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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on how to control the heat input for the heat generating smart base lay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 of actuating heat pad attached to the base layer by performing a human

wear test in a cold environment.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test wore T-shirts, jumper and pants on the

base layer with heating pads. Skin temperature, total time of heating and the number of switching for the

heating mode were observed as the subject controlled the heating mode voluntarily. The comfortable range

of skin temperature on the abdomen was larger than on the lower back. The subject felt hot and turned off

the switch when the mean skin temperature of the abdomen was 48.8°C and the lower back was 40.1°C.

The total heating time and the number of actuating switching were larger for women than men. The volun-

tary action of heating for men with high cold sensi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n with low cold

sensitiv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depending on gender and cold sensitivity) to set the heating mode dif-

ferently for the automatic heat control of a future smart base layer.

Key words: Base layer, Heating pad, Cold sensitivity, Voluntary heating behavior; 베이스 레이어, 발열

패드, 추위민감도, 자율적 가열행동

I. 서 론

여가생활 증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레저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계절과 상관없이 레저산

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로 스키리조트 산업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동계 글램핑, 겨울 낚시 등과 같은 다양

한 동계 레저산업도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동계 레저산

업이 증가되면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위

한 발열제품은 의복에도 적용되고 있고 네트워크 및 센

서 기술 진화와 더불어 ICT, IoT 기반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 발열

섬유로 의복 내 발열기능을 조절하는 스마트 의류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전망 역시 높

아지고 있다(Cho et al., 2014). ICT 융합 스마트 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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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에는 약 63.2억 불의 규모

이며 2020년에는 약 102억 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는데, 국내 ICT 융합제품의 경우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에서 주로 충전식 배터리가 연결된 발열체를 삽입하여

발열되는 형태의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Park,

2017a, 2017b). 최근 판매되고 있는 발열의복에는 코오

롱스포츠의 라이프텍 재킷, 전도성 탄소섬유를 이용한

테크웜 발열조끼, 피부접촉 시 발열하는 인-아웃 발열레

이어, 웜프레시 소재를 사용한 TNGT 발열수트 등이 있

으며, 전도성 고분자 결합의 섬유, 열선 및 발열체를 의

복에 접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Lee &

Lee, 2014).

또한 시판 제품의 착용성능 평가 및 제품 개발 분야

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ee and Jeong

(2010a, 2010b)의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발열조끼 3종의

발열성능 및 착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시판 제품들은

40~80
o
C까지 발열된다는 광고와는 다르게 실제 발열온

도는 32~42
o
C 수준으로 낮았으며 착용 시에도 온열쾌적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wang and Lee(2012,

2013)는 발열장치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용 기능성 스마

트 보온 거들을 개발하였는데, 이때 발열장치는 면상발

열체의 형태로 활동성을 고려하여 허리부위에 삽입 분리

되도록 설계되었고 온도조절을 위하여 고/중/저 세 가지

의 온도모드가 세팅되었다. Lee and Lee(2014)는 발열조

끼의 소비자 요구도를 조사하여 기능성과 디자인이 향

상된 발열조끼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면상발열체를

어깨, 등, 배부위에 위치하도록 시제품을 제작하여 착용

감 평가를 한 결과 발열체의 탈부착 용이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Lee and Lee(2015)의 밴드형 발열조끼

디자인 연구에서는 착용감과 편이성은 향상되었지만 겉

옷과의 코디네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한 발열조끼와 밴드형 발열조끼의 디자인 및 착용감은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이 발열 스마트 ICT 의류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적절한 가열온도 및 모드, 착용감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발열 스마트 의복은

전신을 골고루 가열하는 방법보다는 부분가온을 많이 하

고 있는데 이는 인체를 부분적으로 가온하거나 냉각시

키는 것은 환경온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 인체의 온열감

과 쾌적감을 극대화시키는 데 유용한 요소라고 한 연구

결과(Arens et al., 2006a, 2006b)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

다. 그러나 발열체를 이용한 인체의 부분가온방법이나

효과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온열감 및 쾌적성에 다양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가온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체의 부분가온에 대한 기초연구로는 Cabanac et al.

(1972)은 동체를 일정한 온도로 가온하거나 냉각하면서

피험자가 자율적 행동으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손부위의

수온을 조절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때 심부온과

함께 피험자가 조절한 수온에 담겨있는 손가락의 온도

를 측정한 바 있다. 연구결과 고체온인 피험자들은 손가

락이 시원하였을 때, 저체온인 피험자는 손가락이 따뜻

할 때 쾌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의 손부위

온도의 쾌적감은 심부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

였다. Choi and Park(2009)은 온 ·냉 족욕을 이용한 인체

의 가온과 냉각이 손가락의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고하였으며, Jeong(2007)의 연구에서는 족부를 가

온 또는 냉각하였을 때 전신의 온냉감 반응에 따른 행동

성 체온조절반응을 의복선택행동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피험자들은 족부 온욕의 경우가 족부

냉욕에 비하여 전신 온열감이 더 서늘한 것으로 평가하

였다. Shim(1997)은 28
o
C, 50%RH의 환경에서 인체를 부

위별로 가온하였을 때의 피부온을 측정하였는데, 체지부

의 경우 남녀 모두 흉부와 복부가온 시 전신 피부온이 상

승하였으며, 요부가온 시에는 사지부의 피부온이 상승하

는 경향이 있었다. 체간부의 가온 시에는 상지부보다 하

지부를 가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국소부위의 가

온에 따른 불쾌감의 영향이 전신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Jeong and Tokura(1991)는 추운

환경(10
o
C, 55%RH)에서 일정시간 동안 냉각된 사지부

의 피부온은 원래의 온도로 회복되기가 어려우므로 냉

각 전보다 높은 의복의 보온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최적의 가열부위를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들도

있는데, Kim and Hong(2014)는 발열팩을 이용하여 22
o
C,

50%RH에서 인체를 부위별로 가온한 다음 인체의 부위

별 피부온을 써모그램으로 측정하였는데, 배를 가온하였

을 때에는 대퇴와 상완의 온도가 높게 나타났고, 어깨가

온 시에는 발가락과 손가락의 온도가 잘 유지되어 체간

부의 가온은 배를, 체지부의 가온은 어깨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Cho and Cho(2015)는 발열패드

부착위치에 따라 피부온과 온열감을 측정하여 발열 스

마트 의류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발열위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등부위에 발열패드 부착 시 가슴, 등, 허리의

피부온이 상승하고 인체 전 부위에서 고르게 온열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Huizenga et al.(2004)은 인공기

후실의 온도를 저온에서 고온(20~32
o
C)으로 변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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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체의 19부위를 가온 또는 냉각하여 피부온을 측정

하였는데, 부분냉각의 효과가 가온의 효과보다 크게 나

타났으며 체지부에서는 가슴이 등보다 민감하게 반응

하였다. 체간부에서는 발의 온도회복력이 손보다 더디

었고, 일단 냉각이 되면 가온을 해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Jeong and Tokura(199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Arens et al.(2006a, 2006b)는 환경온을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 두 가지로 설정하고 피험자의 주관적 온열

감과 쾌적감을 측정하였는데, 더위에 가장 민감한 인체

부위는 머리와 등이었으며 추위에 민감한 부위는 발, 손,

요추 아래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신 쾌적감은 인체의 부

위별 감각 중 가장 예민한 곳의 감각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Shim(199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다. Wang et al.(2007)은 인체 가온 냉각 시의 팔, 손, 손

가락 등의 체지부의 온도를 측정하였는데 손가락의 온도

가 30
o
C 정도로 유지될 때 전신 쾌적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한 온도범위는 27~36
o
C이었으며 손가락

은 쾌적성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온열반응에 따른 발열위치에 대한 연구나

가온에 따른 온열생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열기능성 의복의 대부분은 겉옷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베이스 레이어 겸용의 밀착의복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동계용 스마트

의복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발열패드를 이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피부온 제어에 활용하기 위한 가열방

법 및 이와 관련된 온열쾌적성과의 관계성을 파악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 ICT 의류제품이 피부온을

쾌적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발열패드의 발열모드를 피

부온과 연계하여 컨트롤해야 한다.

발열체의 발열모드에는 ‘Proportional control’과 ‘On-

off control’이 있는데(Ziegler & Nichols, 1993) ‘Proport-

ional control’은 온도제어 시 설정온도와 계측값의 편차

에 비례한 신호를 가하여 제어량을 목표온도에 접근시

키는 방식이다. ‘On-off control’은 자동제어의 가장 간단

한 방법으로 미리 설정된 목표온도의 두 값 중 어느 하나

를 취하는 방법이다. 현재 시판되거나 개발되는 발열의

복의 발열모드는 ‘Proportional control’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On-off

control’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On-off

컨트롤 방법으로 제작된 면상발열체를 스마트 베이스

레이어에 부분적으로 부착하는 경우 효율적인 발열모드

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체 온열반응과 연계하여 발열

모드를 설정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각

종 발열체의 발달에 비하여 이것을 실제 추운 환경에서

의복시스템에 부착하고 인체의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

서 쾌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열체를 조

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절기 온도에서 의복을 겉옷까

지 착용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발열되는 스마트 베이스

레이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다음과 같

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첫째, 피험자 본

인이 베이스 레이어에 부착된 발열체를 자율적으로 on-

off하도록 할 때, 착용자의 특성(성별, 추위민감 정도) 및

발열부위(상의: 배 위, 하의: 허리아래부위)에 따라 쾌적

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열지속시간 및 횟수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자율적 가온조절행동에

의거한 발열 on-off 시점에서 피험자의 피부온은 성별과

가온부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피험자는 23~39세 남성 19인, 여성 8인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제7차 사이즈코리아(Korean Agency for Techno-

logy and Standards [KATS], 2016)의 인체 평균 사이즈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평균 사이즈는 남성은 키 166.4~

180.6cm, 몸무게 62.0~85.6kg, 가슴둘레 89.3~105.1cm,

젖가슴둘레 85.4~102.4cm, 배꼽수준 허리둘레는 75.4~

95.0cm, 허리둘레 73.4~92.8cm, 엉덩이둘레는 89.1~103.9cm

이고, 여성은 키 155.3~165.7cm, 몸무게 47.3~65.9kg, 가

슴둘레 79.8~92.0cm, 젖가슴둘레 78.1~93.3cm, 배꼽수준

허리둘레는 70.3~87.7cm, 허리둘레 65.5~82.3cm, 엉덩

이둘레는 87.1~99.5cm이었다.

2. 실험의복

실험복은 <Fig. 1>에서와 같이 복부에 발열패드가 부

착된 베이스 레이어 상의와 바지의 아래 허리에 발열패

드를 부착한 하의를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아웃도어용

티셔츠와 점퍼 및 바지를 차례로 착용하였으며 총 의복

의 착의량은 1.46clo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발열패드는

베이스 레이어 안에 삽입할 수 있는 면상발열체의 형태

로써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5cm이었고, 성능은 7.4V,

2,200mAh로 70
o
C 이상 발열이 지속되며, 수동으로 발열



스마트 베이스 레이어 의복의 효과적인 발열모드 설정을 위한 사용자의 자율적 가열행동 연구

– 875 –

on-off를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발열 on-off 시

의 피부온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열패드가 위치한 복부

와 허리아래부위에 피부온 측정기(Thermistor, LT-8AB,

Gram, Co., Japan)를 부착하였다.

3. 실험프로토콜

실험은 충남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No. 201

610-SB-047-01)을 받아 2016년 11월 8일에서 18일까지

열흘에 걸쳐 시행되었다. 실험의 순서는 <Fig. 2>와 같

다. 실험실에 도착한 피험자는 본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

서 웜-업(warm-up)을 실시하였고, 이때 나이에 따른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연령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고(Katsuta,

2007/2009) 각 피험자의 최대 맥박수의 40~60%가 되도

록 계단 뛰어오르기 운동을 실시하여 대략 VO2 max의

40~60%가 되도록 운동강도를 조절하였다. 이후 피험자

가 휴식을 취하며 안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피부온 측

정센서를 부착하고 실험복을 착용한 다음 인공기후실

로 이동하여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인공기후실은 실제

발열의복의 착용환경과 유사하도록 한국 11~12월 최저

평균 기온(2
o
C, 60%RH, 1.2m/s)으로 설정하였다. 피험

자는 인공기후실에서 초기 30분 안정, 15분 운동, 운동

후 30분 안정(총 75분)을 시행하였으며, 초기 안정기 시

작 시 발열패드 off, 트레드밀 뛰기 직전 발열패드 on, 운

동 후 안정 시작 시 발열패드 on을 기준으로 하면서, 각

단계에서 ‘의복선택행동방법’(Jeong, 2000, 2001)에 참고

하여 피험자의 자의에 따라 상의와 하의에서 각각 발열

on-off를 실시하였다. ‘의복선택행동방법’이란 추운 환경

에 노출되었을 때 피험자의 자의에 의하여 의복을 선택

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복을 사용한 행동

성 체온조절반응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는 발열패드를 off한 상태로 추

위를 최대한 견디다가 참을 수 없을 때 자의적으로 발열

패드를 on하였다. 또한 각 단계의 완료 시점에서 온열감

(9점 척도, −4=very cold, 0=neutral, 4=very hot)과 종합

적 쾌적감(7점 척도, 1=매우 불쾌, 4=중립, 7=매우 쾌적)

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험의 각 단계별 피험자의

발열 on-off 시의 시간 및 횟수를 기록하였고 이때의 피

부온도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실험결과 데이터를 SPSS for Window 22.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성별 간의 차이 및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자율적 가온조절행동 분석결과

저온환경(2
o
C, 60%RH, 1.2m/s)에서 약 1.46clo의 의복

을 착용한 상태로 피험자들은 자의에 의하여 발열체의

Fig. 1. Location of sensor attached with step-by-step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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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를 가동하였기 때문에 처음 30분 안정 시의 종합적

쾌적감은 남성=5.7점, 여성=4.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p<.05). 15분

간 트레드밀에서 경사각 3%, 7.5km/h로 운동을 할 경우

에는 종합적 쾌적감이 남녀 모두 3.9점으로 보통 수준이

었다. 운동 후 30분간 안정하는 동안의 종합적 쾌적감은

남성은 4.6점으로 좋아졌으나, 여성의 경우 3.9점으로 운

동 시와 비슷하였다. 종합적 쾌적감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실험의 진행 단계에 따른 피험자의 주관적 온열감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

안정 시의 온열감은 남녀 모두 –1.4점으로 다소 서늘하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열패드를 off한 상

태로 추위를 최대한 견디다가 피험자가 자의적으로 발

열패드를 on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동 중에는 남성

=1.9점, 여성=1.0점으로 모두 따뜻하게 느꼈으며, 운동

후 30분간 안정 시에는 남자=0.8점, 여자=–0.8점으로, 피

험자들은 자의적으로 발열패드를 on-off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다소 서늘하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p<.05).

전체 실험시간(총 75분) 동안 피험자의 자의에 의하여

발열배터리가 on-off된 총 발열횟수 및 총 발열시간을 베

이스 레이어의 상 ·하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Fig. 5>

는 구간별로 발열시간 및 횟수를 표시한 대표적인 예로

여성 피험자 2의 예이다. 발열배터리가 on-off된 총 발열

횟수 및 총 발열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6>에서와 같이 총 발열시간은 상의에서 남성=23.0분, 여

성=42.6분으로 여성이 19.6분 유의하게 길었으며(p<.05),

하의의 총 발열시간은 남성=22.0분, 여성= 19.6분이었다.

<Fig. 7>에서와 같이 상의의 총 발열횟수는 남성=2.6회,

여성=4.1회로 여성이 유의하게 많았으며(p<.05), 하의에

서도 남성=2.7회, 여성=5.1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

Fig. 2. Experimental process.

Fig. 3. Overall comfort level voted by the male and

female groups.

Fig. 4.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level voted by

the male and fema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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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초기 30분 안정, 15분 운동, 운동 후 30분 안정에 대

한 각 구간별 발열시간은 <Fig. 8>과 같다. 초기 안정 시

상의의 발열시간은 남성=3.3분, 여성=11.9분으로 여성이

Fig. 5. Total heating time and number of heats observed in female subject2.

Fig. 6. Total heating time compared with male and

female groups at top and bottom of each clo-

thing items.

Fig. 7. Total number of heats compared with male and

female groups at top and bottom of each clo-

thing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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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분 유의하게 길었으며(p<.01), 하의의 발열시간은 남

성=4.8분, 여성=6.0분이었다. 운동 중 발열시간은 상의

에서는 남성=10.4분, 여성=10.6분이었으며, 하의에서는

남성=6.2분, 여성=3.8분이었다. 운동 후 안정 시의 발열

시간은 상의에서 남성=9.3분, 여성=18.3분으로 여성이

9.0분 유의하게 길었으며(p<.05), 하의에서는 남성=11.0분,

여성=9.9분이었다. 따라서 각 구간별 발열시간은 운동할

때를 제외한 초기 안정 시와 운동 후 안정 시에 여성의

발열시간이 남성에 비하여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상의의 발열시간이 처음 안정 시와 운동 후 안정 시에 남

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

은 행동성 체온조절반응을 분석한 Jeong(2000, 2001)의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앞의 연구에서는 전체 의복의

착의량을 조사한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착의량이 많

았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배와 허리아래를 가온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발열시간이 길고 발열횟수가 자주 있

었다.

피험자는 저온환경에서 실험 초기 30분간 안정을 취하

였으며, 이때 발열을 off한 상태로 추위를 참았다가 추위

를 참을 수 없을 때 자의적으로 발열을 실시하였다. 처음

으로 발열을 on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추위를 견디는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남녀별 추위를

견디는 시간은 <Table 1>과 같다. 최초 발열을 시작할 때

까지의 추위를 견디는 평균 시간은 남성=20.9분, 여성=

11.6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을 알 수 있었다(p<.05).

2. 추위민감도에 따른 자율적 가온조절행동 분석

결과

추위에 민감한 정도가 발열 on-off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성별 내에서 추위민감도에

따른 그룹을 나누었다. 이때 ‘추위를 견디는 시간’의 평

균(남성=20.9분, 여성=11.6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이

상은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으로 설정하고, 평균 이하

는 ‘추위에 민감한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남성 피험자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남성 상의에서의 총 발열횟수는 추위에 민감한

그룹=3.75회,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1.82회로 추위에

민감한 그룹이 유의하게 많았으며(p<.001), 총 발열시간

은 추위에 민감한 그룹=34.13분,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

=15.00분으로 추위에 민감한 그룹이 19.13분 더 유의하

Fig. 8. Heating time of each experimental steps in 30 minutes of rest, 15 minutes of exercise and 30 minutes of

rest after exercise.

Table 1. The first heating start time depending on the subjective clothing wearing behavior   (Unit: minutes)

Male (n=19) Female (n=8)
t

Mean S.D. Mean S.D.

1
st
 heating start time 20.95 11.01 11.63 9.36 2.09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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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길었다(p<.01). 남성 하의의 총 발열횟수는 추위에 민

감한 그룹=4.00회,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1.82회로 추

위에 민감한 그룹의 발열횟수가 많았으며(p<.001), 총 발

열시간은 추위에 민감한 그룹=34.25분, 추위에 덜 민감

한 그룹=13.00분으로 추위에 민감한 그룹이 21.25분 길

었다(p<.05). 추위를 견디는 시간은 추위에 민감한 그룹

=8.50분,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30.00분으로 그룹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초기 30분 안정 시 상 ·하의

발열은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은 상 ·하의 모두 발열을

하지 않았지만, 추위에 민감한 그룹은 상의=7.88분, 하

의=11.50분으로 발열을 시행하여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초기 30분 안정 시 종합적

쾌적감은 추위에 민감한 그룹=5.25점,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6.00점으로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p<.05).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은 발열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종합적 쾌적감이 추위에 민감한 그룹에 비하여 높았

으며, 온열감은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1.63점, 추위에

민감한 그룹=−1.18점으로 그룹 간 차이는 없었으며 두

그룹 모두 다소 서늘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험자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성 피험자 그룹에서는 추위를 견딜 수 있

는 시간에서만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추위에 민

감한 그룹=4.75분,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18.50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추위에 덜 민감한 그룹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3.75분 더 길었다. 발열횟

수 및 시간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고 두 그룹 모두 실험의 전 단계에서

상 ·하의의 발열 on-off를 시행하였으며, 추위에 민감한

그룹의 발열시간과 횟수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의 전 구간(초기 30분 안정, 15분 운동, 운동 후 30분

휴식)에서 발열 on-off에 상관없이 두 그룹 간에 온열감

과 종합적 쾌적감은 비슷하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에는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발열의복 착용 시 발열 on-off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율적 선택행동에 의한 발열 on-off 시의 피부

온 분석결과

저온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발열 on-off를 시행하였을

때 복부와 허리아래의 피부온을 측정하여 성별 및 가온

Table 2. Results of heating behavior analysis of males depending on cold sensitivity

Male

Cold insensitive group

(n=11)

Cold sensitive group

(n=8) t

Mean (S.D.) Mean (S.D.)

Total

Total number of heats_top 1.82 (00.60) 3.75 (01.28) −4.406***

Total heating time_top (min) 15.00 (11.77) 34.13 (16.33) −2.975***

Total number of heats_bottom 1.82 (00.60) 4.00 (01.07) −5.675***

Total heating time_bottom (min) 13.00 (12.59) 34.25 (22.11) −2.665***

1
st

 heating start time (min) 30.00 (00.00) 8.50 (02.39) 30.165***

Rest

(30 min)

Heating time_top (min) .00 (00.00) 7.88 (05.06) −5.225***

Heating time_bottom (min) .00 (00.00) 11.50 (07.89) −4.887***

Thermal sensation −1.18 (01.54) −1.63 (01.69) .596***

Comfort 6.00 (00.77) 5.25 (00.71) 2.159***

Treadmill

(15 min)

Heating time_top (min) 9.18 (06.84) 12.13 (05.14) −1.022***

Heating time_bottom (min) 6.18 (05.04) 6.13 (05.41) .024***

Thermal sensation 2.00 (01.18) 1.75 (01.39) .423***

Comfort 3.91 (01.30) 3.88 (01.13) .060***

Rest

(30 min)

Heating time_top (min) 5.82 (06.91) 14.13 (10.97) −2.028***

Heating time_bottom (min) 6.82 (09.67) 16.63 (12.24) −1.954***

Thermal sensation .91 (00.83) .75 (01.75) .265***

Comfort 4.64 (00.81) 4.63 (01.30) .02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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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따른 피부온의 평균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상의에서는 32.3
o
C에 발열 on을 시행하였

으며, 50.9
o
C에서 발열을 off하였고, 하의는 32.3

o
C에서

발열 on, 38.0
o
C에서 발열을 off하였다. 여성의 경우 상의

는 33.3
o
C에 발열 on, 46.6

o
C에 발열 off하였으며, 하의

는 31.2
o
C에 발열 on, 42.3

o
C에 발열 off를 시행하였다. 가

온부위에 따른 복부와 허리아래 피부온도는 성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발열 off 시의 평

균 피부온은 복부=48.8
o
C, 허리아래부위=40.1

o
C로 복부

의 온도가 허리아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추운 환경에서 피험자 스스로 베이스 레

이어에 부착된 발열체의 스위치를 조절하도록 한 결과

남녀별, 추위민감도별, 발열부위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동계 외부온도에 대응하여 자동으로 on-off되면서 발

열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베이스 레이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율적 가온조절행동에 의거한 기초연

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온환경에서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

가온조절행동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발열복을 착

용하고 착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발열 on-off를 시행하였

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발열지속시간이 길고 횟수

가 많았지만 온열감에서 보다 서늘하다고 느끼는 것으

Table 3. Results of heating behavior analysis of females depending on cold sensitivity

Female

Cold insensitive group

(n=4)

Cold sensitive group

(n=4) t

Mean (S.D.) Mean (S.D.)

Total

Total number of heats_top 3.50 (01.29) 4.75 (01.26) −1.387*

Total heating time_top (min) 39.50 (17.56) 45.75 (19.00) −.483*

Total number of heats_bottom 4.00 (01.83) 6.25 (02.50) −1.454*

Total heating time_bottom (min) 11.50 (09.11) 27.75 (29.50) −1.053*

1
st

 heating start time 18.50 (08.39) 4.75 (02.87) 3.102*

Rest

(30 min)

Heating time_top (min) 7.50 (06.61) 16.25 (07.27) −1.781*

Heating time_bottom (min) 1.50 (01.00) 10.50 (11.21) −1.599*

Thermal sensation −1.00 (02.16) −1.75 (00.96) .635*

Comfort 4.25 (01.50) 5.00 (01.83) −.635*

Treadmill

(15 min)

Heating time_top (min) 12.75 (02.63) 8.50 (07.68) 1.047*

Heating time_bottom (min) 2.75 (01.26) 4.75 (06.90) −.570*

Thermal sensation 1.50 (01.73) .50 (01.73) .816*

Comfort 3.50 (01.29) 4.25 (00.96) −.933*

Rest

(30 min)

Heating time_top (min) 19.25 (08.88) 17.25 (08.54) .325*

Heating time_bottom (min) 7.25 (08.77) 12.50 (11.73) −.717*

Thermal sensation −.50 (01.91) −1.00 (01.63) .397*

Comfort 4.00 (01.83) 3.75 (00.96) .243*

*p<.05

Table 4. The average skin temperature of male and female groups by the heating area        (Unit: 
o
C)

Heating
Top (abdomen) Bottom (lower back)

On Off On Off

Male (n=19) 32.30 50.90 32.30 38.00

Female (n=8) 33.30 46.60 31.20 42.30

Mean 32.80 48.80 31.80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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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열의복 설계 시 여성용은 남성용

에 비하여 발열온도를 높게 하거나 발열시간을 길게 하

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착용자의 추위민감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차

이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용 스마트 베이스 레이

어 설계 시 추위민감도에 따라 가열선택이 다를 수 있도

록 발열모드를 차별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자율적 가온조절행동에 의거한 발열 on-off 시의

피부온을 성별과 가온부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녀에

따른 피부온의 차이는 없었지만 가온부위가 달라지면 발

열 on-off 시의 피부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발열패드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on-off 발열

모드를 피부온을 기준으로 할 때, 허리아래부위는(40.1
o
C)

배부위에 비하여(48.8
o
C) 기준온도를 낮게 설정하여야 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ICT 발열의복 제작 시의 발

열온도의 목표치와 이를 위한 컨트롤러의 on-off 모드는

성별, 착용자의 추위민감도, 발열패드 부착위치 등에 따

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 액츄에이팅 발열센서의 최적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쾌적 발열온도의 범위 및 피부온도 센서

의 부착위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발열센서의 on-off 컨트롤 프로그래밍을 시행한다

면 발열패드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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