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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ol touch fabrics on thermo-regulating physical properties and

subjective evaluation using a 3D fitted women's T-shirts in wear test. Qmax, clothing microclimate, micro-

climate wettedness, thermogram and subjective vote were observed during rest-right after an exercise-rest

protocol. As a result, there was no single determining physical variable to explain the reasons of cool sen-

sations of T-shirts made of cool touch fabric across the entire protocol. Qmax could partly predict a wear

sensation at the initial stage when only insensible perspiration was presented. Simultaneous observation of

temperature/humidity gradient understand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of the clothing layer or microclim-

ate wettedness calculated using vapor pressure were helpful to figure out the performance of cool touch

fabric, especially at the later stage of the protocol when sweating was excessive. It was especially difficult

to connect thermo-regulating physical variables to the subjective evaluation during transient conditions such

as ‘right after exercise’ stag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amount of heat and moisture transferred from

the skin to the outside of clothing along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measured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detailed mechanisms of why a cool sensation is evoked from tight fitting T-shirts made of newly devel-

oped cool touch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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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복착용 시 인체의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

자 중 접촉온냉감은 생리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소이

다. 최근 기상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1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0.5
o
C씩 증가하여 온난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5월

전국 평균 기온 역대 최고치가 해마다 경신되며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Korea Global Atmosphere Wat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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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WC], 2017). 이러한 고온다습, 강한 일사와 자외선,

강우 등의 외부 환경요소와 높은 발한량, 냄새 발생 등

의 인체요소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 의복

소재의 특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및 건강의복연구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맵시 착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쿨맵시

복장 착용 시에는 일반 복장 착용과 비교하였을 때 2
o
C

높은 환경온에서도 온열쾌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Kang & Na, 2010). 더운 환경에서의 신체 활동은 체

온 및 한서감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쾌적성이 저

해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체의 신체적 부담을 감

소시키면서 온열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성 의

류제품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냉감 섬유제품은

관련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쿨론’,

‘에어로쿨’, ‘아스킨’, ‘아쿠아X’ 등의 기능성 소재의 출

시와 더불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출시되어 왔다

(Kwon & Lee, 2014).

의류소재의 냉감 기능 발현 연구는 초기에는 열전도성

이 높은 소재의 특성에 의존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지

만 2005년 ‘쿨비즈’ 제품이 출시되면서 쾌적성을 추구하

는 고기능성 섬유개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Shon, 2015).

여름철 기능성 섬유제품에 응용되는 냉감 관련 제조기

술에는 섬유의 이형단면 형상을 이용하여 모세관 현상에

의해 수분과 땀을 신속하게 외부로 이동, 건조시키도록

하여 흡한 속건 기능을 발현하도록 하는 것과 상변이 물

질인 PCM을 이용한 수분감응형 섬유제조기술 등이 있

다(Kim et al., 2014).

냉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친수성 폴리머를 사용하여 제작된 이형단면

PET 냉감 니트소재의 접촉온냉감을 Qmax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Hong(2014)은 비스코스 레이

온과 텐셀사 및 흡한 속건사 등을 사용하여 복합직물을

제직하고 PCM 재료를 표면처리가공하여 냉감 기능이

향상된 직물을 개발하였다. Jeon et al.(2010)의 연구에서

는 액티브 스포츠 웨어용 흡한 속건 직물의 수분전달특

성과 표면온냉감 및 주관적 수분감을 측정하였는데, 폴

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렌의 이중구조를 가진 직물의

경우에는 고성능 PET 소재에 비하여 초기 흡수속도가

느리고, 수분의 증가에 따른 Qmax의 증가율이 낮으며

습윤한 감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표면접촉냉감

과 수분감의 상관관계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면 상관값

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냉감 섬유제품과 관련된 평가법은 흡수성 및 건조성

에 대한 시험법이 표준화되어 있을 뿐 제품에 대한 표준

화된 시험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표준화된 시험법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외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험법

은 접촉온냉감 측정법(Qmax) 정도가 있다(Shon, 2015;

Yang et al., 2015). Kawabata and Akagi(1977)의 연구에

의하면 접촉온냉감은 피험자의 주관적 감각측정 결과

와 비교하였을 때 온감보다는 냉감과 더욱 높은 상관관

계에 있었다.

Sato and Chu(2016)은 한국과 일본의 이너웨어용 냉감

소재 7종의 역학적 성능과 열수분특성을 분석하였는데

Qmax는 소재의 표면상태 및 수분특성과 열전달특성에

영향을 받았으며, 겉보기 비중이 크고 웨일 방향의 강연

도가 작으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열전도성이 높은 섬

유조성을 가진 소재가 Qmax 값이 크게 나타나 접촉냉

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Qmax 값과 직물상

태의 접촉냉감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나, Qmax 값

은 초기 극히 짧은 시간 내의 실험치로써 냉감 소재가

실제 의복으로 제작되어 인체가 착용하고 활동하는 동

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 또는 냉

감 소재와 인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Lee et al.(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냉

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열전도율이 높아야 하며 발한

시에는 수분전이가 잘 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Qmax 이외에도 인체 착용실험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들

이 있다.

그 한 예로서, 더울 때, 인체 측정실험 시 의복쾌적성

의 지표로써 피부젖음(Skin wettedness)은 유용한 지표

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Berglund and Cunningham

(1986)은 더운 환경에서의 쾌적성의 지표로 피부표면온,

평균 피부표면온, 발한, 피부젖음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

히 다양한 실험조건 하에서는 피부젖음과 쾌적성이 밀

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피부젖

음을 두 가지 수증기압의 차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다.

먼저, 피부표면에서의 포화수증기압과 환경의 실제 수

증기압의 최대 차이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실제 피부표

면과 환경과의 수증기압 차의 비율을 산출하여 피부젖

음이라고 하였다. 피부젖음은 환경온에 따른 직물의 접

촉감각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Gwosdow

et al.(1986)은 피부젖음이 높을수록 직물표면상태가 예

민하게 느껴져서 직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을 밝혔

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환경의 온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험직물들을 더욱 거칠고 불쾌한 것으로 평가하

였는데 이 결과는 피부젖음이 커지면 피부와 직물 간의



냉감 소재를 활용한 밀착형 여성 스포츠 상의의 착용쾌적성 평가

– 931 –

마찰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Jeong and Kim(2009)는 피부젖음을 분석하여 아웃도

어웨어의 착용쾌적성을 평가하였는데, 이때 피부젖음은

피부로부터의 최대 증발량에 대한 유효 증발량의 비로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소재가 흡한 속건

기능을 가졌을 때 특히 피부젖음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Fukazawa and Havenith(2009)의 연구

에서는 인체의 각 부위별로 쾌적한 피부젖음 지표를 제

안하였는데 팔과 허벅지는 0.32, 체간부의 내측은 0.42

외측은 0.45이었다. Gagge et al.(1969)은 전신 피부젖음

을 0.30으로 제시하는 등 학계에 보고된 쾌적한 피부젖

음 값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피부젖음 계산식

이나 쾌적범위는 온도와 습도변인이 함께 적용된 수증

기압을 이용한다는 점과 의복의 안과 밖의 수증기압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평가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냉감 소재로 제작한 여성용 밀착

형 티셔츠가 일반 소재 밀착형 티셔츠에 비교하여 운동

전, 간단한 운동을 한 직후, 휴식 후에 착용쾌적성이 어

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Qmax,

의복기후, 써모그램, 주관적 평가법을 이용하였고, 특히,

피부젖음에서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부면이 포화되었을

때와 환경과의 최대 수증기압차에 대한 피부면과 환경

의 실제 수증기압 차이의 비율을 도입한 의복내 미세기

후젖음(Microclimate wettedness)을 도출하여 냉감 소재

의 주관적 착용평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의복

개발된 냉감 소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냉감 소

재와 일반 PET 소재를 사용하여 2종의 실험의복을 소

재별로 각각 3벌씩 제작하였다. <Fig. 1>의 여성 스포츠

상의는 20대 여성 표준 사이즈 인대(가슴둘레 85cm, 밑

가슴둘레 75cm, 허리둘레 64cm, 엉덩이둘레 90cm)의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2C-AN과 Yuka 캐

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면으로 전개된 누드패턴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Kim & Hong, 2012; Ziegert & Keil,

1988) 원단의 신장률을 고려하여 위사 방향으로 10%, 경

사 방향으로 5% 축소하여 완성하였다. 개발된 여성 스포

츠 상의는 겨드랑이 무 및 브래지어 패드가 부착된 긴팔

형태이며, 몸판에는 메인 소재(White block)를, 겨드랑이

무와 브래지어 패드가 부착된 안감에는 메쉬 소재(Grey

block)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냉감 소재(PE 85.8%, PU

14.2%)는 A사에서 개발 중인 쿨웨어 섬유제품으로 원사,

원사가공, 제직 편직 및 염색과 후가공 기술의 각 단계에

서 냉감 가공기술로 제작된 신소재로써 냉감 메인 소재

와 냉감 메쉬 소재로 제작되었다. 대조 샘플은 일반 PET

소재(PE 92.6%, PU 7.4%)의 메인 소재와, 메쉬 소재로

제작되었다. 각 실험복의 무게는 냉감 소재의류(Cool)는

평균 187g, 일반 소재의류(PET)는 평균 162g이었다. 하

의는 기존에 개발된 베이스 레이어 패턴을 이용하여 각각

냉감 소재와 일반 PET 소재로 제작한 레깅스를 이용하

였다. 모든 피험자는 동일하게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실험의복을 착용하였으며 양말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실

험을 실시하였다. 한 피험자는 이틀에 걸쳐 동일 시간대

에 냉감 소재의류와 일반 소재의류에 대하여 착용평가

를 실시하였다.

2. 피험자

평소 상의 90사이즈를 착장하는 20대 여성 5인을 대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연구목적과 절

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

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접촉온냉감 측정

냉감 소재와 일반 PET 소재의 초기 접촉 시 열전달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Qmax(W/cm
2
)를 측정하였다.

Qmax는 의복착용 시 느끼는 냉 ·온감과 상관이 높으며,

Qmax 값이 클수록 피부가 느끼는 냉감이 커짐을 의미한

다(Jeon et al., 2010). 측정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orea

Appare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KATRI)에 의뢰하

Fig. 1. Women's 3D fitted sports T-shirts used in this

study (White block; Main fabric, Grey block;

Mesh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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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hermolabo II KES-F7(KATO Tech Co., Ltd., Japan)

을 이용하여 20
o
C, 65%RH의 실험환경에서 10회 반복하

여 실시하였다. 예열 열판의 온도는 30
o
C를 유지하였으

며 온도측정기와 시험편의 온도차는 10
o
C이었다.

4. 실험순서

실험은 소재별 실험복을 피험자에게 착의시킨 후 환

경온습도 25
o
C, 45%RH의 인공기후실 내에서 실시하였

다. 실험프로토콜은 <Fig. 2>와 같다. 피험자는 준비운

동으로 5분간 트레드밀에서 4.5km/h의 속도로 웜업 후

휴식을 취한 다음 냉감 소재와 일반 소재로 제작된 밀착

스포츠 상의를 착용하고 피부 온습도센서를 부착한 후에

트레드밀에서 7.5km/h의 속도로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각 의복별로 운동 전, 운동 종료 직후, 15분 휴식 후에

느끼는 주관적 감각을 측정하였으며, 접촉냉감, 피트성,

착용쾌적감, 구매선호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선행연구

(Dawes & Owen, 1971; Li, 2001)를 참고로 하여 리커트

척도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냉감은 옷의 접촉감 정도를(1: 냉감이 전혀 없다-7: 냉감

이 매우 크다), 피트성은 몸에 잘 맞을수록(1: 매우 그렇

지 않다-11: 매우 그렇다), 착용쾌적감의 정도에 따라(1:

매우 그렇지 않다-11: 매우 그렇다), 구매점수는 실제 구

입하여 운동 시 착용하고 싶을수록(1: 매우 그렇지 않다

-11: 매우 그렇다) 점수를 크게 설정하였다. 이 때 일반적

으로 구매의사와 직결된 선호도는 매장에서 입어본 직

후에 판단하고, 재구매의사는 다양한 착용경험을 한 후

결정하게 되므로 선호도를 착용 직후 및 실험 종료 전에

만 실시하였다.

온습도센서(TR-72 U, T&D Corp., Japan)를 왼쪽 견

갑골 아래 내측에 부착하고 운동 전 15분, 의복내 상대

습도가 65%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15분 휴식 시의 의

복내 기후를 측정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냉감 소재의류가 격심한 운동을 오래 지속하

는 것까지 고려하여 흡한 속건성을 개선한 것이 아니고

개발 방향이 냉감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

을 맞추기 위하여 적절한 운동 수준을 결정하였다. 이 때

측정한 의복내 온도와 습도, 환경의 온습도를 조합한 수

증기압을 계산하여 ‘미세기후젖음’을 산출하였다.

Berglund and Cunningham(1986)이 제안한 피부젖음

의 계산식 <Eq. 1>은 피부젖음과 동일한 개념인데 피부

표면이 완전히 젖었을 때를 가정으로 이때의 피부표면

의 포화수증기압(Pssk)과 공기중의 실제 수증기압(Pa)차

를 100이라 할 때(분모) 실제 피부표면의 수증기압(Psk)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jects
Height

(cm)

Age

(yrs)

Weight

(kg)

Bust circumference

(cm)

Under bust circumference

(cm)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S1 165.00 26.00 52.00 82.00 77.50 62.00 088.50

S2 159.90 21.00 53.00 78.00 67.00 66.00 095.00

S3 160.00 21.00 52.50 84.50 76.00 74.00 102.50

S4 159.50 24.00 49.50 86.00 70.00 67.00 090.00

S5 164.00 21.00 53.00 87.50 77.00 69.00 093.00

Mean

(S.D.)

162.14

(002.41) 

22.60

(02.30)

51.50

(01.46)

85.50

(02.32)

75.90

(03.47)

68.80

(04.66)

092.60

0(05.80)

Fig. 2. Experiment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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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기중의 실제 수증기압(Pa)차(분자)가 상대적으로

어떤 비율인가를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의복 미세기후젖음에 적용한 것이 <Eq. 2>이다.

즉, 통상적으로 의복기후를 측정할 때 상대습도와 온

도를 따로 제시하고 환경온과 습도도 따로 따로 제시하

여 온 것에서 나아가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나

타내기 위하여 상대습도와 온도를 연결한 수증기압을

물의 수증기압표(Tamura, 1985/1994)에서 찾고 미세기

후가 완전히 포화(Pms)되었을 때 이것과 환경온에서의

실제 수증기압(Pa)차를 100으로 하였을 때 실제 미세기

후의 수증기압(Pm)과 환경온에서의 실제 수증기압(Pa)

차의 비율을 <Eq. 2>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피부표면온

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의복기후 측정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한 장점도 있다.

...... Eq. 1.

W: 피부젖음(Skin wettedness)

Psk: 피부표면 포화수증기압(Saturated water vapor pre-

ssure at the skin surface)(mmHg)

Pa: 공기 실제 수증기압(Ambient vapor pressure)(mmHg)

Pssk: 피부표면 실제 수증기압(Actual water vapor pre-

ssure at the skin surface)(mmHg)

...... Eq. 2.

Wm: 미세기후 젖음(Microclimate wettedness)

Pm: 미세기후 실제 수증기압(Vapor pressure in micro-

climate)(mmHg)

Pa: 공기중의 실제 수증기압(Vapor pressure in air)

(mmHg)

Pms: 미세기후 포화수증기압(Saturated vapor pressure

in microclimate)(mmHg)

그러므로 미세기후젖음은 피부에서 발생한 땀-직물의

수분조절능력-외기 환경의 조건을 함께 고려한 지표로서

종래의 의복기후 자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하나로 지수

화한 것이라는 데에서 장점이 있다. 소재가 땀을 소재 내

부에 함유하고 있는지, 내부 표면에 머물게 하는지, 소재

외부 표면까지 전달했는가에 따라 미세기후젖음은 피부

표면젖음보다 소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의복의 표면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 전,

운동 종료 직후, 15분 휴식 후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E30, FLIR Systems, Inc., USA)를 이용하여 써모

그램을 촬영하고 가슴, 배, 등, 허리, 상완, 전완부위의

표면온도 분포를 해당 부위에서 일정한 블록을 설정하

여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주관

적 감각평가에 대한 각 설문항목과 의복기후(온습도), 미

세기후젖음, 써모그램으로 측정된 의복표면온도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동일 피험자가 각각 냉감 소재

의류와 일반 소재의류를 입었을 때의 반응을 Cronbach's

α=.05 수준에서 대응표본 t-검정으로 검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접촉온냉감

냉감 소재와 일반 PET 소재의 Qmax 값을 측정한 결과

소재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Qmax 평균

값은 냉감 소재는 0.204W/cm
2
, 냉감 메쉬는 0.181W/cm

2

이었으며, 일반 PET 소재는 0.128W/cm
2
로

 
냉감 소재의

초기 열유속 최대치가 컸다.

2. 주관적 감각

운동 전후의 주관적 감각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

으며 운동 전 착용쾌적감(PET: 8.00, Cool: 9.00)은 실험

복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냉감 소재로 된 티셔츠가 더

쾌적하였다(p<.05). 운동 종료 직후 접촉냉감은 냉감 소

재의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착용쾌적감은 냉감 소

재의류가 유의하게 높았다(p<.05). 15분 휴식 후 접촉냉

감 및 착용쾌적감은 냉감 소재의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5). 구매선호도는 초기 착용 후 휴식하며 15분이 지

난 시점과 실험 종료 직전에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했는

데 초기 착용 시에는 냉감 소재의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뿐 유의차는 없었다.

3. 의복기후 및 미세기후젖음

소재에 따른 평균 의복기후를 살펴보면 실험복 간 평

균 의복기후 중 온도는 전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상대습도는 운동 전에는 냉감 소재의류가 더 낮았다

W Psk Pa–( )/ Pssk Pa–( )=

Wm Pm Pa–( )/ Pms 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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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의복내 상대습도가 65%에 도달할 때까지의 운

동시간은 일반 소재의류는 평균 10.8분(648초), 냉감 소

재의류는 평균 12.7분(762초)로서 냉감 소재의류의 의복

기후가 서서히 습해지는 경향이었다.

의복내 미세기후젖음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운동

전 1분간에는 냉감 소재의류의 미세기후젖음이 유의하

게 작았다(p<.05). 운동 종료 직후 3분간 및 최대치의 미

세기후젖음은 소재 간에 비슷한 경향이 있었으며, 휴식

후에도 두 소재로 된 의복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써모그램

운동 전, 운동 종료 직후, 휴식 후의 실험복의 표면온

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는데 두 의복 간에 표면온도

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다만, 운동 전이나 운동 종료 직

후 시점에서는 냉감 소재의류의 외측 표면온도가 전반

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냉감 소재의류의

열전도가 일반 소재의류에 비하여 우수하여 인체의 열

이 소재를 통하여 밖으로 빨리 이동한 효과가 반영된 것

Table 2. Results of subjective sensations before exercise, right after exercise and 15 minutes after rest

PET Coo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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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exercise

Cooling sensation 4.80 (1.92) 4.30 (2.49) .395*

Fit 6.80 (2.68) 8.20 (0.84) −1.510*

Comfort 8.00 (1.58) 9.00 (1.22) −3.162*

Preference 7.00 (2.92) 8.30 (1.30) −1.167*

Right after

exercise

Cooling sensation 3.60 (1.52) 4.40 (1.82) −1.089*

Fit 2.80 (0.45) 3.00 (0.71) −.535*

Comfort 4.20 (1.30) 5.40 (1.14) −6.000*

15 minutes

after rest

Cooling sensation 4.00 (1.41) 5.00 (1.22) −3.162*

Fit 7.20 (1.92) 8.00 (2.00) −2.138*

Comfort 7.20 (1.92) 8.80 (1.64) −6.532*

Preference 7.80 (1.92) 8.80 (1.64) −2.236*

*p<.05

Table 3. Temperature, humidity and microclimate wettedness depending on exercise/rest time

Period

1 minute-

before

exercise

t
Right after

exercise
t

Maximum

value
t

15 minutes

after rest
t

Temperature

(
o

C)

PET
Mean

(S.D.)

30.00

(01.00)
−.947*

32.00

(01.00)
−.128

32.30

(00.80)
0.176

30.70

(02.20)
−1.058

Cool
Mean

(S.D.)

29.70

(00.70)

32.10

(01.30)

32.20

(00.70)

31.80

(00.90)

Humidity

(%RH)

PET
Mean

(S.D.)

40.10

(02.00)
3.026*

65.50

(01.10)
.518

70.10

(03.00)
1.306

55.90

(02.70)
−1.080

Cool
Mean

(S.D.)

38.10

(03.40)

65.20

(01.50)

67.70

(02.10)

61.80

(06.40)

 Microclimate

wettedness

PET
Mean

(S.D.)

00.09

(00.04)
2.824*

00.51

(00.02)
.427

00.62

(00.03)
1.344

00.43

(00.04)
−1.850

Cool
Mean

(S.D.)

00.06

(00.05)

00.51

(00.02)

00.59

(00.03)

00.52

(00.0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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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Table 5>는 운동 전과 운동 종료 직후, 휴식 후의 부

위별 표면온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 종료 직후

에는 운동 전보다 두 의복 모두 표면온도가 감소하여 일

관되게 음의 값이었으며, 휴식 후에는 일반 소재의류의

표면온도는 전 구간에서 양의 값으로 온도가 상승하였

다. 반면에 냉감 소재의류의 표면온도는 가슴과 등부위

는 감소하였다. 두 의복 간의 온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난 부위는 운동 종료 직후와 운동 전의 차이를 냈을

때 등부위였으며, 휴식 후와 운동 종료 직후를 비교했

을 때 가슴과 허리부위였다(p<.05). 즉, 휴식 후 냉감 소

재의류가 일반 소재의류에 비해서 가슴부위 표면온도

가 운동 종료 직후보다 더 낮고 허리는 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냉감 소재의류의 경우 휴식 후반에는 발

생한 땀이 의복표면에서 증발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

다고 하겠다.

5. 종합적 물성 평가와 주관적 평가

<Fig. 3>은 인체 피부표면-의복표면-환경까지의 온도,

상대습도, 수증기압의 차이를 종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요약도이다. 의복의 표면온도는 <Fig. 3>의 화살표가 표

시된 시점(운동 직전, 운동 종료 직후, 휴식 후)에서 촬영

된 써모그램의 평균 온도<Table 4>이고 의복기후는 등

부위에서의 온습도를 나타내었다. 미세기후젖음도 같은

시점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트레드밀 운동 중에

는 일정 상대습도(65%RH)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표시하였다.

운동 전에는 발한이 시작되기 전 단계로서 Qmax 값이

큰 냉감 소재의 영향이 의복기후 및 주관적 냉감에 반영

Table 5. Mean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before exercise and right after exercise (A), and right

after exercise and 15 minutes after rest (B)                                                                                              (Unit: 
o

C)

Areas
(A) Right after exercise - Before exercise (B) 15 minutes after rest - Right after exercise

PET Cool t PET Cool t

Chest −0.53 −0.47 .378* 0.15 −0.35 −2.825*

Abdomen −1.33 −1.38 −.190* 0.40 0.27 −.628*

Upper arm (Front) −1.12 −0.95 .622* 0.73 0.43 −1.452*

Forearm (Front) −0.70 −1.23 −1.397* 0.77 0.47 .756*

Back −1.42 −0.98 2.850* 0.25 −0.63 −1.911*

Waist −1.65 −1.35 1.070* 0.60 0.05 −3.083*

Upper arm (Back) −0.65 −0.52 .394* 0.50 0.58 .283*

Forearm (Back) −1.00 −1.02 −.088* 1.28 0.83 −1.781*

*p<.05

Table 4. Mean surface temperature by thermogram                                        (Unit: 
o

C)

Areas
Before exercise Right after exercise 15 minutes after rest

PET Cool PET Cool PET Cool

Chest 29.75 29.97 29.22 29.50 29.37 29.15 

Abdomen 29.97 30.22 28.63 28.83 29.03 29.10 

Upper Arm (Front) 30.47 30.52 29.35 29.57 30.08 30.00 

Forearm (Front) 29.88 30.17 29.18 28.93 29.95 29.40 

Back 30.82 31.03 29.40 30.05 29.65 29.42 

Waist 30.13 30.33 28.48 28.98 29.08 29.03 

Upper Arm (Back) 30.35 30.48 29.70 29.97 30.20 30.55 

Forearm (Back) 29.95 30.38 28.95 29.37 30.23 30.20 

Mean (S.D.) 30.17 (0.36) 30.39 (0.31) 29.11 (0.41) 29.40 (0.46) 29.70 (0.49) 29.61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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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냉감 소재의류 내 등부위에서의 상대습도, 미세기

후젖음이 일반 소재의류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종합적

쾌적감도 유의하게 높았다. 의복의 외측 표면온도는 유

의차가 없었다.

운동 후 의복내 상대습도가 65% 도달할 때까지 걸리

는 시간은 12.7분으로 일반 소재의류인 경우 10.8분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긴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미

세기후젖음, 의복기후, 써모그램 온도가 모두 비슷하였

으나 주관적인 착용감은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나 열 관련 물성치들이 주관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평가시점이 운동 종료 직후 발한이 급히 상승되

는 전이상태(Transient phase)로서 평가값들 간의 구체적

인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5분 휴식 후에는 냉감 소재의류의 착용감뿐 아니라

냉감이 일반 소재의류에 비하여 유의하게 우수하게 평

가되었으나 의복내 온도나 상대습도 등의 객관적 물성

치에서는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아 <Table 6>에서와 같

이 의복 내외의 수증기압 차이를 계산하여 심층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의복 내외의 온도차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온도와 상대습도를 함께 고려한 수증기압차는 냉감 소

재의류가 12.73mmHg, 일반 소재의류가 8.28mmHg로서

냉감 소재의류의 경우가 의복 내외면에서 유의하게 수

증기압차가 크다(p<.05). 이것을 <Fig. 3>에 화살표의 굵

기로 표시하였다. 휴식 후에 발한이 남아있는 시기에는

운동 전과는 냉감의 발현 양상이 달랐다. 운동 전-운동

종료 직후-휴식 구간에서는 땀의 발생과 전달과 흡수와

증발 등 수분전달이 다르게 개입하면서 열전도 이외에

다른 메커니즘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Overall objectiv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clothing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comfort and cooling

sensation.

Table 6. Temperature and vapor pressure differences inside and outside clothes

ΔT (
o

C) ΔVP (mmHg)

PET Cool t PET Cool t

S1 −1.70 2.80

−1.184

09.74 12.02

−4.641*

S2 −2.70 0.30 10.70 12.70

S3 −1.30 2.40 07.26 12.69

S4 −2.70 1.80 04.01 10.10

S5 −2.90 2.90 09.67 16.13

Mean (S.D.) 1.20 (2.00) 2.00 (1.00) 8.28 (2.42) 12.73 (1.95)

*p<.05

ΔT=Microclimate temperature-Clothing surface temperature; ΔVP=Microclimate vapor pressure-Environment vap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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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의복 내외에 걸쳐 수증기압차가 크면 수분

의 이동이 촉진되어 피험자들이 냉감 소재의류의 쾌적

성과 냉감을 유의하게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의

복내 온도가 높거나 낮은 것 자체보다는 의복 내외의 수

증기압차가 큰 것이 냉감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추후에는 의복 밖으로 나오는 열

량과 수분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냉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Lee et al.(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Qmax 이외에도 정지 시 뿐 아니라 동

적인 상태에서 수분전이를 평가해야 한다. 땀이 피부표

면에 머물러있는지, 소재 내에 있는지, 소재의 외부 표면

까지 잘 전달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며, 피부-의복 내외-

환경에서의 온도, 습도, 수증기압의 기울기(Gradient)를

같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데이터 외에도 열과

수분의 이동량, 미세기후젖음, 피부젖음과 같은 데이터

가 축적되어야 냉감 소재의류의 냉감 발현 메커니즘을

인체활동과 관련하여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냉감 소재의류를 인체에 밀착되는 디

자인의 3D 여성용 티셔츠로 제작하고 이를 착용한 운동

전, 운동 후 및 휴식 시의 주관적 착용감이 일반 소재의

류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물

성 평가값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Qmax를 측정한 결과 냉감 소재의류의 초기 열

유속 최대치가 일반 소재의류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 냉

감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두 종류의 티셔츠에 대한 착용감 평가는 접촉냉

감, 피트성, 쾌적감, 구매선호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

며 이중에서 냉감 소재의류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던 항목

은 쾌적감과 접촉냉감이었다. 쾌적감은 운동 전, 운동 종

료 직후, 휴식 후 모두 냉감 소재의류가 일반 소재의류보

다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접촉냉감은 휴식기

에만 냉감 소재의류가 유의하게 더 크게 평가되었다.

셋째, 운동 전에는 냉감 소재의류의 의복내 상대습도

와 미세기후젖음이 일반 소재의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운동 종료 직후는 땀과 체온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전이

시점으로서 냉감 소재의류와 일반 소재의류의 물성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냉감 소재의류에 대한

쾌적감은 일반 소재의류보다 유의하게 더 좋았다.

넷째, 운동 후 휴식 시에도 냉감 소재의류에 대한 주관

적 평가는 우수하였는데 종래의 열물성 관련 측정치들은

소재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세기후젖음을 계산해

본 결과 냉감 소재의류가 의복 내외의 수증기압차(Moi-

sture vapor pressure gradient)가 컸다. 이러한 차이가 수

분의 증발을 촉진하여 냉감 소재의류의 냉감과 쾌적감

이 더 크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단순한 의복 내외의 온도값으로는 얼마나

많은 열량이 피부로부터 의복 밖으로 빠져나왔는가를 알

수 없으므로 인체 착용실험에서도 열류량계를 이용한 측

정을 수행하면 냉감 발현의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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