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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고령화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스포츠와 아

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경향이 강해

†Corresponding author: Byunghong Lee, Tel.+82-2-399-0793, Fax. +82-2-6944-8490

                       E-mail: leebing@baewha.ac.kr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점차 다양화 고감도화 되고 있으, 

며 보다 실제적인 기능의 의류를 원하게 되었다 이. 

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의복에 접목한 스마트 의류(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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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the influence of ageing population, the well-being trend, and the increase of interest 

in health, people seems to be enjoying sports and outdoor life more. Followed by the 

change of consumers' life style, the interest in smart clothing grafting scientific technology 

has increased, and research on this subject is necessary. This study is to develop 

improved design of band type heating vests by grasping the weak point of currently sold 

heating vest designed by the manufacturer. Through this process, satisfaction of the 

consumer and the manufacturer can b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nducted a demand survey with the manufacturer and wearing evaluation test with the 

consumer on band type heating vests. 2) Suggested design drafts on band type heating 

vests for both genders reflecting demand survey results. 3) Conducted consumers' 

preference survey for design drafts. 4) Made the sample product, and then conducted an 

evaluation of wearing the actual product. Overall, the wearing test results showed high 

satisfaction for both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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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lothing) .

스마트 의류는 웨어러블 컴퓨터 시대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의류제품 고유의 속성 및 인간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디지털 장

치와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의복 

내에 통합시킨 신종 의류라고 할 수 있다(Lee & 

Kim, 2009). 

스마트 의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의류   

스스로 열을 발생해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발열의류

가 가장 기본적이다 발열의류는 아웃도어 의류에서 . 

한 발 더 나아가 특수소재와 장치를 장착해 열을 발

생시켜 극한 조건에서도 신체기능을 정상적으로 유

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발열의류 중 국내에서 상. 

용화되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은 발열조끼이다. 

발열조끼는 겨울철 외부활동 시 방한용으로 착용하

는 의류로 주로 추운 날씨에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

들이 착용하며 등산 낚시 스키 등의 레저스포츠용, , ․
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의 방한용 의류로도 착용되고 

있다 발열조끼를 포함한 발열기능성 스마트 의류는 . 

야외활동 시 체온유지를 돕기 위한 용도로 발열 기

능을 추가한 의류이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 

발열의류는 전도성고분자 열선 등을 섬유와 결합한 , 

발열기능소재로 만들어진 발열체를 의복에 삽입시키

고 배터리를 이용해 열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

룬다. 

발열체란 열을 내는 물체로서 전기에너지를 열에  

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 저항체로 정의할 수 있다. 

발열체의 제조방식은 다양하다 오래전부터 사용되. 

었던 크롬선 구리선과 같은 금속 재질을 이용한 열, 

선방식은 화재의 위험이 높고 의복에 장착될 경우 

이물감이 있어 의복에 대한 활용도는 낮다 근래에. 

는 스테인레스스틸 은 구리 및 카본 계통의 전기, , 

전도성이나 열전도성이 큰 재료를 실이나 직물로 구

성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킨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위의 소재들(Jooeun Lee & B. Lee, 2014). 

을 면의 형태로 개발한 면상발열체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선상발열체에 비해 발열효과가 우수한 장점

을 지닌다 면상발열체로는 필름 상에 전도성 잉크 . 

등을 코팅 처리하여 제작하는 필름형 면상발열체와 

탄소섬유를 부직포 형태로 제작한 탄소섬유 부직포

형 그리고 원단 자체에 전도성 잉크를 도포한 섬유, 

형 면상발열체 등이 있다(Hyunyoung Lee & 

Joeng, 2010). 

국내에서 개발된 발열의류에는 유니플라텍의 탄소  

섬유 발열군복 히텍스 섬유를 (Yoomi Lee, 2008), 

사용한 코오롱 라이프텍 재킷 웅진케(Yoon, 2009), 

미칼의 테크웜 발열조끼 탄소섬유 면(Shin, 2012), 

상발열체를 사용한 반디 발열조끼(Jung, 2013), 

면상발열체를 사용한 자이로 발열조끼SUS (Yoon 

내장열선 없이 탄소섬유를 프린팅하는 Lee, 2013),  

방식으로 제작된 아이리버의 아발란치(Hong, 2014) 

등이 있다.

발열의류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Hwang and 

가 발열기능성 스마트 거들에 Jeongran Lee(2012)

적합한 직조발열체와 컨트롤러를 채택하여 발열장치

를 개발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거들에 통합시켜 기, 

능성 스마트 거들의 시안을 제시하였으며 후속연구, 

에서는 개발된 스마트 거들에 대한 외관 착용감, ,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온 기능성 스마트 

거들의 만족도 및 실용성을 검증하였다(Hwang & 

은 Jeongran Lee, 2013). H. Lee and Jeong(2010)

시중에 판매되는 발열조끼 종을 수집하여 착용감4 , 

사용편의성 발열성능 등을 비교 평가하였다, . 

는 소비자 요구도 조Jooeun Lee and B. Lee(2014)

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열체 탈부착형 발열조끼의 디

자인을 개발하였다.

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체에서 발열기능소  2000

재와 발열장치를 기반으로 한 발열기능성 스마트의

류가 개발되어 상품화됨에 따라 발열의류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발열 의류에 관. 

한 기존 연구는 부족하며 발열의류의 제품화에 필, 

수요소인 발열의류 디자인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 

타일과 함께 발열의류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

면까지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발열의류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발열기능성 스마트 의류 중 국내에서   

상용화된 대표적인 제품인 발열조끼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발열조끼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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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협업 업체인 사는 자체 개발한 면상발열체를 . E

이용한 밴드형 발열조끼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며, 

사의 신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E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체에서 실제 상품화될 수 있  

는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업체 요구도 조사 및 소비자 착의평가 조

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 

여 발열조끼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발열조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업체 요구도 조사 및 기존 발열조끼에 대한   , 

착의평가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남성용과 여성용 밴  , 

드형 발열조끼 디자인 시안을 제안한다.

셋째 디자인 시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 

실시하여 최종 디자인을 선정한다. 

넷째 시제품을 제작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한다  , .

연구방법. Ⅱ

발열조끼 디자인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 업체   

요구도 조사와 소비자 조사가 실시되었다 업체 요. 

구도 조사를 위하여 먼저 업체에서 개발하여 시판 E

중인 밴드형 발열조끼에 대한 디자인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업체 제품개발 담당자 명과의 면담조사를 , 3

실시하여 업체에서 기존 개발하여 판매중인 밴드형 E

발열조끼 디자인에 대한 보완점과 요구사항을 조사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s 

Categories Questions

Convenience  Easy to put on and take off, Size adjustment, Using fastener

Heating Function  Heating function, Place of heating, Place of controller

Wearing sensation  Wearing sensation, Thickness, Fitness, Texture of fabric

Design  Coordination with outer, Overall design 

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착의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  . 

사대상자는 대 성인 남성과 여성 각각 명20 40 30∼

씩 총 명이며 평균기온 상대습도 의 60 18 , 7% RH℃

냉방된 실내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 조사대상자들. 

은 업체에서 기존 개발하여 판매 중인 밴드형 발열E

조끼를 몸에 맞게 조절하여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켠 

상태에서 분간 걷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등의 10

동작을 자연스럽게 한 후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평가 문항은 편이성 발열기능 착용감 디자인 . , , , 

항목으로 나누어 개의 문항을 점 척도로 측정하12 5

였다 자료분석에는 프로그램(Table 1). SPSS 22.0 

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독립 , , 

검정을 실시하였다T .  

발열조끼의 디자인 개발은 업체의 요구도 조사와   

소비자 착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디자. 

인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체 (Figure 1). , 

요구도 조사와 소비자 착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열

조끼의 디자인 시안을 제안하였다 디자인 시안을 .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자가 여러 종류의 디자인

을 스케치하여 제안하고 업체 담당자 명과 연구자 3

명의 토의 작업을 거쳐 남성용과 여성용의 디자인 2

시안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시안에 따라 발열. , 

체의 삽입 위치를 결정하였다 셋째 색상을 결정하. , 

였다 넷째 디자인 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 , 

시하여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디자인 선호도는 . 

대 남녀 각 명씩 총 명을 대상으로 각 20 50 50 100∼

디자인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매우 마음에 든다 에‘ ’

서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까지 점 척도로 평가‘ ’ 5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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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Survey

↓

Draft Design

↓

Place of Heating Device

↓

Decision of Color

↓

Design Preference Survey

↓

 Pattern Making

↓

Sample Making

↓

Evaluation of Wearing

Figure 1. Design Development Process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남성용과 여성용 디자  

인을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 평가의 대상과 평가방법 평가문항 자료분석, , 

은 앞서 사의 기존 발열조끼에 대하여 행하였던 착E

의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Ⅲ

요구도 조사   1. 

판매 중인 밴드형 발열조끼 분석  1) 

본 연구의 목적은 발열조끼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업체에서 판매 중인 발열조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체와 소비자의 요구도가 반영된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으므로 사에서 판E

매 중인 밴드형 발열조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발열조끼는 발열체를 의복에 삽  

입시키고 충전된 배터리를 발열체에 연결해 열을 내

도록 하는 발열기능의류이다 따라서 발열조끼에서 . 

발열체는 발열기능을 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업체마다 발열체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에서 개발한 발열체는 카본   E

누안 섬유열선을 사용한 면상발열체이다 카본 누안 . 

섬유열선이란 카본 열선을 섬유와 함께 직조하여 만

든 평면 섬유 열선을 말하며 선을 따라 열이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발열체 전체가 고르게 더워진다. 

물에도 안전하므로 세탁이 가능하고 낮은 전류로 저

온화상이나 화재위험이 없으며 전자파와 전기장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사는 자체 개발한 발열체를 사용하여 발열 엑스   E ‘

밴드 라는 명칭으로 밴드형 발열조끼를 개발 판매’ , 

하였다(Korea Patent No. 1014068040000, 2014). 

이 발열조끼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발열조

끼가 일반 조끼 형태에 포켓을 만들어 발열체를 삽

입하는 형태인 것과는 달리 발열체가 삽입된 발열부

위 가슴 곳 등 곳 를 천으로 감싸고 이들을 끈으( 2 , 1 )

로 연결하여 버클로 사이즈를 조절하도록 고안되었

으며 세부 구성은 와 같다 사의 밴드형 Figure 2 . E

발열조끼의 장점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여 남녀가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고 겉옷을 입었을 경우 부피

감이 적어 활동성이 크다는 것인데 그에 반해 외관, 

상 옷이라는 느낌이 적어서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어

려우며 겉옷을 입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사의 . E

자체 판매분석 결과 구매자의 약 가 남성으로 90%

나타났는데 여성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업체 요구도 조사   2) 

업체 제품개발 담당자 명과의 면담을 통하여 밴  3

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중인 자사의 밴드형 . , 

발열조끼와 차별화될 수 있는 디자인 둘째 밴드형. , 

의 스타일을 유지하되 패션성이 강화된 디자인 셋. 

째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별한 디자인 넷째 발열체 , . , 

내장형으로 실용성을 높인 디자인 다섯째 입고 벗. , 

기 편한 패스너의 사용 여섯째 몸에 밀착성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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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able 
shoulder strap

connect neck 
warmer

adjustable 
waist buckle

chest strap

 two battery pockets

Figure 2. Details of Heating X-band by E company

으며 세탁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발열조끼들은 대부분 디자인적인 측면 보  

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E

사에서 개발한 밴드형 발열조끼의 경우 발열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를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극대화한 디자인의 발열조끼라고 할 수 있

다 소비자 조사나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상. 

태에서 제품개발이 이루어진 관계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불만사항이 표출되었고 

특히 여성 소비자의 구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발열조끼의 착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남녀 모두가 패션 아이

템으로 착용할 수 있는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파악된다 또한 사용상의 편이성을 고려. 

하여 착탈이 편리하고 세탁이 가능한 실용적인 소재

의 사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착의평가  3) 

업체에서 기존 개발하여 판매 중인 밴드형 발열  E

조끼에 대하여 착의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2 .

  편이성 : 편이성 평가에서는 입고 벗을 때의 편리 

함을 묻는 착탈편이성과 여밈장치인 버클사용 편이

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만족도가 나타났고 사, 

이즈조절 편이성에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

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이즈조절 편이. 

성과 버클사용 편이성에 대해서 더 낮은 평가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기능 : 발열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항목 

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발열기. 

능 발열부위 컨트롤러의 위치 항목에서 남녀 모두, , 

에게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착용감  : 발열조끼의 착용감을 평가하는 항목인  

착용감 두께감 밀착성 소재의 촉감에 대해서는 전, , , 

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이 중 .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은 소재의 촉감이었으

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또한 착용감 밀착성 두께감 모두 남성에 비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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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aring Evaluation for Heating Vests by E Company

Item Men Women Mean SD t

Convenience

Easy to put on and 

take off
2.73 2.40 2.57 .909 1.433

Size adjustment 3.47 2.80 3.13 1.081 2.492**

Using fastener

(buckle)
2.70 2.23 2.47 .929 1.994*

Heating function

Heating function 3.70 3.77 3.73 .918 -.279

Place of heating 3.90 3.73 3.82 1.049 .612

Place of controller 4.03 3.63 3.83 1.044 1.499

Wearing 

sensation

Wearing sensation 3.07 2.10 2.58 .996 4.271***

Thickness 3.23 2.60 2.92 .996 2.577*

Fitness 3.17 2.33 2.75 1.052 3.319**

Texture of fabric 2.87 1.87 2.37 .882 5.303***

Design
Coordination with outer 1.67 1.57 1.62 .613 .628

Overall design 2.13 1.77 1.95 .928 1.548

*p<0.05, **p<0.01, ***p<0.001                           Higher score means stronger satisfaction ※ 

성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사의 밴드형 발열조끼. E

는 폴리에스터 누비소재로 발열체를 감싸고 테두리

를 나일론 테이프로 바이어스 처리하였으며 발열체, 

를 나일론 테이프로 연결하고 여밈장치를 버클로 처

리하여 전체적으로 질감이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주

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체격이 작고 . 

촉감에 민감한 여성이 착용감 관련 항목에 대하여 

더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자인 : 디자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항목들에 비해 남녀 모두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

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 . 

겉옷과의 코디네이션은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평

가를 나타내었고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낮

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발열  

기능 관련 항목을 제외한 편이성 착용감 디자인 , , 

항목에서 낮은 평가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세부 디자인 스케치과정이나 색상 소재 선. , 

택에 있어서 이러한 평가자들의 불만족 사항을 고려

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 결과 모든 항. 

목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낮게 나

타났으며 사이즈조절 편이성 버클사용 편이성 착, , , 

용감 두께감 밀착성 소재의 촉감 항목에서는 남녀 , , ,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난 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디자인 착용감 편, , 

이성 등의 평가에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E

사에서 본 제품을 개발할 때 남녀공용 제품이기는 

하지만 주요 타깃을 남성 소비자로 설정하여서 여성 

소비자에 대한 디자인상의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 

로 남성과 여성의 체형과 선호도를 고려한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 개발  2. 

디자인 시안과 발열체 삽입위치  1) 

사의 발열조끼는 엑스밴드형으로 개발되어 타사  E

의 일반적인 발열조끼와 차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

으나 발열기능성 만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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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가 없이 개발되어졌다 이는 착의평가 .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평가자들은 발열기능성에

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착용감이나 편이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했고 특히 전반적인 디자인

이나 겉옷과의 코디네이션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평

가를 하였다 물론 발열조끼는 착용 용도로 보았을 . 

때 보온 기능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변화

하는 소비자 요구에 발맞추어 기능성 뿐 아니라 디

자인 측면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발열조끼 디. 

자인과 차별화되며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만

족도가 높은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업체 요구도 조사와 소비자 착의평가 결과를 토대  

로 여러 종류의 디자인스케치를 제안한 후 업체 담

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종의3

Table 3. Flat Design and Place of Heating Device for Men's

Flat Design Place of Heating Device

Design

A

<Front> <Back> <Front> <Back>

Design

B

<Front> <Back> <Front> <Back>

Design

C

<Front> <Back> <Front> <Back>

디자인 시안을 선정하였다 발열조끼에는 내장형 발. 

열체가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시 발열체 

삽입 위치를 함께 결정하였다 발열체 삽입 위치가 .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신경

을 썼다 발열체의 삽입 위치는 총 곳으로 가슴. 5 , 

어깨 등 부위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발열체는 충, . 

전된 배터리에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발열조끼에는 

충전기를 휴대할 수 있는 포켓이 필요하다 배터리 . 

포켓의 위치를 뒤쪽에 있도록 디자인하여 야외활동

이나 레저활동 시 활동이 자유롭게 하였고 포켓의 , 

수를 개로 하여 충전된 여분의 배터리를 휴대할 수 2

있도록 하여 장시간 아웃도어 활동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뚜껑 있는 아웃포켓 형태로 디자인, 

의 포인트 역할을 한다. 

남성용 디자인 시안과 발열체 삽입위치는   Table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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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좌우 두 개의 밴드를 중심으로 복부  Design A , 

옆구리 등을 감싸도록 원단을 연결하여 외관상으로 , 

일반조끼의 형태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였다 복부를 . 

감싸는 부분을 넓게 디자인하여 몸에 밀착성을 높이

고 착용 시 안정감을 높인다 일반 조끼의 형태와 . 

유사하므로 점퍼나 재킷의 안쪽에 코디네이션해도 

손색이 없도록 디자인하였다 여밈장치는 지퍼로 처. 

리하여 입고 벗기 편하도록 하였다 발열체의 위치. 

는 양쪽 가슴 곳 뒤쪽 어깨 곳 등 곳에 배치하였다2 , 2 , 1 .

는 기존 사의 밴드형 발열조끼인 발열   Design B E ‘

엑스반도 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게 디자인하였다’ . 

허리 부분을 벨트형으로 디자인하고 등쪽의 발열부

위에서 자로 연결된 두 개의 발열밴드가 앞쪽으로 V

자형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이 형태는 몸에 발열11 . 

밴드가 닿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두께가 있는 옷 위

에도 착용하기 용이하고 겉옷을 함께 입어도 활동성

Table 4. Flat Design and Place of Heating Device for Women's

Flat Design Place of Heating Device

Design

D

<Front> <Back> <Front> <Back>

Design

E

<Front> <Back>
<Front> <Back>

Design

F

<Front> <Back> <Front> <Back>

에 제약이 없다 여밈장치는 벨크로로 처리하여 입. 

고 벗기 편하도록 하였다 발열체의 위치는 양쪽 가. 

슴 곳 등 곳 등허리 곳에 배치하였다2 , 2 , 1 .

는 허리 부분을 벨트형으로 디자인하고   Design C

뒤쪽 중앙에서 자 형태로 시작한 두 개의 발열밴11

드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앞중심에서 자형으로 만나V

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형태는 몸에 발열밴드가 닿. 

는 부분이 적으면서 등부분에 닿는 면적을 넓혀 착

용 시 안정감이 있고 앞부분이 모아져서 활동 시에

도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두께가 있는 옷 위에. 

도 착용하기 용이하고 겉옷을 함께 입어도 활동성에 

제약이 없다 여밈장치는 벨크로로 처리하여 입고 . 

벗기 편하도록 하였다 발열체의 위치는 양쪽 가슴 . 

곳 뒤쪽 어깨 곳 등 곳에 배치하였다2 , 2 , 1 .

여성용 디자인 시안과 발열체 삽입위치는   Tabl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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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좌우 두 개의 밴드를 중심으로 몸통  Design D

을 감싸도록 원단을 연결하여 디자인하였다 외관상. 

으로 남성용 와 유사하나 여성은 가슴의 Design A ,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여 몸통을 감싸는 원단의 길이

를 남성용 보다 짧게 하였다 여밈장치는 지퍼로 처. 

리하여 입고 벗기 편하도록 하였다 이 디자인은 몸. 

에 밀착성이 높고 착용 시 안정감이 있으며 앞중심

에 지퍼가 있어 점퍼나 재킷의 안쪽에 일반 조끼처

럼 코디네이션하기에 좋다 발열체의 위치는 양쪽 . 

가슴 곳 뒤쪽 어깨 곳 등 곳에 배치하였다2 , 2 , 1 . 

는 남성용 와 유사한 형태로   Design E Design B

디자인하였다 허리 부분을 벨트 형으로 디자인하고 . 

뒤쪽 중앙에서 자 형태로 시작한 발열밴드가 두 개V

로 나누어져 앞쪽으로 자형으로 연결되게 하였다11 . 

이 형태는 몸에 발열밴드가 닿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두께가 있는 옷 위에도 착용하기 용이하고 겉옷을

Table 5. Color Coordination for Men's

C
O
L
O
R
 C
O
O
R
D
I
N
A
T
I
O
N

A-1 B-1 C-1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A-2 B-2 C-2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A-3 B-3 C-3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함께 입어도 활동성에 제약이 없다 여밈장치는 벨. 

크로로 처리하여 입고 벗기 편하도록 하였다 발열. 

체의 위치는 양쪽 가슴 곳 뒤쪽 어깨 곳 등 곳2 , 2 , 1

에 배치하였다.

는 남성용 와 유사한 형태로   Design F Design C

디자인하였다 허리 부분을 벨트형으로 디자인하고 . 

뒤쪽 중앙에서 자 형태로 시작한 두 개의 발열밴11

드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앞중심에서 자형으로 만나V

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형태는 몸에 발열밴드가 닿. 

는 부분이 적으면서 등 부분에 닿는 면적을 넓혀 착

장 시 안정감 있고 앞 부분이 모아져서 활동 시에도 

벌어짐이 적다 두께가 있는 옷 위에도 착용하기 용. 

이하고 겉옷을 함께 입어도 활동성에 제약이 없다. 

여밈장치는 벨크로로 처리하여 입고 벗기 편하도록 

하였다 발열체의 위치는 양쪽 가슴 곳 뒤쪽 어깨 . 2 , 

곳 등 곳에 배치하였다 남성용 보다2 , 1 . Desig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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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lor Coordination for Women's

C
O
L
O
R
 C
O
O
R
D
I
N
A
T
I
O
N

D-1 E-1 F-1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D-2 E-2 F-2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D-3 E-3 F-3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뒤쪽 발열밴드의 간격이 좁으므로 등부분 발열부위

를 길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여성용 스타일은 공통적으로 앞쪽 가슴 부분  

의 발열부위 끝을 형태로 디자인하여 남성용과 차∨

별화를 두었으며 가슴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체형, 

을 고려하여 가슴 발열부위를 남성용 보다 위쪽으로 

위치시켰다.

색상의 적용  2) 

발열조끼의 색상은 선행연구인   Jooeun Lee and 

의 발열조끼 선호색상 조사 결과를 참B. Lee(2014)

고하였다 의 연구.  Jooeun Lee and B. Lee(2014)

에서는 대의 남녀 명을 대상으로  20~60 200 I.R.I 

색상표시법에 따라 발열조끼 색상 Hue & Tone 120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호하는 발열조. 

끼의 색상은 Black(N1.5, 30.0%), Dark Gray(N3, 

15.8%), Brown(YR/DK, 13.3%), Navy(PB/DK,

13.3%), Beige(YR/DI, 8.7%), Khaki(Y/DK, 8.2%), 

의 순이었Light Gray(N5, 6.1%), Blue(PB/V, 3.6%)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밴드형 발열조끼의 색  

상을 선택하였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디자인의 . 

차별성을 두기 위해 으로 Two color coordination

결정하였다 색상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 

높게 나타난 을 기본색으로 하고 여기에 선호Black

도 순위가 높은 를 매치하Dark Gray, Brown, Navy

여 발열조끼의 색상을 적용하여 남성용과 여성용 각

각 종의 디자인 시안이 제시되었다 남성용의 경우 9 . 

은 는 A-1, B-1, C-1 Black/Brown, A-2, B-2, C-2

은 로 Black/Navy, A-3, B-3, C-3 Black/Dark Gray

하였다 여성용의 경우 은 (Table 5). D-1, E-1, F-1

는 Black/Brown, D-2, E-2, F-2 Black/Navy, D-3, 

은 로 색상을 적용하였다E-3, F-3 Black/Dark Gray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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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평가   3) 

  

개발된 남성용과 여성용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   

시안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남성은 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Design A-1

나타났다 은 좌우 두 개의 밴드를 중심. Design A-1

으로 몸통을 감싸는 형태로 외관상으로 일반조끼와 

유사한 디자인이다 컬러는 이다 남성. Black/Brown . 

들은 점퍼나 재킷의 안에 코디하기 좋고 앞중심에 , 

지퍼를 달아 입고 벗기 편하며 착용 시 몸에 밀착, 

성이 높은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 

의 전반적인 선호도는 Design A, Design B, 

의 순으로 나타났다 컬러는 Design C . Black/Brown, 

의 순으로 선호하는 Black/Dark Gray, Black/Navy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Design F-1

나타났다 은 허리 부분을 벨트형으로 . Design F-1

디자인하고 뒤쪽 중앙에서 자 형태로 시작한 두 11

개의 발열밴드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앞중심에서 자V

형으로 만나는 디자인이다 컬러는 이. Black/Brown

다 여성들은 체형 상 가슴부분이 돌출되어서 착용 . 

시 앞중심을 모아주는 형태를 선호하고 몸통부분을 , 

넓게 감싸는 것보다는 벨트형으로 하여 착용 시 부

Table 7. Preference for Band Type Heating Vest Designs 

Men Women

Design No. Rank Mean SD Design No. Rank Mean SD

A-1 1 3.86 1.229 D-1 4 3.54 1.147

A-2 2 3.78 1.217 D-2 5 3.42 1.197

A-3 5 3.34 1.189 D-3 6 3.30 1.233 

B-1 3 3.56 1.163 E-1 7 2.78 1.266

B-2 4 3.42 1.197 E-2 8 2.64 1.241

B-3 6 3.32 1.203 E-3 9 2.54 1.216

C-1 7 2.94 1.284 F-1 1 4.02 1.097

C-2 8 2.80 1.278 F-2 2 3.82 1.207

C-3 9 2.68 1.253 F-3 3 3.80 1.178

피감을 줄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들의 전반적인 선호도는 Design F, Design D,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Design E . 

하는 는 남성용 와 유사한데 남Design F Design C

성들은 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Design C

나 남녀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컬러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과 동일하게 

의 순으Black/Brown, Black/Dark Gray, Black/Navy

로 나타났다. 

시제품제작과 착의평가  3. 

시제품제작  1)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남성용 과   Design A-1

여성용 에 업체에서 개발 제작한 발열 Design F-1

장치를 삽입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제품의 사이. 

즈는 남성용 여성용 사이즈로 구성M, L, XL, M, L 

되며 제품 사이즈별 치수는 과 같다 시제, Table 8 . 

품은 남성용 여성용 사이즈로 제작되었다M, M . 

먼저 샘플패턴을 제작하고 광목으로 봉제하여 착  , 

의평가를 실시한 후 착의 보정하여 남성용 시제품 

패턴 과 여성용 시제품 패턴 을 (Figure 3) (Figure 4)

완성하였다 또한 완성된 최종 시제품 패턴과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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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izing System                                                                       (unit: )㎜

Size Bust Total front length Middle hip width

Men

M 950 560 890

L 1000 570 895

XL 1050 580 900

Women
M 950 460 810

L 1000 470 830

23

4.5

7

1 22

5

5

8

4

9.5 8.5

14.5

8.5

1.5

7

5

4.5

9.5
8

7

9.5

1.5

5

7

7

9

1.5

1

4.5

1819

9

22

WL

6.5

18

22.5

B/4+1.5
B/4+1

20.5

WL

Shoulder width

2

Shoulder width

2

14

(unit: )㎝

<Front>                           <Back>

   

Figure 3. Band Type Heating Vest Pattern for Men

체 삽입위치에 따라 시제품 발열조끼를 제작하였다

(Figure 5).

개의 발열체가 삽입되는 가슴 뒤 어깨 등 부분  5 , , 

은 누비소재를 사용하여 발열체의 삽입된 느낌을 겉

으로 들어나지 않도록 하고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 외의 부분은 인조가죽 소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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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고급스러움과 일반조끼로서의 디자인도 중시

하여 외관상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뒤 허리 밴드 부분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을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기본 배터리 한 

개와 장시간 여행이나 골프 낚시 스키 등 야외 레, , 

저활동 시 여유분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하였으

며 포켓 뚜껑의 소재를 발열체 삽입 부분의 누비소

재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허리 양. 

      

8.5

4

14

9 6

14

WL WL5

7.5

4.57.5

9.5

pocket

5
5

2

8

5.5

3.5

8

10
9

15

20

9

5

7.5

18.5

4

22.5

velcro
velcro

CF

5

Shoulder width

2

Shoulder width

2

8

<Front> <Back>

<Right Waist Band>

0.5

1

41

(unit: )㎝

  

Figure 4. Band Type Heating Vest Pattern for Women

쪽 부분에는 신축성이 좋은 스판덱스 소재를 사용하

여 착용감을 편안하게 하였다 물세탁이 가능한 면. 

상발열체를 사용하므로 그에 맞춰서 조끼의 소재도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시접 끝처리를 , 

테이핑 처리하여 세탁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봉

제하였다 또한 배터리는 포켓 주머니 안쪽의 구멍. 

을 통해 연결하여 사용하고 세탁 시 분리할 수 있도

록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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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Back>
<Front>               <Back>

Men Women

Figure 5. Sample Product

Table 9. Wearing Evaluation for New Band Type Heating Vests

Item Men Women Mean SD t

Convenience

Easy to put on and 

take off
4.13 4.07 4.10 .796 .322

Size adjustment 3.87 3.77 3.82 .930 .414

Using fastener 4.40 4.47 4.43 .698 -.367

Heating 

function

Heating function 4.27 4.07 4.17 .867 .892

Place of heating 3.90 3.97 3.93 1.039 -.246

Place of controller 4.13 3.77 3.95 .999 1.435

Wearing 

sensation

Wearing sensation 3.80 3.63 3.72 .958 .670

Thickness 3.70 3.30 3.50 1.157 1.348

Fitness 3.43 3.43 3.43 1.064 .000

Texture of fabric 3.73 3.57 3.65 1.071 .600

Design
Coordination with outer 3.33 3.03 3.18 1.200 .968

Overall design 3.77 3.90 3.83 1.181 -.434

                                                         Higher score means stronger satisfaction※ 

착의평가  2) 

시제품으로 제작된 밴드형 발열조끼에 대하여 착  

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와 같다 평, Table 9 . 

가 결과 편이성 발열기능 착용감 디자인의 개 , , , 12

문항에서 남녀 모두 비교적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

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족. 

도가 높은 항목은 패스너사용 편이성 발열기능 착, , 

탈편이성 컨트롤러의 위치 발열부위 전반적인 디, , , 

자인 사이즈조절 편이성의 순이었으며 가장 만족, , 

도가 낮은 항목은 겉옷과의 코디네이션이었다.

기존 발열조끼 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발열  (Old)

조끼 에 대한 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항(New)

목에 있어서 남녀 모두 향상된 평가를 하였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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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는 과 같다Table 10 . 

  편이성 : 착탈편이성과 패스너사용 편이성의 경우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발된 발열, 

조끼가 기존 발열조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기존의 버클 패스너를 지퍼와 벨크로 등 간편

한 패스너로 교체하고 입고 벗기 편한 디자인으로 

바꾼 결과라고 해석된다 사이즈조절 편이성의 경우 . 

여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보, 

다 체격이 작은 여성이 기존 발열조끼의 사이즈조절

에 대해 더 많이 불만족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발열기능 : 발열부위와 컨트롤러의 위치에 대하여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 

두 제품이 동일한 발열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파

악된다 발열기능 항목에서는 남성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는데 이는 개발된 남성용 디자인이 , 

복부를 감싸는 면적이 넓은 디자인이므로 보온성을 

더 높게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착용감 : 착용감 소재의 촉감에서 남녀 모두 유 , 

Table 10. Comparison of Wearing Evaluation for Old & New Heating Vests

Item
Men Women

Old New t Old New t

Convenience

Easy to put on and 

take off
2.73 4.13 -6.423*** 2.40 4.07 -7.491***

Size adjustment 3.47 3.87 -1.687 2.80 3.77 -3.559**

Using fastener 2.70 4.40 -7.784*** 2.23 4.47 -11.161***

Heating 

function

Heating function 3.70 4.27 -2.460** 3.77 4.07 -1.288

Place of heating 3.90 3.90 .000 3.73 3.97 -.897

Place of controller 4.03 4.13 -.453 3.63 3.77 -.450

Wearing 

sensation

Wearing sensation 3.07 3.80 -3.311** 2.10 3.63 -6.062***

Thickness 3.23 3.70 -1.782 2.60 3.30 -2.477*

Fitness 3.17 3.43 -1.055 2.33 3.43 -3.993***

Texture of fabric 2.87 3.73 -3.586** 1.87 3.57 -7.327***

Design
Coordination with outer 1.67 3.33 -6.999*** 1.57 3.03 -5.764***

Overall design 2.13 3.77 -5.496*** 1.77 3.90 -8.558***

*p<0.05, **p<0.01, ***p<0.001                           Higher score means stronger satisfaction※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발된 발열조끼가 기존 , 

발열조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착용감이 향. 

상된 이유는 폴리에스터 누비원단에 투박하고 거친 

나일론 테이프 소재로 바이어스 처리한 기존 발열조

끼에 비해 새로 개발된 발열조끼에서는 신축성과 촉

감이 좋은 스판덱스 인조가죽 등으로 소재를 교체, 

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두께감 밀착성의 경우 여성. ,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체격이 작, 

고 가슴이 돌출된 여성의 체형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 겉옷과의 코디네이션 전반적인 디자인 , 

에서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발된 , 

발열조끼가 기존 발열조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

다 디자인 관련 항목들은 기존 발열조끼 평가에서 . 

가장 불만족이 높았던 항목인데 새로운 디자인이 소

비자들에게 겉옷과 코디네이션하여 입기 좋고 전반

적인 디자인도 만족도가 높은 향상된 디자인으로 평

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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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Ⅳ

본 연구는 발열조끼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업체에서 실제 상품화될 수 있는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 

업체 요구도 조사와 기존 발열조끼에 대한 착의평

가 디자인 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시제품제작 , , 

및 착의평가 등을 실시하여 업체와 소비자의 요구도

가 반영된 발열조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업체 요구도 조사 결과 변화하는 소비자 라  , 

이프스타일에 따라 패션성이 고려되어 남녀 모두가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할 수 있는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이 요구되며 입고 벗기 편하고 실용적인 소, 

재를 사용하는 등 편이성이 고려된 디자인이 요구됨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 밴드형 발열조끼에 대한 착의 평가 결  , 

과 발열기능 항목을 제외한 편이성 착용감 디자인 , , 

항목에서 낮은 평가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

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 

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 발열조Jooeun Lee and B. Lee(2014)

끼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로 남녀 모두 구매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81.1%

는데 기존의 발열 조끼는 남성 소비자 위주로 디자, 

인되어 여성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비해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업체 요구도 조사와 소비자 착의평가 결과  , 

를 토대로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종의 디자인 시안3

을 제안하였다 선정된 종의 시안에 각각 . 6

색상을 Black/Brown, Black/Dark Gray, Black/Navy 

적용하여 남성용 종 여성용 종 총 종의 시안9 , 9 , 18

을 선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디자인 시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남성용은 여성, Design A-1, 

용은 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Design F-1

다 선호도 평가에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남녀 간에 .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컬러에 대해서는 남녀가 , 

동일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다섯째 시제품을 제작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하였  , 

다 착의평가 결과 기존 발열조끼 보다 본 연구를 . 

통하여 개발된 발열조끼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서 남

녀 모두 향상된 평가를 하였다 편이성 항목 중 착. 

탈편이성과 패스너사용 편이성에서 개발된 발열조끼

가 기존 발열조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버클 패스너를 지퍼와 벨크로 패스너로 교체한 결과

로 해석하였는데 패스너 교체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발열체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되었으므로 제품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제

안하는 실제적인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발. 

열의류에 대한 착용평가를 기능성과 발열성능 위주

로 실시한 H. Lee and Jeong(2010), Hwang and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Jeongran Lee(2013) 

지 않은 디자인 요소를 항목에 포함시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발열조끼의 경우 , 

대부분 남녀공용으로 생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

성용과 여성용 디자인을 구분하여 개발하고 각각의 

선호도 및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업체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디자인을 개발  

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발열조끼 디자인을 제안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로는 변화해 . 

가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연령이나 

소비자 특성 착용 용도를 세분화한 발열조끼의 디, 

자인 개발이 요구되며 발열조끼 이외에 다양한 아, 

이템의 발열의류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  

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발열기능성 스마트의류 연

구 확대에 기여하고 발열조끼 및 발열기능성 의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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