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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자는 머리를 덮는 현대식 쓰개를 통틀어 이르는 

총칭으로, 추위나 더위 혹은 비나 눈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 추구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지위, 부, 종

교, 정치성, 직업 등을 상징하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Ryu & Kim, 2006). 한국인 고령 남녀를 대상으

로 착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Park et al., 2018)에 의

고령 남자의 겨울철 모자 착용 효과

-생리⋅심리적 검토-

박준희†·이주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Wearing Winter Cap in Elderly Males

Joonhee Park†·Joo-Young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10, 2019; Revised April 19, 2019; Accepted April 26, 2019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wearing a winter cap at rest in a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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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고령 남자의 겨울철 모자 착용률은 66.7%로 비교

적 높은 편이었다. 고령 여자의 겨울철 모자 착용률이 

16.7%임을 참작하면 고령 남자에게 있어 모자 착용은 

중요한 착의 행동 중 하나로 보인다. 남성형 탈모 즉, 대

머리는 모발에 관한 남성 호르몬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Yeo, 2019), 50세 이상이 되

면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탈모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70세 이후부터는 탈모가 빨라진다(Lee & Im, 2009). 이

를 고려할 때 겨울철 고령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자 

착용 현상은 탈모로 인한, 심미성과 보온성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모자를 이용하여 개선해 보려는 노력으로 판

단된다. 

머리 부위는 인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산열량과 방열

량이 모두 많아, 추운 환경에서 머리 부위를 보온하는 것

은 중요하다(Tsurutani-Midorikawa & Tokura, 1994). 머리 

전체(안면 포함)의 표면적은 전신 체표면적의 7.5%에 

불과한데도(Lee & Choi, 2009) 사람이 영하 4oC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머리(안면 포함)로부터의 방열량은 안정 

시 총 산열량의 50%를 차지한다(Froese & Burton, 1957). 

이처럼 머리에서의 방열량은 호흡기를 통한 방열량보

다 많으며(Rasch et al., 1991), 외기온이 낮을수록 머리 

부위를 통한 방열량도 많아진다(Froese & Burton, 1957). 

또한, 체온조절 중추인 시상하부가 머리 부위에 자리하

고 있어(Tansey & Johnson, 2015), 머리 부위에 대한 보온 

혹은 단열이 인체로부터의 방열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

다. 즉, 추운 환경 노출 시 모자 착용이라는 행동적 체온

조절을 통해 머리 부위를 적절히 보온하면, 방열은 감

소하고 저체온의 위험도 감소할 것이다(Rowe et al., 

1983; Stothers, 1981). 이는 한국에서 실제 과반수 고령 

남자의 겨울철 착의 행동이기도 하다(Park et al., 2018).

보호 기능성 및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모자 관련 연

구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Proctor, 1982), 치수 및 

패턴 개발(Lim, 2004), IT 기술이 반영된 스마트 모자

(Jun & Chung, 2009), 노인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안전

모(Ko, 2017) 등으로 모자 착용 시의 생리, 심리적 영향

을 검토한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서열 환경에서 차광

용 작업모(Kim & Choi, 2004)와 안전모(Choi & Park, 

2007; Kim & Park, 2004; Ueno & Sawada, 2019) 연구 등

이 대부분이며, 헤드기어(headgear) 착용에 따른 온열 

효과(Bogerd et al., 2015),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

름용(Tsurutani-Midorikawa & Tokura, 1992) 및 겨울용

(Tsurutani-Midorikawa & Tokura, 1994) 모자 착용 시의 

체온조절 반응 등에 관한 검토가 있을 뿐 고령자 대상 

겨울철 일상생활 중 모자 착용 효과를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남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일상생활 중의 착의 상태 및 환경 조건을 재현하여 인

체생리반응 및 주관적 감각을 조사함으로써 모자의 착

용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 중 착용하는 

모자의 미미한 피복면적, 중량, 보온력을 고려할 때, 모

자 착용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

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온 

환경에 노출된 고령 남성의 경우 모자 착용 여부에 따라 

생리반응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저온 환경에 노

출된 고령 남성의 경우 모자 착용 여부에 따라 주관적 

감각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고령 남자 일곱 명(나이: 77.1±3.4세, 키: 166.3±5.8cm, 

체중: 68.6±9.7kg, 체표면적: 1.8±0.1m2, 체질량지수: 22.1 

±1.1kg/m2)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 일곱 명 중 

네 명이, 정수리 부분이 탈모된 대머리였다. 피험자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

로 하였고, 모든 피험자에게 실험 전날 및 당일 실험 전

에 측정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별도의 운동, 사우나 및 찜질방 등의 이용을 자제하도

록 요청하였다. 특히, 실험 시작 두 시간 전부터는 물 이

외의 모든 음식물 섭취와 흡연을 금하였다. 본 실험은 

2019년 1∼2월에 수행되었다. 모든 피험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1803/003-001).

2. 실험 조건 및 실험 의복

본 실험은 겨울철 방한용 모자 착용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모자 착용 여부

를 주요 실험 조건으로 하였다. 실험용 모자는 울 50%, 

폴리에스테르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멀 마네킹으



고령 남자의 겨울철 모자 착용 효과-생리⋅심리적 검토-

– 407 –

로 측정한 보온력(Icl)이 0.02 clo였고, 중량은 144g이었

다(Table 1). 피험자는 모자 외에 기본 실험 의복으로 총 

9매[상의 4매(긴소매 내복, 긴소매 티셔츠, 긴소매 스웨

터, 외투(패딩 재킷)), 하의 3매(팬티, 긴내복, 긴바지), 액

세서리 2매(양말, 운동화)]를 착용하였다. 모자와 운동

화를 제외한 실험 의복의 총 중량은 2,507±80g이었고, 

추정 보온력(Icl)은 1.50 clo였다(International Organiza- 

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07). 본 실험 의복은 겨

울철 고령 남성의 착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Park et 

al., 2018)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속

옷을 포함한 모든 실험 의복을 동일한 제품(소재, 형태)

으로 착용하였으며, 본인의 체격에 맞는 치수의 제품을 

2회 실험에서 똑같이 착용하게 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측정 항목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연구실에 도착한 후 준비실

(22oC, 30%RH)에서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한 후 키와 

체중을 측정하였다. 외투를 제외한 실험 의복으로 갈아

입은 후, 직장온, 피부온, 심박수 등의 생리반응 측정 장

비를 부착하였다. 직장온이 37.4oC 이하이고 값의 변동

이 더는 없는 안정 상태가 되면, 한서 감각을 측정한 후 

외투를 착용하고 인공기후실(7.8±0.3oC, 43±2%RH)에 

입실하였다. 준비된 의자에 착석한 후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호흡 수집용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이후 

머리 부위 온습도 측정을 위한 센서(TR-72wf-S, T&D 

Corporation, Japan)를 두정부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였

으며 방한 모자 착용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머리 부위 

온습도 측정은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은 인공

기후실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총 60분 노출하는 것으

로 진행되었다. 

모자 착용 효과의 생리적, 심리적 검토를 위한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60분 노출 동안 직장온과 피부온

을 휴대용 서미스터(LT 8A, Gram Ltd., Japan)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직장온은 1회용 튜브를 끼운 직장온 센

서를 직장 내에 15cm 삽입하여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

다. 피부온은 아홉 부위(이마, 등, 배, 전완, 손등, 가운뎃

손가락 끝(finger pad), 대퇴, 종아리, 발등)에서 1초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 평균 피부온( T̄ sk)은 손가락 온도를 제

외한 여덟 부위 피부온을 이용하여 Hardy & Du Bois의 

식(Hardy & Du Bois, 1938)을 수정하여 산출하였다(Eq. 

1). 평균 체온( T̄ b)은 직장온(Tre)과 평균 피부온( T̄ sk)을 

약 2:1로 안분비율한 <Eq.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 sk = 0.07 × Tforehead + 0.35 × {(Tscapular + Tabdomen) / 2} +

0.14 × Tforearm + 0.05 × Thand + 0.19 × Tthigh + 0.13 × 

Tcalf + 0.07 × Tfoot ⋯⋯ Eq. 1.

T̄ b = 0.65 × Tre + 0.35 × T̄ sk ⋯⋯ Eq. 2.

또한, 혈관 수축 여부를 판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아래팔 피부온과 손끝 피부온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보

통 4oC 이상일 때 혈관 수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House & Tipton, 2002). 심박수는 측정 기기(RC3, Polar 

Electro Inc., Finland)를 이용하여 60분 동안 1초 간격으

로 측정하였다. 에너지 소비량은 호흡가스분석기(Quark 

Images Fiber contents IT (clo) Icl (clo) Clothing weight (g)

50% Wool, 
50% Polyester 

0.82 0.02 144

IT and Icl: Total thermal insulation and effective thermal insulation, respectively, measured by a thermal manikin (Newton, 20-zone 
model) in a climatic chamber (20±0.5oC, 50±5%RH).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wint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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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Cosmed Co., Italy)를 이용하여 breath-by-breath 방법

으로 60분 동안 측정하였다. 몸무게는 정밀 체중계(F 

150S, Sartorius,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

관적 감각으로는 한서감(9점 척도, ‒4: 매우 춥다∼+4: 

매우 덥다), 쾌적감(7점 척도, ‒3: 매우 불쾌하다∼+3: 매

우 쾌적하다), 습윤감(7점 척도, ‒3: 매우 건조하다∼+3: 

매우 습하다)을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ISO, 1995).

4.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 패키지를 이용하

였다. 모든 결과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

로 나타내었다. 일표본 Kolmogorov- Smirnov 검정을 이

용하여 측정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모든 

데이터 분석에 모수 검정을 적용하였다. 피부온, 직장

온, 심박수, 에너지 대사량과 같은 생리반응 데이터는 

추운 환경 노출 직후(0∼5분)와 종료 직전(55∼60분)의 

5분 동안의 값을 각각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주관적 감

각 데이터는 60분 동안 측정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생리반응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평균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 조건 간 차이도 검토하였다. 실험 조건 즉, 모

자 착용 여부에 따른 비교는 독립표본 t-test를, 실험 조

건별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모자 내 온습도 

추운 환경 노출 초기(0∼5분) 및 종료 직전(55∼60분) 

모두 모자 내 미세기후의 온도는 CON보다 CAP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p<.01)(Fig. 1(a)). 그 차이는 노출 초기와 

종료 직전 각각 3.53oC, 6.88oC였다(평균 5.21oC). 실험 

조건별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CAP의 경

우 노출 초기 대비 종료 직전에 모자 내 온도가 높았던 

반면(p<.01), CON의 경우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 1(a)). 모자 내 습도의 경우, CAP과 CON 모두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으나 종료 직전에 CAP은 

CON보다 5%RH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1)(Fig. 1(b)). 

60분 동안의 모자 내 온도 변화도를 살펴보면, CAP은 

3.17±1.42oC 상승한 반면, CON은 0.52±3.00oC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모자 내 습도의 변화도는 CAP

과 CON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피부온과 직장온

피부온과 직장온의 생리반응 결과는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추운 환경 노출 직후에는 이마 부위를 제외

하고는 CAP과 CON 간에 부위별 피부온, 평균 피부온, 

Fig. 1. Microclimate temperature (a) and humidity (b) on the vertex of older males inside a winter cap while 
sitting for 60 min at an air temperature of 7.8±0.3oC with 43±2%RH (Mean±S.D.). CAP: 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CON: Non-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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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과 손끝 피부온 차이, 직장온, 평균 체온 등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기 이마온은 CON에 비해 CAP

에서 약 1.63oC 높았다(p<.01). 종료 직전에도 이마온에

서는 실험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CAP은 CON

보다 4.37oC 높은 이마온을 나타내었다(p<.01). 체온의 

변화도에서도 이마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0분 

노출 동안 CAP은 0.78oC 상승하였고, CON에서 1.92oC 

하강하였다. 또한, 추위 노출 종료 시점에서는 직장온

에서 CAP이 CON보다 0.17oC 높았다(p<.05).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도에서는 등과 배 부위를 제

외한 모든 부위의 피부온, 평균 피부온, 평균 체온은 하

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분의 전체 실험 시간 동안 

평균 피부온 강하도는 CON보다 CAP에서 유의하게 낮

았다(p<.05)(Fig. 2(a)). 다른 부위 피부온에서는 모자 유

무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

면, 평균 피부온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이마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 체온 강하도도 CON보

다 CAP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20분경, 50분경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Fig. 2(b)). 등 및 배 

피부온은 모자 유무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으나 CAP에

서의 상승도가 높은 경향이었다(Fig. 2(c))‒(Fig. 2(d)). 

전완 피부온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노

출 30분 이후부터 CON보다 CAP에서의 강하도가 낮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e)). 손등은 의복으로 피

복되지 않은 부위의 특성상, 다른 부위보다 피부온 변

화 폭이 컸고, 10∼50분 사이에는 CAP과 CON의 차이

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60분경에는 두 조건에서 유사

하게 나타났다(Fig. 2(f)). 종아리 피부온은 두 조건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Fig. 2(g)>, 발등 피부온도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노출 20분 이후부터 CAP과 CON

의 강하도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 2(h)).

3. 심박수와 에너지 소비량

심박수는 CAP의 경우 실험 시작 초기 5분 및 종료 직

전 5분에 각각 60±7bpm, 59±7bpm이였고, CON의 경우 

각각 60±8bpm, 58±8bpm으로, 두 시점 모두에서 실험 조

건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는, CAP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CON에서는 종료 직전

이 초기보다 유의하게 낮은 심박수를 나타내었다(p= 

.02)(Fig. 3(a)). 에너지 소비량은 CAP의 경우 실험 시작 

초기 5분 및 종료 직전 5분 모두에서 모자 유무 및 시간 

Variable
Initial 5 min Last 5 min

CAP CON t-value CAP CON t-value

Skin 
temp. 
(oC)

Forehead 32.73±0.69 31.10±1.39 2.837** 33.51±0.68 29.14±1.78 6.059***

Scapular 34.83±0.40 34.82±0.40  .040** 35.11±0.32 34.93±0.35 1.001***

Abdomen 33.68±1.03 33.35±0.96  .627** 33.95±1.10 34.01±0.97  .910***

Forearm (A) 33.98±0.66 34.12±0.95 –.320** 33.19±1.20 32.55±0.74 1.193***

Dorsal hand 30.49±1.31 31.20±2.56 –.658** 28.33±1.21 27.95±3.10  .300***

Middle finger pad (B) 30.89±3.56 30.95±3.44 –.036** 24.22±4.75 24.25±3.97 –.014***

Thigh 33.22±1.02 33.40±0.58 –.381** 33.27±1.95 33.17±1.97  .578***

Calf 31.61±0.32 31.26±1.31  .685** 28.41±0.29 27.90±1.40  .955***

Foot 32.83±1.31 32.46±0.80  .643** 31.30±1.90 30.38±1.51  .997***

Mean skin temp. 33.28±0.40 33.13±0.34  .670** 32.75±0.56 32.26±0.28 1.795***

Difference of A and B1) 03.09±3.70 03.17±3.66 –.038** 08.97±5.58 08.30±3.39  .271***

Rectal temperature (oC) 37.21±0.20 37.16±0.13  .918** 37.11±0.13 36.94±0.16 2.246***

Mean body temperature (oC) 35.84±0.21 35.79±0.11  .466** 35.59±0.27 35.33±0.18 1.814***

*p<.05, **p<.01, ***p<.001
All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CAP: 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CON: Non-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1): Skin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forearm and middle finger pad. 

Table 2. Skin and rectal temperatures of older males while sitting for 60 min at an air temperature of 7.8±0.3oC
with 43±2%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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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skin, mean skin and mean body temperatures of older males while sitting for 60 min at 
an air temperature of 7.8±0.3oC with 43±2%RH. CAP: 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CON: 
Non-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고령 남자의 겨울철 모자 착용 효과-생리⋅심리적 검토-

– 411 –

경과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3(b)). 

4. 주관적 감각

쾌적감과 습윤감에서는 CAP과 CON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한서감의 경우, 전신, 구

간부(trunk), 다리, 손에서는 CAP과 CON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자 착용 부위인 머리/얼굴

에서만 실험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 피험자들은 CAP에

서 CON보다 덜 춥다고 응답하였다(p<.01)(Table 3). 시

간 경과에 따른 한서감 변화도에서도, 전신에서는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ig. 4(a)>, 머리/얼굴 부

위에서는 CON보다 CAP에서 유의하게 덜 춥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Fig. 4(b)).

Fig. 3. Heart rate (a) and energy expenditure (b) of older males while sitting for 60 min at an air temperature 
of 7.8±0.3oC with 43±2%RH. CAP: 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CON: Non-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Variable Body area CAP CON t-value

Thermal sensation

Whole body ‒0.48±0.76 ‒0.96±0.84 1.136***

Head/Face ‒0.02±0.50 ‒1.96±0.47 6.956***

Trunk ‒0.03±0.66 ‒0.11±0.40 ‒.413***

Leg ‒1.00±1.01 ‒1.17±0.66 .320***

Hand ‒0.57±0.35 ‒0.95±0.73 1.249***

Thermal comfort

Whole body ‒0.16±0.37 ‒0.10±0.49 .266***

Head/Face ‒0.18±0.43 ‒0.00±0.39  .070***

Trunk ‒0.23±0.51 ‒0.43±0.59 ‒.575***

Leg ‒0.11±0.65 ‒0.37±0.53 ‒1.287***

Hand ‒0.14±0.32 ‒0.18±0.51  ‒.175***

Humidity sensation ‒0.04±0.11 ‒0.02±0.05 ‒1.335***

***p<.001
All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CAP: 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CON: Non-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9-point scale in thermal sensation (–4: very cold - +4: very hot), 7-point scale in thermal comfort (–3: very uncomfortable - +3: very 
comfortable), and 7-point scale in humidity sensation (–3: very dry - +3: very wet).

Table 3. Subjective perceptions of older males while sitting for 60 min at an air temperature of 7.8±0.3oC with
43±2%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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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겨울철 고령 남자에서 착용률이 높은 액

세서리인 모자의 착용 효과를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자 미착용 시보다 

모자 착용 시에 정수리 부위 공기층 온도와 이마온뿐

만 아니라 직장온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심박수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의하게 감소된 점이 

흥미로웠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모자 착용 부위인 머

리 및 얼굴의 한서감에서만 모자 착용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처럼, 겨울철 고령 남자에서 모자 착용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일부 확인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가설 

모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머리 피부는 혈관 수축 반응이 결여된 독특한 인체 

부위(Froese & Burton, 1957)이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

었을 때 머리에서의 방열량이 많다(Bogerd et al., 2015). 

환경온이 낮을수록 머리로부터의 방열량이 증가하므

로(Rasch et al., 1991),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 머리를 보

온하게 되면 머리에서의 방열량이 감소된다(Louis et 

al., 2015). 따라서 겨울철에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머리 

부위를 보온하는 것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하

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Elabbassi et al., 2002).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모자의 보온력(Icl)은 0.02 clo에 불과하

고, 모자 착용으로 피복된 머리 부위 체표면적도 넓지 

않다. 한국인 성인 남녀의 머리 부위 체표면적은 전신 

체표면적의 7.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태의 모자 착

용 시 피복되는 두상 표면적은 전신의 3.3%로 추정된다

(Lee & Choi, 2009).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착용만으로, 

이마온, 직장온, 평균 피부온 및 평균 체온 하강도, 심박

수와 같은 생리적 측면에서 체온유지에 유리함이 확인

되었다(Table 2), (Fig. 2)‒(Fig. 3). 신생아 대상으로 나체 

조건, 모자를 이용한 머리 보온 조건, 허리띠를 이용한 

배 보온 조건을 비교한 결과(Stothers, 1981), 나체 시보

다 울 모자 착용 시에 머리에서의 방열량이 현저히 적다

고 하였다(약 23% 감소). 반면, 허리띠 착용은 방열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방열 측면에서 머리 보온의 중

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울 모자 착용은 온열적 쾌

적 온도 범위의 하한선을 약 1.5oC 감소시킨다고도 하였

다(Stothers, 1981). 모자 착용이 신생아의 심부온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de Saintonge et al., 1979)에

서도 울 모자를 착용시킨 경우에 출생 직후 30분 동안 

체온유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신생아의 경우 머리가 전신 체표면적의 20.8%

를 차지하기 때문에 머리에서의 방열량이 전신 방열량

의 상당 부분을 차지(Stothers, 1981)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운 환경에서 머리 부위

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한랭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고 체온조절에 유용한 방법임을 의미한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 머리의 보온은 추운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시

간(tolerance time)의 증가(Froese & Burton, 1957)와도 관

련이 있어 체온유지 측면에서 머리의 보온은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직장온의 변

Fig. 4. Time courses in thermal sensation while sitting for 60 min at the whole body (a) and head/face (b) 
(Mean±S.D.). CAP: 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CON: Non-wearing condition of a wint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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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다. 즉, 모자 착용 효과가 심부온인 직장온에까지 

영향을 미쳐<Table 2> 노출 종료 시점에 직장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이는 모자의 단열 효과로 인해 두부에

서의 방열량이 감소하고 몸 전체에서 방열이 억제되었

기 때문으로 설명된다(Stothers, 1981). 즉, 열 손실 감소

에 따른 체내 열 저장량이 덜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그

러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Tsurutani-Mid- 

orikawa & Tokura, 1994)에서는 모자 착용 여부에 따른 

직장온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다만, 고막온은 모자 착용 시에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나, 심부온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전신을 극한 추위에 

노출하는 크라이오테라피(cryotherapy) 연구(Louis et al., 

2015)에서도 머리(이마, 귀 포함) 보온의 여부가 피부온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머리(이마, 귀 포함)를 

보온한 경우에만 고막온 강하도가 작았다. 이는, 머리

를 노출한 경우 머리, 얼굴에서의 정맥혈과 두개부 내 

동맥혈의 대향류 열 교환으로 인해 동맥혈 온도가 낮아

져 고막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McCaffrey et 

al., 1975; Tsurutani-Midorikawa & Tokura, 1994).

롱 패딩 재킷을 착용함으로써 피복된 인체 부위 중에

서 배, 등, 대퇴는 두 조건 모두에서 60분 내내 33oC 이상

의 높은 피부온을 나타내었다(Table 2). 패딩 재킷으로 

피복된 부위이긴 하나 사지부인 전완은 노출 초기에는 

두 조건 모두에서 약 34oC였으나, 종료 직전에는 그보다 

약 1.18oC 하강(CAP: 0.79oC, CON: 1.57oC)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Fig. 2(e)). 일반적으로 패딩 재킷 소매 부

위의 충전재 두께가 몸판보다 얇긴 하지만, 두 조건 모두

에서 긴소매 옷(3매: 내복, 티셔츠, 스웨터)과 패딩 재킷

의 착용에도 불구하고 전완 부위 피부온이 구간부 피부

온과 달리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은 전완이 추

위 노출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인체 부위임을 시사한다. 추

위에의 노출 시간이 60분보다 길었다면 모자 착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CON에서만 심박수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Fig. 3(a)). 선행연구(Tsurut- 

ani-Midorikawa & Tokura, 1994)에서도 추운 환경 노출 

시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모자를 착

용하지 않은 경우에 심박수 저하를 보고한 바 있다. 얼

굴을 냉각하면 심박수가 낮아지는 서맥 현상이 발생한

다(Louis et al., 2015). 즉,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마를 포함한 얼굴에 가해지는 추위 자극으로 인해 심

박수 감소가 나타난다. 그에 반해 모자 착용 시에는 얼

굴 노출 면적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서맥이 발생하지 

않은 것(Tsurutani-Midorikawa & Tokura, 1994)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반응은 얼굴에 분포되어 있는 삼차신경 및 

관련 반사 수용기가 자극되어 부교감 반응이 활성화되고 

심장으로의 미주신경 자극이 강화되어 나타난다(Louis 

et al., 2015). 인체를 극한의 추위에 노출시킬 때 전신과 

함께 머리 부위의 노출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

행연구(Louis et al., 2015)에서도, 머리(이마, 귀 포함)를 

보온하고 다른 부위만 노출한 조건에서 전신을 노출한 

조건보다 심박수 감소가 4% 적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추운 환경 노출 시에 고령 남자

의 주요 착용 행동 중 하나인, 모자 등을 이용한 머리 부

위 보온이 심박수 유지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추운 환경에서 모자 착용의 

심리적 효과를 검토한 선행연구(Tsurutani-Midorikawa 

& Tokura, 1994)에서 전신 한서감 및 쾌적감에서 모자 

착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머리/얼굴의 한서감에서만 모자 착용 여

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고, 전신 한서감 및 쾌적감

에서는 모자 착용에 따른 차이가 없어<Table 3>, <Fig. 

4>, 일치하는 결과였다. 즉, 추운 환경에서 따뜻한 옷차

림을 한 피험자들은 머리/얼굴과 같은 신체 일부분이 

춥다고 해서 그 부위 혹은 전신에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전신

에서 나타나는 온열 불쾌감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으나, 추위 관련 TRP(transient receptor 

potential) 채널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Mündel et al., 2016). 그러나, 운동할 때에는 머리 부위

가 주관적 감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역

할을 하는 것(Mündel et al., 2016)으로 보고되어,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걷기 등의 동작이 본 실험 프

로토콜에 포함되었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남자를 대상으로 한 모자 착용 

행동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였으나, 심리적 측면에서는 모자 착용 부위를 제

외하고는 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점

들이 보완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모자 자체의 보

온력이 머리 부위 방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모자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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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소재의 보온력이 높을수록 머리로부터의 방열량이 

더 많이 감소하고(Rowe et al., 1983; Stothers, 1981), 의류 

소재의 종류에 따른 머리 부위 건방열(dry heat loss) 범

위는 25∼73%라고 하였다(Rowe et al., 1983). 또한, 울 모

자와 달리 거즈 모자 착용 시에는 심부온 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Aikens, 1977; Stothers, 1981)도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제품보다 보온력이 높은 방한 

모자를 사용할 경우 그 효과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가

능성도 있다. 둘째, 추위 노출 시간이 다소 길었다면 다

른 생리적 및 심리적 반응에서도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

성이 있다. 셋째, 심부온 측정 부위로 머리 부위와 거리

상으로 가까운 고막온, 귀내온, 식도온 등을 추가로 검

토한다면 모자 착용 시의 체내 열 저장량 변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령 남자를 대상으로 추운 환경 노출 시 

모자 착용이 미치는 효과를 생리적, 심리적으로 검토하

고자 수행되었다. 이는, 겨울철 고령 남자가 주로 행하

고 있는 모자 착용 행동이 일상생활 중 체온조절 반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주

요 결과는, 첫째, 모자 착용 시 정수리 부위 공기층의 온

도는 미착용 시보다 5.21oC 높았다. 둘째, 모자 착용 시 

이마온은 미착용 시보다 1.63∼4.37oC 높았다. 셋째, 모

자 착용 시, 종료 시점에서 직장온이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피부온과 평균 체온에서도 모자 착용 시에 낮은 강

하도를 나타내었다. 넷째, 모자 착용 시에는 심박수의 

변화가 없었으나, 미착용 시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심

박수가 감소하였다. 다섯째, 머리/얼굴 부위의 한서감

을 제외하고는 모자 착용이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

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추위 노출 시 머리 

부위 보온만으로도 고령 남자의 체온유지와 심혈관 반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 의생활 교육 시 모자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한랭 질환 발생률 감소에 기여 가능하며, 나아가 관련 

예방 대책 수립에도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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