 자체의 발열온도가 다른 두

의복에 비해 현저히 높았지만 조끼 자체의 보온력뿐 아니라 발

열에 소모되는 전력이 가장 낮고, 발열체의 면적도 작아 발열

성능 면에서 A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3.3. 토의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발열조끼에 내장된 발열체 자

체의 발열온도는 의복 B가 가장 우수했다. 그러나 한랭한 실외

환경에서의 인체 착용실험 결과 전반적인 체온보호 효과는 조

끼 자체에 충전재가 적용되었고 스탠드칼라로 구성된 의복 A

가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의복 C는 발열에 소모되는 전력은

가장 높고 발열체의 면적은 가장 넓었지만, 발열체 자체의 최

고 발열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조끼소재의 보온성도 취약하

여 발열성능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발열의류 개발 시에는 발열체 자체의 발열성

능뿐 아니라 조끼 자체의 보온성을 고려한 섬유 소재나 구성방

법의 선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열체의 성능이 우수함에도 발열조끼의 의복구

성방법, 의복 소재에 따라 발열의복의 최종 성능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의복구성 시에 발열성능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한 구

성적, 소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중 판매되고

있는 발열조끼의 평가를 통해 발열특성을 지니는 전자기기가

의복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퓨전 의복의 경우에는 발열 성능 자

체 평가, 의복자체 평가, 인체착용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시도함

으로써, 의복의 최종 목표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발열성능은 우수하나 의복과 동시에 입혀지는 발열의복에 있어

서는 발열체를 감싸는 소재와 의복구성상의 특징을 함께 고려

할 때만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시판 제품들의 발열온도는 40~80oC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본 연구에서 발열체의 최고 발열온도는 약 32~42oC 수준

으로 나타나 실제 광고되고 있는 온도보다 훨씬 낮았다. 따라

서 업체에서는 발열온도를 명시할 때 보다 정확한 값을 명시해

주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대 성능 광고에 대한 규제

도 요구된다. 만약 명시되고 있는 온도가 이 연구에서와 같이

발열체의 발열온도를 열화상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명시하고 있는 발열온도가 어떠한 기준

에서의 온도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제품 성

능 표기 시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온도로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발열온도뿐 아니라 조끼자체의 보

온성도 전체적인 발열성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

준화된 측정조건에 의해 측정된 발열온도와 발열의복의 보온성

을 동시에 표시하거나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개발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판 발열조끼들의 발열성능을 평가하고 발

열성능이 우수한 발열의류제품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시판 발열

조끼 3종에 대한 발열체의 온도 분포, 발열조끼의 온도 분포,

착용 시 의복 내 온도변화를 측정 비교하였다. 실내에서의 마

네킹 착용실험과 한랭한 실외환경에서의 인체 착용실험으로 나

누어 수행하였으며, 열화상 분석과 의복 내 온도변화 측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발열성능이 우수한 발열조끼를 설계하기 위

해서는 발열체의 발열성능과 조끼 자체의 보온성을 모두 고려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시판 제품들은 실제 광고되고 있

거나 표시하고 있는 발열온도가 실제 측정했을 때보다 매우 높

게 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이에 대한 유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구성, 전도성 섬유, 전기공학 등의 기술

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스마트 의류들의 객관적 평가방법

이나 제품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하며, 향후 개발될 발열 제품 개발 시보다 우수한 제품의 설

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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