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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wearing a vest with an attached electric fan. Korean men in their 20s were 
given test “fan vests” equipped with fans on the chest, stomach, upper back, or lower back to wear. Partici- 
pants wore them in a climate chamber set to replicate a summer environment (30±3°C, 75±1%RH, 0.2 m/sec). 
Subjective sensations and surface temperatures were measured. The attached fan on the front of the vest low- 
ered the temperature of the vest and the skin surface where the fan was positioned, regardless of whether the 
wearer engaged in exercise. However, a fan attached to the lower back of the vest was effective in lowering 
the lower back of the vest as well as the upper back, back of the arm, and back of the neck. In addition, sub- 
jective evaluations indicated that a vest with fans attached to the stomach and lower back provided a cool sen- 
sa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design of an auxiliary tool capable of dispersing the weight is ne- 
cessary since the weight of the fans can interfere with the comfort of wearing the vest.

Key words: Summer environment, Ventilation fan, Fan vest, Thermal sensation, Subjective sensation; 여름철 

환경, 환기용 선풍기, 선풍기 조끼, 온열감, 주관적 감각

I. 서   론

자연재해의 부분은 이상적 기상현상에 의해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인명피해를 크게 일으켰던 

기상재해는 폭염이다(Jong, 2016). 지구 기후체계의 변

화가 점차로 가시화되고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요즘 한반도 기후도 과거보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

은 짧아졌으며(Kim et al., 2018), 이로 인해 인체가 체

온을 유지하는 조건 또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Kim, 2019). 무엇보다 고온현상의 발생 시기가 빨라

지고 길어지면서 폭염에 한 주의가 더 강조되고 있

다(Lee et al., 2010). Kim et al.(2014)은 일최고 기온이 

33.0oC를 초과하면 도시와 농촌 모두 사망률이 급증하

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표한 바 있었고, Park et al.(2008)

은 폭염이 높은 연령의 조기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온도가 높아지면 피부온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발한량도 증가하며(Kang et al., 

2009), 고온에 의한 열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열 스트레스는 심장, 폐, 신장과 같은 신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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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질병을 새롭게 발병

시키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Kim, 2016).

따라서 고온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

복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i et al.(2002)은 여름철 비

닐하우스에서 오이 수확을 하는 농민의 작업 부담 및 온

열 환경 평가를 통해 오이 수확 작업은 농민에게 상당

한 온열적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밝히고, 보조 냉각 의

복 장비의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Kweon et al. 

(2005)은 여름철 원피스드레스 안감 소재에 따른 온열

적 생리반응과 주관적 착용감을 분석한 결과, 냉방 환

경보다 더운 환경의 조건에서 소재가 착용감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and Bae(2013)는 고온 환경

의 인공기후실(35±0.5oC)에서 용접 보호복 소재에 따른 

인체생리반응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혼방섬유(oxidant 

carbon/p-aramid)가 기존 보호복보다 발한량이 적고 착

용감의 만족도가 높아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더운 환경으로부터 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해 몇몇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환기 장치를 개발하거

나 그 성능에 하여 평가하였다. Nishihara et al.(2002)

은 작업자의 열 불쾌감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쿨링 조끼(cooling vest)를 설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바 있고, Yi et al.(2017)은 건설업 근로

자를 위한 환기 팬(ventilation fan)이 조끼 하단 후면에 

있는 맞춤형 하이브리드 냉각 조끼(tailor-made hybrid 

cooling vest)를 설계하여 덥고 습한 환경에서 열 스트레

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다. Chan et al.(2015)

은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2개의 팬(fan)과 3개의 젤 

팩(gel pack)을 가진 냉각 조끼를 평가함으로써, 신체 

냉각은 건설업 근로자의 생리적인 긴장을 매우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Nishihara at al.(2001)은 

얼음 주머니(ice bag)가 있는 냉각 조끼의 효과에 한 

실험에서 과도한 냉각은 국부적인 열적 불편함(local 

thermal discomfort)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

분의 연구가 환기와 냉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접목하여 열 스트레스 해소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 적으로 냉각 장치 위치에 따른 효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운 환경에서 팬의 부착 위치

가 다른 조끼 착용 시 인체 착용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

여 관련 의복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 의복

실험복 중 팬을 부착할 조끼는 일반적으로 착용하

는 스타일로 선정하여, 팬의 부착 위치가 다르게 4벌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조끼의 디자인은 브이넥의 앞

중심 여밈 형태로 설계하고, 여밈에는 지퍼를 사용하

였다. 그리고 견갑 부위에는 요크가 있도록 하였으며, 

밑단에는 스트링 고무줄을 삽입하였다. 조끼의 사이즈

는 20  남성 평균 치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소

재는 폴리에스테르 100%(구조: 평직, 종류: 태피터, 두

께: 0.07mm)로 선정하였고, 팬 부착 위치에 구멍을 뚫

어 팬의 탈ㆍ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사용

한 팬은 <Fig. 1>과 같이 지름 8.2cm의 원형이었고, 풍

속은 5.3+0.9m/s이었으며, 두 개의 팬 무게는 122.1g이

었다. 또한 팬과 연결되어 있는 USB 케이블은 휴 용 

보조배터리에 연결함으로써 전원이 공급되고, 팬의 뒷

면 스위치로 작동하였다. 팬 부착 위치는 가슴, 배, 견

갑, 뒤허리 부위로 선정하여, 두 개의 팬이 부착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Table 1>과 같이 가슴 부위

에 팬이 부착된 조끼, 배 부위에 팬이 부착된 조끼, 견

갑 부위에 팬이 부착된 조끼, 뒤허리 부위에 팬이 부착

된 조끼로 구성되었다. 각각 V-FU, V-FD, V-BU, V-BD

로 명명하였고, 제작된 실험 의복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그리고 실험 조끼 안에 착용하는 옷은 반팔 면 

티셔츠(cotton 100%)와 일반적인 여름용 작업복 바지

(polyester 65%, rayon 35%)로 준비하였다.

2.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IRB 승인을

Fig. 1. Fan photos for experimental v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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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SB-102-01)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피

험자를 모집하여 2018년 7월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

험자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15)의 

20  남성 평균 치수에 해당하는 8명을 상으로 하였

고, 피험자의 평균 신체 치수는 <Table 3>과 같았다.

3. 측정 방법 및 항목

실험 프로토콜은 <Fig. 2>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

었다. 피험자는 준비실(27±1oC, 50±10% RH, 0.1m/sec)

에서 준비된 반팔 티셔츠와 긴 작업복 바지를 착용하

고 10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여름철 환경의 인공기후

실(30±3oC, 75±1% RH, 0.2m/sec 이하)로 이동하였다. 

인공기후실에 입실한 뒤에는 실험 조끼를 착용하기 

전에 먼저 의복 및 피부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리

고 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조끼에 부착된 팬을 가동시

키고 10분 후 다시 의복 및 피부표면온도를 측정하였

으며, 1차 주관적 평가도 실시하였다. 1차 주관적 평가

가 끝난 후에는 팬을 정지시키고, 실험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험자는 인공기후실 안에 있는 트레드밀에

서 10분간 6km/h 속도로 걷기를 실시하여 땀이 나도록 

하였다. 운동이 종료되면 피험자는 실험 조끼를 벗고 

의복 및 피부표면온도를 측정하고 난 후, 다시 실험 조

끼를 착용시키고 팬을 가동하였다. 그리고 10분 후에 

Control design of experimental vest Four types of experimental vests according to fan location

· Material: Polyester 100%
· Design: V-neck, Back yoke, Front zipper, 

String elastic band in bottom

V-FU V-FD

V-BU V-BD

Table 1. Technical flats of experimental vests

Items V-FU V-FD V-BU V-BD

Experimental vests 
with fans

Table 2. Images of experimental vests with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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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및 피부표면온도 측정과 2차 주관적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 때, 피험자들의 실험 조끼 4벌의 착용 순서

는 라틴스퀘어법(Keedwell & Dénes, 2015) 4×4로, 랜덤

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정해주었다.

의복 및 피부표면온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E75(FLIR Systems, Inc., 

USA)를 사용하여, 정자세를 유지한 상태의 피험자 앞

ㆍ뒤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촬영을 통해 획득

된 의복 및 피부표면온도 사진은 운동 전과 후의 팬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ReserchIR(FLIR Systems, Inc., 

USA)에서 <Fig. 3(a)>와 같이 영역을 나누고 일정 영

역에서의 평균 표면온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의복표면온도 측정은 가슴(chest), 배(stomach), 견갑

(upper back), 뒤허리(lower back) 부위였고, 피부표면

온도 측정은 목의 앞면(front neck), 목의 뒷면(back 

neck), 팔의 앞면(front arm), 팔의 뒷면(back arm)이었

다. 단, 팔 부위는 팔꿈치를 기준으로 나누어 아랫부분

만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프로토콜에서 실험 조끼를 벗

고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모습의 표면온도 분석 방법 역시, <Fig. 3(a)>와 

동일한 영역으로 나누고<Fig. 3(b)> 그 영역의 평균 표

면온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운동 전과 운동 후 모두, 

실험 조끼를 착용하기 전과 후의 온도 편차를 계산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촬영이 끝나

고 팬이 계속 가동되는 동안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Ta- 

ble 4>와 같이 온열감과 쾌적감을 각각 7점 척도, 6점 

척도에 의해(Lee & Park, 2006) 평가하였다. 평가를 실

시하는 도중에는 피험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었다. 

또한 시원한 정도 순위(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를 질의응답하게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팬 부착 위치에 따른 부위별 의복표면온

도와 부위별 피부표면온도 측정 데이터, 주관적 온열

감과 쾌적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실험복 

간의 비교분석은 반복측도 ANOVA와 Bonferroni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증을 하였다. 순위형 데이터는 빈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Items
Subjects 20s men's (KAT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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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re 176.6 (3.9) 173.9 (5.7)

Weight 070.8 (6.3) 072.4 (1.2)

Bust circumference 093.7 (5.6) 096.2 (7.6)

Table 3. Size specifications for subjects and Korean men in their 20s according to Size Korea  (Unit: cm, kg)

Fig. 2. Experimental protocol for evaluating effects of vests with fans.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6, 2019

– 860 –

III. 연구결과

1. 의복표면온도 분석

측정된 실험복 표면온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4>

와 같았다. 운동 전의 실험복 표면온도 측정 결과를 살

펴보면, 견갑 부위에서 V-FD의 평균 표면온도는 34.0oC

였으며, V-BU의 평균 표면온도는 33.0oC로 견갑 부위

에서 표면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V-FD(34.0oC)는 V-BD(33.1oC)와도 표면온도 차

이가 있었다(p<.01). 그리고 뒤허리 부위에서도 차이

가 나타났는데, V-FD의 평균 표면온도는 33.3oC였으

며, V-BD의 평균 표면온도는 32.5oC로 두 실험복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p<.01). 즉, 운동 전에 실험 조끼 간의 

의복표면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견갑 부위(V-BU)나 

뒤허리 부위(V-BD)에 팬이 부착되었을 때 견갑 부위

와 뒤허리 부위의 의복표면온도를 낮춰주고, 가슴 부

위(V-FU)와 배 부위(V-FD)에 팬이 부착되면 효과가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체의 뒷면을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팬을 의복 뒤쪽에 위치시키는 것

이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운동 후의 실험복 표면온도 측정 결과를 살펴

보면, 운동 전과는 다르게 가슴 부위의 의복표면온도

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가슴 부위에서 V-FU의 의복표

면온도가 33.4oC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V-BU와 V-BD

는 34.5oC로 가장 높았다(p<.01).  다시 말해, 운동 후에

는 가슴 부위에 팬이 부착된 실험 조끼가 가슴 부위의 

표면온도를 가장 낮춰주고, 뒤쪽에 팬이 부착된 실험

복은 가슴 부위의 표면온도를 낮춰주는 것에 효과적

이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운동 전ㆍ후 모두 부분 팬이 위치한 

부위의 의복표면온도가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운동 후 견갑 부위에서만 팬이 견갑에 위치한 V- 

BU보다 뒤허리에 위치한 V-BD일 때 의복표면온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견갑 부위는 의복과 밀

착이 되는 부위로써 V-BU보다는 뒤허리에 공간이 있는 

V-BD의 팬 바람이 견갑 부위까지 올라가서 표면온도

를 낮추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Jang(2012)은 

조끼에 냉매가스가 공급되는 나일론튜브를 설치하여 

착용형 개인 냉방 시스템을 설계하고 마네킹에 착용 실

험한 결과, 나일론튜브가 지나가는 부분의 온도는 주

Scale Thermal sensation Comfort sensation

1 Cold Very comfortable

2 Cool Comfortable

3 Slightly cool Slightly uncomfortable

4 Neutral Uncomfortable

5 Slightly warm Very uncomfortable

6 Warm Unbearable

7 Hot -

Table 4. Scales for subjective sensations

Fig. 3. Locations and areas for surface temperatur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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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온도보다 낮게 유지되는 성능을 확인한 바 있어, 시

원한 장치가 부착된 해당 영역에서는 시원한 효과를 

줄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Kim 

and Lee(2012)에 의하면 운동 후에는 인체 후면의 피부

온이 많이 상승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

서도 운동 전보다 운동 후 인체 뒤쪽 부위의 온도가 높

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더운 환경에서 인체활

동이 클수록 의복 뒷부분에 팬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

하고, 팬이 뒤허리쪽에 있을 때 허리뿐만 아니라 견갑 

부위까지 온도를 낮추는데 효율적이므로 뒷면의 위쪽

보다는 아래쪽의 위치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Table 5>는 실험 조끼를 입기 전에 반팔 티셔츠와 

여름용 작업복 바지만 착용하였을 때 측정된 부위별 

의복표면온도와 그 위에 실험 조끼를 입었을 때 측정

된 의복표면온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즉, [운동 

전, 실험 조끼 착용 전 의복표면평균온도 – 운동 전, 실

험 조끼 착용 후 의복표면평균온도]와 [운동 후, 실험 

조끼 착용 전 의복표면평균온도 – 운동 후, 실험 조끼 

착용 후 의복표면평균온도]를 부위별로 계산하였다. 

<Table 5>에서 보듯이 온도 차이가 부분 양의 값으

로 나타나, 실험 조끼 착용은 의복표면온도를 낮추어

주며, 이를 통해 실험 조끼가 냉감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체로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값이 

작은 것으로 보아 땀이 나서 피부온이 상승하면 실험 

조끼 착용의 효과가 적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 

조끼 V-FU와 V-FD를 착용하면 가슴 부위는 시원하고 

견갑 부위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으나, V-BU와 V-BD를 

착용하면 뒤쪽이 모두 시원하면서 앞쪽에도 약간의 

냉감을 제공하므로 팬이 뒤에 있어도 앞면까지 시원

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Lim et al.(2009)은 투습방수 소재 러닝웨어 재킷에

서 등허리 슬릿은 체간부 후면과 전면의 온도를 낮추

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바 있었고, Oh et al.(2014)은 

상하 일체형의 농약방제복에 냉기 주입구의 위치를 

Measurement clothing area V-FU V-FD V-BU V-BD

Before 
exercising

Chest 1.5 1.1 0.8 0.5 

Stomach 1.4 1.5 1.0 0.8 

Upper back 0.0 0.0 1.0 0.9 

Lower back –0.6 –0.6 0.1 0.2 

After 
exercising

Chest 1.2 0.8 0.1 0.2 

Stomach 1.0 1.3 0.6 0.8 

Upper back –0.3 0.3 0.3 0.7 

Lower back 0.0 0.5 –0.1 0.7 

Table 5. Clothing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exercising according to wearing of experi- 
mental vests (Unit: oC)

Fig. 4. Bonferroni post-hoc analysis of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wearing of experimental v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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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해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냉기가 허리로 들어

갈 때는 가슴 부위의 온도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냉기가 등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신체 부위에서 온도

가 하강했다고 하였다. 이는 시원한 장치의 위치가 의

복에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소 부위가 

다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었고, 뒤허리쪽의 팬이 다른 의복 부위의 표면온도까

지 낮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였다.

2. 피부표면온도 분석

피부표면온도 측정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운동 전의 피부표면온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팔 뒤

쪽 부위에서 V-FD를 착용했을 때는 34.3oC, V-BU는 

33.7oC로 V-BU를 착용했을 때 팔 뒤쪽 부위의 표면온

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운동 후의 피부표면온도 측정 결과에서는 팔 

뒤쪽 부위에서 V-FU는 34.6oC, V-BU는 35.1oC로 나타

났다(p<.05). 즉, V-BU는 운동 전에는 팔 뒤쪽의 피부

표면온도를 낮추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효과가 없었다.

다른 부위의 피부표면온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목 앞쪽에서는 운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V-FU가 가장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목 뒤쪽에서 운동 전에는 

V-BU가 피부표면온도를 낮추는데 있어 효과적이었

으나, 운동 후에는 오히려 V-BD가 더 효과적이었다. 즉, 

운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체 앞면 피부온을 낮추는 것

에 효과적인 것은 앞쪽에 팬이 부착된 조끼 중에서도 

V-FU가 피부온을 낮추는 것에 효과적이었던 반면, 인

체 뒷면 피부온을 낮추는 것에 있어서는 운동의 여부

에 따라 달랐다. 운동 전에는 V-BU를 착용했을 때 피부

온이 낮게 나타났지만 운동 후에는 V-BD를 착용했을 

때의 피부온이 낮게 나타났다. 여름철 건설업 환경에서 

근무 시 건설업 근로자들은 가장 더운 인체 부위로 머

리와 얼굴을 가장 많이 응답하는데(Choi & Park, 2007), 

만약 더운 날 야외에서 활동이 많은 작업 시 머리와 얼

굴의 시원함을 위해 작업복에 팬 부착하는 것을 고려

한다면 목 앞쪽이나 뒤허리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3. 주관적 평가 결과

더운 환경에서 실험 조끼 착용 시의 주관적 평가 결

과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먼저 운동 전의 주관적 

평가를 살펴보면, 팬 부착 위치에 따른 전체적인 온열

감은 부분의 실험복에서 거의 3점 (slightly cool)로 

비슷하게 나타나 피험자들은 모든 실험 조끼에 해 

약간은 시원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쾌적감에서는 실험 조끼 V-FD를 가장 쾌적하다고 응

답하였다(p<.05).

운동 후의 주관적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온열

감은 모든 실험복에서 거의 2점 (cool)로 나타나, 모

든 실험 조끼에 해 운동 전보다는 팬의 효과를 덜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후의 쾌적감에서는 실험 

조끼 V-FD와 V-BD를 가장 쾌적하다고 하였다(p<.01).

이 외 피험자들의 운동 후 실험 조끼에 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V-FU에 해서는 얼

굴까지 바람이 전달되는 것이 느껴져서 시원한 느낌이 

들거나, 오히려 바람이 목으로 새어나가는 느낌과 팬 

Fig. 5. Bonferroni post-hoc analysis of body surface temperatures according to wearing of experimental v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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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으로는 시원함이 전달되지 않아 덜 시원한 느낌

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V-FU는 팬이 가슴에 닿는 느

낌으로 인해 불쾌함을 유발한다고도 응답하였다. 반

면 V-BU는 견갑 부위에 팬이 밀착되어 있어 시원했다

는 의견이 있었으며, V-BD는 뒤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

위까지 바람이 올라와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다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에 의해 약간 

불편하다고도 언급하였다. 즉, 주관적인 감각에 의해 

팬 위치의 선호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팬을 의복

에 부착할 경우에는 실제 의복 및 피부표면온도를 낮

추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에서 이질적인 장치의 부착

은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므로 팬 위치를 고려하는 것

도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에게 실험 조끼를 시원한 순서

로 응답하게 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았다. 운

동 전에는 ‘V-FD>V-BD>V-FU, V-BU’의 순으로, 운동 

후에는 ‘V-FD>V-FU, V-BD>V-BU’의 순으로 시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 V-FD와 V-BD를 시원

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V-FD는 의복

표면온도 측정 결과에서 배 부위 외에는 다른 부위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부표면온도 측정 결

과에서도 다른 실험 의복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FD를 시원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배 부위의 팬 부착이 신체의 온열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oi and Park(2011)

은 등 부위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발한량이 많다고 하

였으며, Kang et al.(2012)은 발한량이 많을수록 주관적

으로 쾌적하지 않다고 한 바 있어, 팬이 뒤쪽에 있어서 

신체 뒤쪽의 의복과 피부표면온도를 낮추더라도 그 

효과를 감각적으로는 덜 느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표면온도 측정 결과와 주관적 평

가 결과를 종합하면 V-BD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무게에 의해 쾌적감을 방해할 수 있으

니 무게분산을 위한 부착방법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

음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서복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써 팬의 부착 위치가 다른 실험 조끼의 객관적 평가 및 

주관적 반응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실험 조끼 설계에 따른 의복표면온도를 분석한 결

과, 실험 조끼에 부착된 팬이 가동되는 경우, 운동에 상

관없이 체적으로 부착된 위치에 해당하는 의복표면

온도를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만, 운동 후 팬이 견갑 부위에 위치하는 것 보다(V-BU) 

오히려 뒤허리 부위에 있는 것이(V-BD) 뒤허리뿐만 

아니라 견갑 부위의 의복표면온도까지 낮추는 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표면온도를 분석한 결과, 운동 전 견갑 부위의 

팬(V-BU)은 팔 뒤쪽 피부표면온도를 낮추었지만, 운

동 후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그리고 목 앞쪽은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가슴 부위에 부착된 팬(V-FU)이 시원

함을 제공해주었고, 목 뒤쪽은 운동 전에는 팬이 견갑

에 있을 때(V-BU)가 효과적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팬

이 뒤허리에 있을 때(V-BD) 더 효과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앞쪽에 팬이 부착된 경우는 운동 여부

와 관계없이 인체 앞면의 의복표면온도와 목 앞쪽의 

피부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뒤쪽에 

팬이 부착될 경우에는 뒤허리 부위에 팬이 위치해야, 

뒤허리 부위뿐만 아니라 실험복의 견갑 부위의 의복

표면온도도 낮추어주었고, 인체의 뒤쪽 팔 부위, 뒷목 

부위의 표면온도까지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척주의 굴곡에 의해 뒤허리 부위에서 인체와 의복 사

　 Evaluation sensation
V-FU V-FD V-BU V-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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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exercising

Thermal sensation 3.0 (1.3) 2.9 (1.1) 3.4 (1.3) 3.1 (1.1) 0.231**

Comfort sensation 3.5 (0.9) C 2.4 (0.7) A 3.1 (0.8) B 2.6 (0.7) B 4.928**

After 
exercising

Thermal sensation 2.5 (0.8) 3.0 (1.3) 2.8 (0.7) 2.4 (0.5) 1.372**

Comfort sensation 3.5 (0.8) C 2.3 (0.9) A 3.0 (0.8) B 2.3 (0.9) A 6.300**

*p<.05, **p<.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6. Subjective assessment before and after exercising according to wearing of experimental v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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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류가 발생하고, 인체의 

열 분산 효과가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뒤쪽에 팬

이 있을 때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팬에 의한 온도 하락

률이 감소하여 더욱 효과적인 시원함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팬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를 낮추어야만 효

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서 팬 부착 위치에 따른 온열

감을 분석한 결과, 실험복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팬이 배(V-FD)나 뒤허리(V-BD) 부위에 있을 때 쾌

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 부착으로 인한 이

질감과 무게감에 해서는 가슴 부위에 있을 때(V-FU)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였으며 뒤허리에 있을 때(V-BD)

도 무게감을 인식하였다.

객관적인 의복표면 및 피부온도 분석과 주관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팬이 의복에서 뒤허리 

부위에 위치하는 것이 온열감과 쾌적감 측면에서 유

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뒤허리에 위치하면 무게에 

의해 착용 쾌적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분산

을 위한 부착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 상을 20  남성으로 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  해석에는 주의해야하고, 더

운 환경에 노출시킨 시간을 제한하여 실험했으므로 

착용자가 실제 활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팬 부착 위치 선정에 따른 의

복 및 피부에 미치는 표면온도 감소 효과를 살펴봄으

로써, 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경감해줄 수 있는 의

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

서는 시원한 장치 부착이 필요한 상황에 맞는 현장 평

가를 통해 착용 편의성, 동작 기능성 측면에서 더 고려

되어져야 할 문제를 도출해야 한다. 향후에는 팬 부착 

기술을 적용한 의복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통

해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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