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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체적으로 까다로운 고강도의 소방활동을 고온

과 고열의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는 소방

대원은 피로와 부상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그들

소방 기동복의 디자인과 소재 변화가 착용자의 

온열생리 반응 및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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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hysiological and subjective responses to different types of firefighter station uni-

forms made with various designs and materials. Six healthy 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at consisted of 20

min of rest, 30 min of treadmill exercise, and 30 min of recovery in a hot and humid environment (34°C and 

65%RH). The experimental clothing conditions were as follows. 1) a fitted T-shirt and trouser made of 100% 

polyester (FC-Uniform), and 2) flame retardant T-shirts made of acrylic and cotton as well as trousers with ara-

mid and polyester, designed for overfitting (Contro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ody temper-

ature, and sweat rate between the two conditions; however, the heart rate with the FC-Uniform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Control (p=.025). The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ture at the chest of the FC-Uniform was sig-

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p=.037), and a difference of 1°C was maintained until the recovery was 

complet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responses; however, participants experienced 

a humidity sensation faster with FC-Uniform in the recovery phase. The results indicate that changes in the de-

sign and material of firefighter station uniforms ma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ducing the thermal stress of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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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업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방복과 개인

보호장비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Gregory et al., 

2008; Son, 2019). 소방복 복제는 일상의 근무에서는 

난연성이 가미된 기동복을 착용하며 소방활동, 즉 화

재 진압이나 구조활동 등의 작업에는 그 위에 화염 

및 고온의 환경에서 소방대원을 보호해주는 특수방

화복과 헬멧, 공기호흡기, 방화부츠, 방화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복의 착용은 여러 겹의 두꺼운 소재로 구성된 소

방복과 개인보호장비의 무게 및 부피, 밀폐성 등으

로 착용자에게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큰 부담

을 주게 되며 이는 서열 스트레스 증가와 작업 수행 

능력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부하되는 서

열부담에 관련한 선행연구들로는 실제 소방현장에

서 사용되고 있는 기동복과 밀폐된 특수방화복 및 개

인보호장비의 착용이 심박수 증가와 작업능률에 미

치는 영향(Bishop et al., 1994; Holmér, 1995; Holmér et 

al., 2006),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실시하는 

소방활동으로 증가하는 심혈관계의 부담과 에너지 대

사량 및 소방활동 가능 시간의 평가(Eglin et al., 2004), 

소방복 착용과 고강도 운동으로 야기되는 심부온과 

피부온 상승 등의 서열부담이 쿨링 디바이스의 사용

으로 경감되는 정도의 검토(Chou et al., 2008) 등이 있

으며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의 가시성의 평가(Kim, 

Jung, & Lee, 2019)나 열 보호성능 평가를 위한 화염 

마네킹의 개발(Lee et al., 2018)과 같은 물리적 성능

평가와 관련한 연구 또는 규격(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999)들이 발표되어 

있다.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으로 인한 착용

자의 동작성 및 작업 수행 능력 저하에 대한 선행연

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7)에서는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에 의

한 심박수와 동작 수행 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동작

성 평가 규격을 제안하였고,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시의 동작성 및 작업 수행 능력의 평가방법의 

제안(Son et al., 2014)하거나 신체 발란스 능력(Park 

& Hahn, 2014)이나 보행 능력(Park et al., 2010)의 변

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도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작업 중

의 착용자에게 야기하는 서열부담 증가 및 동작성과 

작업 수행 능력 저하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Tochi-

hara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796명

의 소방대원의 약 50%가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 착

용 후의 소방활동에서 서열장해의 경험이 있으며, 소

방복에서 착용 시 동작성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일본 소방대원을 포함한 미국, 호주, 

한국의 소방대원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소방복과 

개인보호장비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착용 시 서

열부담이 경감되며 경량화된 무게의 차세대 소방복

을 요구하기도 하였다(Lee et al., 2015; Son et al., 2013). 

소방복 착용에 따른 서열부담의 경감과 동작성 및 작

업 수행 능력 저하 방지를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특수방화복 내부에 아이스팩과 상변이물질

(Phase change material) 등의 냉각 장비들을 착용함으

로써 온열반응과 주관적 감각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Chou et al., 2008), 특수방화복의 내피를 변형하여 착

용자의 반응을 관찰한 예를 들 수 있다(Troynikov et 

al., 2012). 또한, Kim, Jung, Kim et al.(2019)은 노멕스 

냉각복 착용이 소방관의 작업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Son(2019)은 특수방화복 내에 압박복

을 착용하는 것이 동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소방

복의 디자인이나 소재의 변경보다는 장비나 의복의 

추가 착용을 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는데, 소방대

원에게 가장 큰 신체적 부담을 가하는 특수방화복과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안전성을 이유로 소재의 변경

이 어려우며 중량의 경량화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이

유로 여겨진다. 

특수방화복 안에 착용하는 기동복의 경우, 소방대

원의 서열부담 경감과 동작성 및 작업 수행 능력 향

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발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동

복을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로 대체(Chou et al., 2008; 

Malley et al., 1999; McLellan & Selkirk, 2004)하거나 

기동복의 기동셔츠 소재를 면, 울혼방, 압박 소재로 

변경(Mugie et al., 2014)하여 소방대원의 서열부담을 

측정한 연구이다. 또한 기동복을 스트레치 성능이 

추가된 소재와 신체에 맞도록 사이즈가 조정된 의복

으로 대체하여 착용자의 어깨움직임과 상반신의 굴

신동작에서 관절가동범위가 향상된 결과가 발표되

기도 하였다(Son, 2019).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소방복 복제개선 이후, 아

라미드/레이온/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기동복 상의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4, 2020

– 778 –

및 하의를 착용하고 있으나, 기존 기동복의 재질의 

뻣뻣함, 하의 색상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점, 활동성

이 떨어진다는 소방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11월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고 새

로운 기동복을 선정하였다(Lee, 2020). 2020년부터 

착용되는 신규복제는 기존에 구분되었던 기동복과 

활동복을 통합하여 기동복 상의 및 하의와 기동셔츠

로 구성되며, 아라미드와 레이온 및 대전방지소재를 

사용하여 난연기능과 활동성을 개선하였다. 이는 일

본의 경우와 유사한데, 일본 소방대원들은 난연처리

된 아크릴/면 소재의 기동셔츠, 아라미드/폴리에스

테르로 구성된 기동복 상의 및 하의를 착용하고 있다

(National Fire Agency [NFA], 2017). 미국에서는 아라

미드100%의 기동복을 사용하고 있는데 McQuerry

(2020)가 발표한 1,800명 이상의 현직 소방대원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기동복의 소재에 관한 항목

에서는 45%의 소방대원이 난연소재의 기동복을 착

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라미드 소재는 유

연성이 부족하며 이는 착용감을 저하시키므로 외부

의 열과 화염으로부터 착용자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

으나 신체적 부담 증가나 주관적 착용감의 저하를 유

발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원이 특수 방화복 아래에 착

용하는 기동복의 디자인과 소재를 변경할 경우, 소

방활동에서 착용자의 서열부담과 주관적 감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난연처리

된 아크릴/면 또는 폴리에스테르/아라미드 소재로 

구성된 루즈핏의 기동복과 스트레치 성능과 땀 흡수

성이 향상되고 신체에 잘 맞도록 디자인된 스포츠웨

어를 실험복으로 준비하여 착용자의 온열생리 반응

과 주관적 감각을 비교, 분석하고 현행 기동복의 추

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여섯 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나이 22.3±2.3세, 신장 

178.6±4.3, 체중 67.7±8.3, 체지방률 18.8±4.9%, 최대

산소섭취량 45.1±11.7ml/min/kg)이 피험자로 모집되

었다. 피험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 실험내용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다. Kyushu University 연구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Kyushu Univer-

sity Ohashi 캠퍼스에 위치한 환경적응연구시설의 

인공기후실에서 연구 참여자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중 착용의복

사용한 실험복은 착용감과 동작성 개선을 목적으

로 디자인과 소재를 변경한 의복을 기동복의 대체로 

착용하는 Fabric Change station uniform(FC-Uniform) 

조건과 현행 기동복을 착용하는 Control 조건, 두 가

지로 구성하였다(Fig. 1). 착용감과 동작성 개선을 목

적으로 선택한 실험군 FC-Uniform 조건에서는 스포

츠웨어로서 스포츠 활동 시 착용감과 동작성을 개선

하고 스트레치 성능과 땀 흡수성이 향상된 @Wacoal

의 스트레치 셔츠(횡편직, 폴리에스테르 100%)와 스

트레치 하의(횡편직, 폴리에스테르 100%)를 실험복

으로 착용한 후에 실제 소방활동의 재현을 위해 특수

방화복 상의 및 하의, 방화장갑, 방화부츠, 소방헬멧,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였다(Fig. 1(a)). 스트레치 셔츠

는 반소매의 라글란 형태이며 착용 시 피부를 압박하

지 않으며 신체에 잘 맞도록 디자인되었다. 피부와 의

복 사이의 의복내 공간은 많지 않지만, 착용 시 스트

레치성이 우수하였다. 스트레치 하의는 골반과 엉덩

이에 주름이 없는 디자인으로 엉덩이 둘레와 바짓단

의 폭이 넓지 않지만 피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움직

임이 용이하게 디자인되었다. 대조군인 Control 조건

에서는 실험복으로 현 일본 소방청 기동셔츠(횡편직, 

아크릴 55%와 면 45%의 혼방소재)와 기동하의(평직, 

폴리에스테르 20%와 메타 아라미드 75%, 파라 아라미

드 5%의 혼방소재)을 착용하고<Fig. 1(b)>, FC-Uni-

form 조건과 마찬가지로 특수방화복 상의 및 하의, 방

화장갑, 방화부츠, 소방헬멧,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였

다. 기동셔츠는 반소매의 셋인슬리브와 루즈핏으로 

디자인되어 피부와 의복 사이의 의복내 공간이 충분

하게 디자인되었고 기동하의는 골반부분에 주름을 

잡아 착용 시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었다. 데이터로 기

록되지는 않았지만 피험자들과의 면담에서 FC-Uni-

form 조건에서 우수한 착용감과 스트레치성이 있음

이 응답되었다.

FC-Uniform 조건과 Control 조건에서 두 명의 피험

자는 상의M(가슴둘레 88~96cm 착용가능)과 하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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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30인치) 사이즈를 착용하였고, 네 명의 피

험자는 상의L(96~104cm 착용가능)과 하의L(허리둘

레 32인치) 사이즈를 착용하였다. 의복조건 총 중량의 

평균값은 두 조건 모두 17.1±0.2kg로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속옷과 양말 등의 기본 착용의복 무게 포함). 

3. 실험 프로토콜

두 실험복 조건은 랜덤으로 실시하여 실험순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였다. 피험자는 실험참여 두 시

간 전부터 식사와 카페인 음료, 니코틴 섭취를 금하

였고, 실험실에 도착하여 탈수방지를 위해 250ml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위해 준비된 속

옷으로 갈아입은 뒤 체중을 측정한 후 측정 센서들

의 부착 및 실험조건에 필요한 의복을 착용하였다. 

25oC, 50%의 온도와 상대습도로 유지되는 실험 준비

실에서 피험자의 심부온과 심박수를 모니터링하여 

안정된 수치를 확인한 후 34oC, 65%의 온도와 상대

습도로 유지되는 인공기후실로 이동하였다. 실험은 

총 8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의복과 센서를 모두 

착용한 채로 20분의 앉은 자세의 휴식구간, 30분의 

트레드밀 운동 수행의 운동구간, 공기호흡기를 해

제한 상태로 30분의 앉은 자세의 회복구간을 거치

도록 하였다. 트레드밀 운동은 2km/h에서 천천히 걷

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 5분 이후부터

는 6km/h 속도의 걷기 운동으로 이루어졌다. 

4. 측정 항목

생리적 반응을 분석 및 비교하기 위해 발한량, 심

부온, 피부온, 심박수, 의복내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의복 착용과 운동부하로 인한 발한량은 실험 전 후의 

체중 변화로 추정하였다. 심부온 분석으로는 직장온

을 선정하였으며, 피부온은 총 일곱 부위(이마, 복부, 

아래팔, 손등, 허벅지, 종아리, 발등)를 측정하고 Har-

dy & Dubois의 식(Hardy et al., 1938)을 기초로 하여 

평균 피부온을 산출하였다: Mean Tsk=0.07 Tforehead + 

0.35 Ttrunk + 0.14 Tforearm + 0.05 Thand + 0.19 Tthigh + 0.13 

Tcalf + 0.07 Tfoot. 직장온과 피부온은 데이터 로거 LT-8A

(Gram LTD., Japan)에 직장온 센서와 피부온 센서를 

Fig. 1. FC-Uniform condition (a) and Control condition (b). The detail information used the L size of each clothing 

as a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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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1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심박수는 흉부에 벨트 형

식으로 착용하는 센서(RS 400, Polar, Finland)를 이용

해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의복내 온습도는 피부

와 실험복 사이, 실험복과 특수방화복 사이를 구분

하였고, 상의와 하의의 조건 간 비교를 위해 측정 부

위는 가슴과 허벅지로 선정하였다. 온도와 습도 센서

를 데이터 로거(LT-8A and LT-8B, Gram LTD., Japan)

에 연결하여 1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조건 간 심리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한서감, 온

열 쾌적감, 습윤감의 주관적 감각과 운동 중의 운동

자각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에 대해 응답하

도록 하였다. 한서감은 9점 척도(0 매우 춥다, 1 춥다, 

2 서늘하다, 3 약간 서늘하다, 4 보통이다, 5 약간 따

뜻하다, 6 약간 덥다, 7 덥다, 8 매우 덥다), 온열 쾌적

감은 7점 적도(0 매우 쾌적하다, 1 쾌적하다, 2 약간 쾌

적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쾌하다, 5 불쾌하다, 

6 매우 불쾌하다), 습윤감은 7점 척도(1 매우 건조하

다, 2 건조하다, 3 약간 건조하다, 4 보통이다, 5 약간 

습하다, 6 습하다, 7 매우 습하다)로 실험실 입실부터 

10분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한서감은 얼굴과 목, 가

슴, 등, 허벅지, 전신으로 나눠 조사하였고, 온열 쾌적

감은 얼굴과 목, 가슴 전신으로 습윤감은 가슴과 전

신으로 부위를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Borg's의 

6~20점 척도(Borg, 1982)를 사용하여 운동 중 10분 간

격으로 피험자의 운동자각도를 조사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방 기동복의 디자인과 소재 

변화가 착용자의 온열생리 반응과 주관적 감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어 소재의 물성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5. 데이터 분석

직장온, 피부온, 심박수, 의복내 온습도는 시간경

과에 따른 서열 및 운동부하로 인한 서열부담의 축적

을 반영하여 실험조건 간 차이를 시각화 할 수 있도

록 5분 간격으로 측정치의 평균을 산출하여 실험 진

행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구간은 시간경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휴식구간 - 실험 시

작 후 5분, 10분, 15분, 20분 경과지점, 운동구간 - 실

험 시작 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경과지

점, 회복구간 - 실험 시작 후 55분, 60분, 65분, 70분, 

75분, 80분 경과지점. 또한, 20분 휴식, 30분 운동, 30분 

회복구간의 구간별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를 분석하

였다. 주관적 감각 또한 응답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

를 휴식구간, 운동구간, 회복구간의 평균을 분석하

였다. 조건 간 결과의 통계적 차이는 SPSS statistics 

17.0의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감각

과 주관적 운동강도 등의 범주형 변수는 비모수 검증

을 실시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기하며, 통계적 유의성은 p<.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및고찰

본 연구는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기동복의 디자인

과 소재를 변경하는 것이 착용자의 온열생리 반응과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난연처리된 아크릴/면 혼방소재의 기동셔

츠와 아라미드/폴리에스테르 혼방소재의 기동하의, 

스트레치 성능과 땀 흡수성이 향상되고 신체에 맞도

록 디자인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스트레치 셔츠와 

스트레치 하의를 실험복으로 준비하여 소방활동을 

재현한 서열환경과 운동부하를 가한 후, 착용자의 

온열생리 반응과 주관적 감각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였다. 

1. 온열생리 반응 – 발한량, 직장온과 평균 피부

온, 심박수 

의복 착용과 운동부하를 통한 실험 전, 후의 체중 

변화로 추정한 발한량은 FC-Uniform 조건에서 1.1±

0.3kg, Control 조건에서 1.2±0.3kg로 조건 간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온과 평균 피부온 

역시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Fig. 2>, 20분 휴식, 30분 운동, 30분 회복의 각 구간

별로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찾을 수 없었다. 

Kim and Kim(2011)은 건설현장 작업복의 소재차

이가 온열생리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서열환경에서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면/나일론 혼방소재의 작

업복 착용보다 나일론/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 혼

방소재의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착용자의 심부온 

상승 제어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의복 소재가 직장

온과 같은 체온 조절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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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보고되었다. Satsumoto et al.(2013)은 면 

100%의 검도복과 폴리에스테르 95%와 면 5% 혼방

의 검도복을 서열환경에서 착용평가한 연구에서 운

동 중의 심부온 및 피부온, 발한량 감소 등의 향상된 

온열생리 반응이 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나타난다

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열과 

운동부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직장

온과 평균 피부온에서 소재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복의 소재차이에서 

야기되는 온열생리 반응을 평가하기에는 본 연구의 

실험 프로토콜에서 착용한 특수방화복과 개인보호

장비의 밀폐성과 중량이 피험자들에게 과부하로 작

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박수는 착의조건이나 자세 변화, 그 밖의 인자

가 신체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

이며 심박수의 증가는 서열 및 운동부하의 정도와 비

례한다(Kim & Kim, 2011). 심박수는 휴식구간과 회

복구간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두 조건 간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 시작 후 35분 경과지점부

터 FC-Uniform 조건의 심박수가 Control 조건에 비교

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으며 운동구간 후반인 실험 

시작 후 40분 경과지점에서는 유의하게 심박수가 낮

은 것이 확인되었다(t=–2.624, p=.025)(Fig. 3). 심박수 

측정결과를 구간별 평균값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FC-Uniform 조건의 휴식구간, 운동구간, 회

복구간의 평균 심박수는 각각 75±6bpm, 144±7bpm, 

123±10bpm이었고, Control 조건에서는 각각 77±6bpm, 

150±4bpm, 126±6bpm으로 FC-Uniform의 착용으로 운

동구간의 평균 심박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Son(2019)은 소방 기동복의 동작성을 평가한 연구

에서 본 연구의 FC-Uniform 조건과 유사한 디자인의 

라글란 소매와 신체에 맞도록 디자인된 셔츠를 소방

복 안에 착용한 경우, 어깨의 관절가동범위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상반신을 움직이거나 굽히는 등

의 굴신 동작에서도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이 특수방화복과의 마

찰 저항을 감소시키고 어깨와 상반신의 움직임을 용

이하게 하여 착용자의 관절가동치 증가에 영향을 미

쳤다고 해석하였으며(Son, 2019), 디자인 변화로 향

상된 동작성은 시간경과에 따라 신체적 부담에 영향

력을 발휘하여 본 연구의 실험 프로토콜과 같은 트레

드밀 운동에서 온열생리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Kim and Kim(2011)의 연구에서는 서열환경에서 작

업복의 소재 차이에 따른 온열생리 반응을 관찰한 결

과, 20분의 운동구간을 두 번 반복했음에도 흡한속

건 기능, 신축성 및 경량 소재의 작업복 착용으로 인

한 유의한 심박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

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시작 후 35분 경과지

점부터 FC-Uniform 조건의 심박수가 Control 조건에 

비교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으며, 극명한 조건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운동구간 후반에 축적되는 

Fig. 2. Time courses of rectal temperature (a) and mean skin temperature (b) in FC-Uniform condition and in con- 

tro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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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착용한 의복의 차이로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2. 의복내 온습도

가슴과 허벅지의 의복내 미세기후의 조건 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의복내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 20분 

휴식, 30분 운동, 30분 회복의 구간별 의복내 습도의 

평균값에서는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다. 실험 시작에서 종료까지 5분 간격의 가슴 부위 의

복내 습도 결과에서는 운동구간 후반부에서 조건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 시작 후 35분 경과지점

부터 FC-Uniform 조건의 스트레치 셔츠와 특수방화

복 사이의 의복내 습도가 Control 조건에 비교해 낮

은 경향이 보였으며, 실험 시작 후 40분 경과지점에

서는 10%p(t=–2.478, p=.042)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Fig. 4(a)). 이러한 경향은 운동구간이 마칠 때

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복과 특수방화복 사이의 의복내 습도에서는 

운동구간 후반의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인 반면, 

피부와 실험복 사이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의복내 습

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Kim and 

Kim(2011)의 연구에서 작업복의 소재에 따른 의복

내 습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흡한속건사만으로 조성된 소재가 아닌 점을 들었다. 

Yoshida(2015)는 열의 전도와 흡수는 면 100%가 좋지

만, 증발과 통기성에서는 폴리에스테르 100%가 이상

적이므로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혼방을 스포츠웨어

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크릴과 함

께 기동셔츠에 혼방된 면은 발한 시의 흡수력이 좋

아 쾌적한 섬유로 알려져 있지만(Son, 2018; Yoshida, 

2015), 고강도의 운동 시에는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

성 섬유가 흡수된 수분을 빠르게 이동시켜 의복내 공

간을 건조하게 유지하므로 착용 성능이 좋다는 보고

가 있으므로(Chung & Chang, 1999; Morris et al., 1984),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된 FC-Uniform 조건의 스트레

치 셔츠 착용이 서열 및 운동부하 환경에서 의복내 

기후의 불쾌감을 해소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의복내 온도의 경우, 가슴 부위에서 실험복의 소

재와 디자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휴식구간에서 피

부와 실험복 사이의 가슴 부위의 평균 의복내 온도

는 FC-Uniform 조건일 때, 33.6±0.5oC로 Control 조건

(34.7±0.3oC)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t=–4.573, p=.

002), 이는 회복구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C-

Uniform: 35.4±0.9oC, Control: 36.4±0.6oC, t=–2.275, p

=.046). 실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5분 간격의 가슴 

부위 의복내 온도에서도 휴식구간부터 의복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 피부와 실험복 사이의 가

슴 부위 의복내 온도는 실험 시작 직후인 휴식구간에

서 약 1.7oC의 차이를 보였지만(t=–5.024, p=.001) 운

동구간 초반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시작 

후 35분 경과지점부터 FC-Uniform 조건의 의복내 온

도는 낮아지지 시작했고 운동구간 후반에서는 Con-

trol 조건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t=–2.405, p= 

.037), 약 1oC의 의복내 온도 차이는 회복구간까지 유

지되었다(Fig. 4(b)). 이러한 차이는 폴리에스테르와 

아크릴/면 혼방소재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30분 

동안의 트레드밀 운동과 30분 동안의 회복 동안 흘린 

땀을 아크릴/면 혼방소재가 흡수하였으나 이를 원활

히 증발시키지 못한 것이 약 1oC의 온도차이로 나타

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복과 특수방화복 사이의 

가슴 부위 의복내 온도는 FC-Uniform 조건의 착용에

서 Control 조건보다 낮은 경향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Fig. 4(c)> 유의한 차이는 얻어지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소방활동 시 폴리에스테르의 스트

레치 셔츠를 소방복 아래에 착용하는 것이 아크릴/

면 혼방소재의 기동셔츠를 착용하는 경우보다 의복

내 기후의 불쾌감 해소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Kim 

Fig. 3. Time courses of heart rate in FC-Uniform and 

in contro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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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im(2011)은 작업복 소재를 면/나일론 혼방에서 

나일론/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변경하

여 서열환경에서 평가하였는데 의복내 습도에서는 

소재 변경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의복내 온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였고 나일론/폴

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 혼방소재의 작업복에서 적

극적인 온열생리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적정한 여유분이 있는 옷을 착용하게 되면 팔과 

다리의 운동으로 인한 풀무효과로 통기성이 향상되

고 착용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를 통해 대

퇴부의 통기성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루즈핏으로 피부와 실험복 사

이의 공간이 충분한 Control 조건과 상대적으로 의복

내 공간이 적은 FC-Uniform 조건의 의복내 기후 비교

에서 Control 조건의 의복내 습도가 더 낮을 것을 예

상하였으나 구간별 평균치를 비교하였을 때 피부와 

실험복 사이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서 유의한 결과

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유분 증가로 기후층이 넓어

진 난연복 착용 시에 의복내 온습도가 유의하게 낮았

던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Kim et al., 

2006), 선행연구의 실험복은 최외층으로 피부와 실

험복 사이에 추가 의복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그 이유

로 분석할 수 있다. 

의복내 기후에서 가슴 부위에 비해 허벅지 부위에

서는 적극적인 온열생리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트레드밀 운동에서 허벅지는 주된 운동을 담당하

는 근육으로서 혈류량의 변화와 열 생산 및 발한이 활

발히 이루어져 착용의복의 소재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

         

Fig. 4. Time courses of microclimate humidity and temperature on the chest: (a) microclimate humidity between sta-

tion uniform and FFC, (b) microclimate temperature between skin and station uniform, (c) microclimate tem-

perature between station uniform and FF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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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 Kim, 2011).

3. 주관적 감각 – 한서감, 온열 쾌적감, 습윤감, 운

동자각도

휴식구간, 운동구간, 회복구간 중 피험자의 주관

적 감각인 한서감과 온열 쾌적감에서 기동복의 소재

와 디자인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구간별 평균값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Fig. 5). 가슴과 전신 부위의 습윤감의 경우, 실험 

시작 후 60분 경과지점에서 FC-Uniform 조건은 Cont-

rol 조건과 비교하여 더욱 건조하게 느끼며 회복구간

에서 습윤감의 감소폭이 큰 경향을 보였으나<Fig. 6>, 

각 구간별 평균 습윤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운동구간 후반에서 운동부하가 축적되면서 

운동자각도는 FC-Uniform 조건에서 17.0±0.5점, Con-

trol 조건에서 16.8±1.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두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서열환경에서의 운동 후 회복구간에서 심부온은 

상승하지만 온열 불쾌감이나 습윤감 역시 상승하기

도 하는데 본 연구의 FC-Uniform 조건에서 피험자들

은 회복구간 진입 시 전신 습윤감의 저하를 응답하였

다. 통계적 차이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

은 실험복의 소재 차이가 착용자의 주관적 감각으로 

표현된 것이라 판단된다.

Son(2019)은 소방복과 소방장비 착용 후의 동작성

에 관련한 주관적 감각을 조사하였는데 FC-Uniform 

조건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험복과 소방복 착용 시 허

리와 발목 부위의 동작성과 몸을 굽히거나 다리를 움

직이는 동작시의 착용 쾌적감은 피부와 실험복 사이

Fig. 5. Time courses of thermal sensation (a) and thermal comfort (b) on whole body, respectively.

Fig. 6. Time courses of humidity sensation on the chest (a) and whole body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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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복내 공간이 많은 착용조건에 비교하여 향상된

다는 결과를 보였다. 의복의 온열 쾌적성 측면에서 

의복내 공간은 필수적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착용자의 동작성에 부정적으로 작용기도 한다

(Yamato et al., 2010). 이는 착용자의 신체적 부담 증

가로 이어지므로 운동구간과 회복구간에서 착용 쾌

적감과 동작성의 저하가 운동자각도와 같은 주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IV. 결   론

소방대원들이 특수방화복 아래에 착용하는 기동

복의 디자인과 소재의 변화가 소방활동과 같은 서열 

및 운동부하 환경에서 착용자의 온열생리 반응 및 주

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방화복 아래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폴리에스테

르 100%의 스트레치 성능과 땀 흡수성이 향상되고 

신체에 잘 맞도록 디자인된 실험군(FC-Uniform)과 

난연처리한 아크릴/면 소재의 기동셔츠와 아라미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기동하의로 구성된 대조군을 

의복 착용조건으로 하여 서열환경(기온 34oC, 상대습

도 65%)에서의 운동부하로 인한 두 조건 간의 발한

량, 직장온, 평균 피부온, 의복내 온습도와 같은 온열

생리 반응 및 한서감, 온열 쾌적감, 습윤감 등의 주관

적 감각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심부온으로 선정한 직장온과 평균 피부온, 발한량

에서는 기동복의 디자인과 소재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시작 후 40분 경

과지점인 운동구간 후반에서 폴리에스테르 100%의 

스트레치 성능과 땀 흡수성이 향상되고 신체에 잘 맞

도록 디자인된 의복을 특수방화복 아래에 착용한 경

우, 심박수의 상승률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극명

한 조건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운동구간 후반에 

축적되는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착용한 의복의 차이

로 달라질 가능성의 시사라 여겨진다. 

실험 시작 후 35분 경과지점부터 실험복과 특수방

화복 사이의 가슴 부위 의복내 습도에서 두 조건 간

의 차이가 나타났고, 실험 시작 후 40분 경과지점에

서는 실험복의 디자인과 소재 변화로 인해 10%p(t=

–2.478, p=.042)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며, 이러한 경

향은 운동구간이 마칠 때까지 유지되었다. 피부와 

실험복 사이의 의복내 온도에서는 휴식과 회복 구간

에서 실험복의 디자인과 소재 차이가 나타났다. 실

험 시작 35분 경과지점부터 폴리에스테르 100%의 

스트레치 성능과 땀 흡수성이 향상되고 신체에 잘 맞

도록 디자인된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가슴 부위의 

의복내 습도가 낮아지고, 약 1oC의 의복내 온도 차이

는 실험 종료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기동복의 디자

인과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복내 기후의 불쾌감

을 해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험자의 주관적 감각인 한서감과 온열 쾌적감에

서는 기동복의 디자인과 소재 변경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신 습윤감에서는 회복구

간 진입 시 습윤감 감소폭에서 차이가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온이나 평균 피부온, 한서감과 

온열 쾌적감에서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특수방화복과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

하여 그 중량과 부피가 과부하로 작용한 것이 원인으

로 사료된다. 특수방화복과 개인보호장비는 착용하

는 것 그 자체로 착용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가하지만

(Roh et al., 2020), 실제 소방활동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시 착용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실제 소방

대원이 아닌 일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하여 실험복의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현직 소방관의 

품평, 착용감의 평가, 기동복으로의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소방복과 개

인보호장비 착용 평가방법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평가결과의 유효성과 소방복 착용에의 적응 정도를 

이유로 피험자를 소방대원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하

였는데(Son et al., 2014),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방 복제 개선 사업을 통해 기동복의 디자인과 소

재가 변경이 되었지만(NFA, 2017), 개선된 기동복에 

대한 의복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디자인과 소재평

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서열부담과 작업 수행 능력 

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인체 착용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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