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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복의 실태와 문제점 및 디자인 선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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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explored the actual conditions, problems and design preferences of dementia inpatient clothing.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21 dementia hospitals and nursing care facilities and  87 caregivers and nurses of
dementia hospita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patient clothes of dementia hospitals were two-piece styles, the shirts of front
opening with buttons and pants of no opening with elastic band. Those of dementia care facilities were two piece styles
of shirts and pants, training suits or private plain clothes not uniform. Severe dementia inpatient dressed uniforms of the
jump suits or two piece styles in some dementia care facilities. Second, the problems of dementia inpatient clothing were
composed of suitability of raw and subsidiary clothing material, diversity of design and size, durability and form stability
of clothes and elastic bands. Third, the design elements similar to those of existing inpatient clothing were preferred with
regard to improving dementia inpatient clothing. That is, the design preferences of shirts showed front opening style with
buttons, round neckline and a three-quarter-length sleeves. Those of pants came out no opening style with elastic band
and full length. Also, pink color and natural patterns were preferred, and the private plain clothing of inpatient and fusion
Han-bok style were somewhat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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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구의 고령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65

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본격적 고

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따라 파생되는 치매와 중풍같은

노인성 질환의 증가는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

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65세 이

상 인구의 8.3%(36,4000명)로 추산되며, 2010년 8.6%(460,400

명), 2015년에는 9.0%(580,000명)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일보, 2005). 

치매(dementia)는 뇌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기질적으로 손상

되어 전반적인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행동, 정신

기능의 감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신경정신계 질환이다. 치매

는 임상적 징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알쯔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으로 알려진 퇴행성 치

매가 약 50%, 뇌졸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가 약 20~30%를 차지하고 있다(오병훈 외, 2002). 

치매는 유병기간이 길고, 인지적, 신체적 기능의 지속적 감퇴

로 의존성이 높으며, 배회나 착란, 대소변의 실금, 공격적 행위

같은 문제행동으로 부양가족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

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치매환자 1명의 발생은

평균 3.8명의 가족이 필요할 만큼 가족 전체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

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접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유광수,

2001). 

치매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치매 진단 기법이나 치료에 관

한 임상 연구와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실태 분석, 복지

차원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

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보다 자양한 학문 분야

에서 치매 노인의 감정과 정서 표현 등을 통해 인지기능을 개

선하기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인정요법 등의 연

구들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애 1998; 김남초

외, 2000; 김정아, 2003; 서수련, 2000). 

의류학 분야에서 치매환자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홍나영(1999)은 치매 노인을 포함한 거동 부자유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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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실태 조사와 시판 환자복의 착의 실험을 실시한 연구에

서 노인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김혜경(1999)과 한경희 외(2002)는 치매환자복의 소재와 디자

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들은 일반적인 고령 환자의 거

동의 불편함과 체형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치매환자의 인

지 기능의 저하 및 다양한 문제행동 출현과 같은 임상적 특성

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심리적,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이고,

인지기능의 상실로 옷을 벗거나 단추를 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여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외관상 민망한 상태로 노출

될 수도 있다. 또한 대소변의 잦은 실금으로 옷을 자주 갈아입

어야 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들과 가장 밀접한 의생활 환경이 치

매환자 자신은 물론 부양자와 의료진에게 막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치매환자복의 개발은

치매환자의 저하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잔존 능력을 최대

한 이끌어 내어 일상생활의 영위에 도움을 주며, 치매환자의 감

정 자극과 정서적 표현의 향상을 통해 임상 치료적 차원의 접

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심미성과 기능성, 쾌적성이 향상된 치매환자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중의 하나로서, 현재 치매 병원과 요

양 시설에서 착용되고 있는 치매환자복의 관리 및 착의 실태

를 파악하고, 치매환자의 간병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치매환

자복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와 기존 환자복의 문제점 분

석을 통해 치매전문 환자복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심미성과 기능성, 쾌적성이 향상된 치매환자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치매환자복의 관리 및 착의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치매환자복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선호도롤 분석한다. 

2.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조사로서 치매병

원의 수간호사 2명과 간병사 2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의복행동 특성과 환자복의 전

반적 관리실태,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Table 1).

첫 번째 유형의 설문지에는 치매전문 시설의 환자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시설의 현황, 치매환자복의 관리 및

착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설문

지는 간병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치매환자복의 문제점과 디자

인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환자복의 문제점은 예

비조사 결과에서 18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5점 리커트형 척도

로 측정하였다.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선호도는 선행연구를 참

조하여 환자복의 디자인 요소별 선호도를 명명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디자인 요소는 글과 그림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Table 1. 설문지 구성

설문지 유형 설문문항 문항수

I 치매환자복의 실태 치매시설 현황 시설 유형 

규모(병상수)

소재지

냉난방 시설

환자의 성별 비율 

환자 연령대

환자 대 간병인 비율

6

치매환자복 관리 실태 관리부서 

세탁방법 

환자복 일일 보유량 

환자복 교체 주기 

4

치매환자복 착의 실태 환자복 유형

성별 구분

사이즈 구분

증세별 구분

기타 복식류

5

Ⅱ 치매환자복의 문제점과 디자인 선호도 치매환자복의 문제점 18

디자인선호도 15

인구통계적 특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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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첫 번째 설문지의 조사대상으로는「2005년 노인복지시설 현

황(보건복지부, 2005)」에 등록된 치매전문 치료 및 요양 시설

중에서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21개의 시설을 선정하였다(http:/

/www.mohw.go.kr/index.jsp). 2005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훈련

된 조사원이 치매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interview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병동 수간호사나 관리과장으

로 환자복 관리와 구매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설문지의 조사대상은 경남 지역의 2개 공립 치매병원에 근

무하는 간병사와 간호사들이었다. 2005년 12월에 총 100부를 배

부하였으며, 그 중 87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치매전문 시설

은 치매전문 병원, 노인전문 병원, 무료 및 유료 치매 요양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75병상부터 200병상 이상까지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경기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선호도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 대

상자 중에서 간병사는 42명(48.3%), 간호사는 45명(51.7%)이었

으며, 성별은 모두 여자이다. 연령은 20대가 23명(24.7%), 40

대 25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는 18명(19.4

%), 16명(17.2%)이었다. 경력은 3년 이상의 경력자가 65.6%를

차지하여 치매환자복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SPSS WIN Ver. 12.0을 사

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치매환자복의 실태 분석

치매환자복의 관리실태 : 치매전문 시설의 현황을 보면(Table

3), 입원 환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이었으며,

남자 대 여자 환자의 평균 비율은 2.8명으로 여자 치매환자의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았다. 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치매 유병

율이 더 높고,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병훈

외, 2002). 치매환자는 보행이나 배변, 옷을 입고 벗는 행동 등

의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간병인의 보호와 수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간병인 1인당

보호 환자는 평균 약 4명으로 나타났다.

치매전문 병원이나 요양원의 환자복 일일 보유량은 입원 환

자 대비 평균 3.24 배수였으며, 많은 곳은 5~6배수까지 보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들은 배변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기저귀를 착용하지만, 배변량이 많아 환자복까지 더럽

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량이 많은 편이다. 

치매전문 시설의 환자복의 수명은 평균 1.6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월이나 6개월 만에 교체하는 곳도 있다. 세탁

방법은 병원과 요양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한 곳을 제

외한 모든 치매 병원들이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요양

원은 자체 세탁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환자복은 규정상 반드시 고온살균 세탁을 해야 하며, 요양원에

서는 고온세탁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환자복의 소재는 온도와 수분에 강한

100% 면섬유로 제한되며, 잦은 세탁에 의해 수축과 원단 손상

이 빨라져 환자복의 물리적 수명은 짧은 편이다. 

치매환자들에게 환자복을 배부, 수거하고, 세탁을 의뢰하는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병원에서는 주로 간호과였으며,

간호과의 수간호사와 고참 간호사는 환자복의 디자인 선정과정

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사 혹은 생

활지도원들로 이루어진 생활 지도부나 케어팀, 생활팀, 의료 재

활팀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실이나 간호부 같은 부

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치매환자복의 착의실태 : 치매 환자복의 착의 실태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치매환자복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치매병원

에서 일반 병원과 차이가 없는 상하분리형의 환자복을 착용하

였다. 치매요양원에서는 환자복 이외의 복식을 착용하는 곳이

네 곳이었으며, 그 중에서 두 곳은 일반 치매환자들에게 트레

이닝복과 일반 사복을 상하분리형 환자복과 병용하면서 점차

Table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병원 특성 병원 유형 치매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원(무료)

전문요양원(유료)

 5(23.8)

 4(19.0)

11(52.4)

 1( 4.8)

합계 21(100.0)

병원 규모

(병상수)

75 개 이상~100개 미만

100개 이상~150개 미만

150개 이상~200개 미만

200개 이상

4(19.0%)

6(28.6%)

8(38.1%)

3(14.3%)

합계 21(100.0)

병원 소재지 서울, 경기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충청도

10(47.6%)

 7(33.4%)

 2( 9.5%)

 2( 9.5%)

합계 21(100.0)

간호사·

간병사 

특성

직업 간병사

간호사

42(48.3)

45(51.7)

합계 87(10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3(26.7)

18(20.9)

25(29.1)

16(18.6)

 4( 4.7)

합계 86(100.0)

경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7년 미만

7년~9년 미만

9년 이상

12(13.8)

20(23.0)

17(19.5)

18(20.7)

 5( 5.7)

15(17.2)

합계 8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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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복의 비율을 축소시키는 추세라 하였으며, 다른 두 곳은 일

반 사복만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복은 환자의 부

양 가정에서 가져오거나 치매요양원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치매환자복의 성별 구분을 살펴보면, 11개 시설에서는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시설에서는 성별에 따라 색

상이나 문양, 디테일, 사이즈 등에 차이가 있다. 치매병원은 주

로 색상과 문양에서 성별 구분이 있으며, 한 병원에서는 남녀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가 달랐다. 치매요양원에서는 색상 외에

도 환자복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트레이닝복을 착

용하는 치매요양원에서 남자는 앞트임에 지퍼 여밈이 있는 트

레이닝복을, 여자는 트임이 없는 라운드 넥의 트레이닝복을 착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치매요양원에서는 성별에 따라

환자복의 앞, 뒤트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는 대부분 남자의 사이즈 체계에

의한 것이었으며 남녀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가 다른 시설은 한

치매병원 뿐이었다. 사이즈의 종류는 대부분 세 개 정도였으며

환자복의 사이즈가 한가지 밖에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즈 체계가 매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격이 작은

환자들은 세탁을 많이 하여 수축이 심하고 낡은 환자복만을 착

용하거나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비해 훨씬 큰 환자복을 소매와

바지부리를 걷어 올려 입어야 하기 때문에 보행과 활동에 불편

이 있고, 간혹 옷자락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한경희 외, 2002). 홍나영(1999)의 연구에서도 분리형 일

반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는 여자 노인환자에게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치매환자용 환자복의 구분은 11개 시설

에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시설에서는 일반 치매환자복과

구분이 없이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병원 중에서는 세

곳에서 중증 환자복을 구분하였으며 그 중에서 한 곳은 앞트임

에 끈 여밈이 있는 원피스 드레스형 환자복을 도입하였으나 현

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두 곳은 상하분리형의 환

자복으로 하나는 상의가 무릎길이까지 내려오는 튜닉형이었며,

나머지 하나는 상의에 앞트임과 어깨트임이 함께 있는 형태이

다. 

요양원에서는 중증 치매환자복의 구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치매환자들이 일반 복식을 착용하는 두 요양원에서

는 중증 치매환자에게 상하분리형 환자복을 착용시켰으며 나머

지 6개 요양원에서는 우주복 스타일의 상하연결형 환자복을 중

증 치매환자복으로 사용하였다. 

기타 복식 종류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이 환자복과 병

용하여 착용되고 있다. 치매병원 중에서는 한 곳만 여름철에 반

팔 소매의 면 티셔츠를 환자복과 병용하였으며 치매요양원에서

는 병원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복식이 지급되고 있다. 여름철

에 주로 반팔 면 티셔츠를 착용하는 곳이 세 곳이었으며 겨울

철에는 많은 요양원에서 환자복 위에 덧입을 수 있는 카디건

스웨터나 조끼, 점퍼, 트레이닝복, 내의, 목도리 등을 지급하였

으며 그 외 외출용으로 개량한복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요양시설의 복식 유형이 다양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피

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5),

세탁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와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3. 치매환자복의 관리 실태

대상
              시설 현황                                                치매환자복 관리실태

여/ 남환자(1인) 환자/ 간병인(1인)  환자복 보유 벌수/ 환자(1인) 수명 (년) 세탁방법  관리부서

치매 및 노인 병원 A 2 5.4 5 1.5 위탁 간호과

B 1.5 6 1 · 위탁
간호과

관리과

C 1.9 4 3 2 위탁 간호부

D 1.9 8 6 1 위탁 관리과

E 1.4 6 2 2 자체 간호과

F 3 6 5 1 위탁 관리팀

G 1.8 6 3 2.5 위탁 간호과

H 1.5 4.5 5 · 위탁 간호과

I 1 2.5 3 1 위탁 간호과

치매 요양시설 J 6.6 3 2 2 자체 생활지도부

K 4.7 2.5 2 1 자체 생활지도팀

L 3.9 3 4 5 자체 생활지원과

M 2.8 2.5 3 · 자체 위생팀

N 1.1 2.5 3.5 1 자체 생활지도원

O 4 1.2 · · 자체 사무실, 간호부

P 2.6 3 3 0.5 자체 사무실

Q 5.7 2.5 3 2 자체 간호과

R 2.4 7 3 0.5 자체 케어팀

S 4.5 2.5 3 · 자체 의료재활팀

T 1.9 2 2 0.3 자체 생활팀

U 2.7 3.6 · · 자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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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치매환자복의 문제점

치매환자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문

항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치매환자복의 문

제점에 대한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 결과, 원·

부자재 적합성, 다양성, 내구성, 형태 안정성의 네 차원으로 분

류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2.85%였다. 

원·부자재 적합성은 치매환자복의 문제점으로 가장 설명력

이 큰 차원이었으며, 옷감의 땀흡수, 냄새, 구김, 뻣뻣함 등의

 
Table 4. 치매환자복의 착의실태

대상 유형
성별

사이즈 중증 구분 기타
남 녀

치매 및 

노인 병원

A 분리형 흰색+ 푸른색 도트 L 원피스 ·

B 분리형 흰색+ 푸른색 도트 소/ 중/ 대 · ·

C 분리형 흰색+ 푸른색 체크 중/ 대 · ·

D 분리형 푸른색 분홍색 소/ 중/ 대 · ·

E 분리형A 흰색+ 주황색 줄 L/ XL/ XXL 분리형B ·

F 분리형 복합색+ 미소니문양
소/ 중/ 대 ·

·

파이핑; 녹색 파이핑; 주황색 ·

G 분리형 흰색+녹색도형 흰색+분홍도형 소/ 대/ 특대 · ·

H 분리형A 흰색+푸른색 꽃 흰색+분홍색 꽃
남;중/대 여; 소/ 중/ 대 분리형B 하; 면티셔츠

중, 대 소, 중, 대

I 분리형 연 푸른색 100/ 110/ 120 · ·

치매 요양시설 J 트레이닝 노랑색 앞트임+지퍼 노랑색 트임없음

L/ XL/ XXL 연결형 
하; 면티셔츠,  모시 몸빼바지

동; 카디건,
분리형 흰색+ 꽃

하의; 녹색

흰색+ 꽃

하의; 분홍

K 분리형 푸른색

앞트임

주황색

뒤트임
S/ M/ L 연결형 동; 카디건, 조끼

L 분리형 주황색 소/ 중/ 대 · ·

M 분리형 주황색 소/ 중/ 대 · 하; 면티셔츠

N 일반옷 · ·
연결형

개량한복, 

동; 트레이닝분리형 흰색+녹색 병원명 흰색+분홍 병원명 L/ XL/ XXL

O 일반옷 · · 분리형 ·

P 분리형 흰색+분홍, 노랑색 도형 M/ L/ XL · 동; 조끼, 점퍼, 목도리, 내의

Q 분리형 흰색+분홍, 주황 꽃과 도형 S/ M/ L/ XL 연결형 ·

R 분리형 흰색+녹색, 분홍 꽃과 도형 소/ 중/ 대 · ·

S 분리형 노랑색+푸, 노랑 버섯푸른색+푸, 분홍 도형 소/ 중/ 대 연결형 ·

T 분리형 흰색+푸른 줄 흰색+분홍 줄 소/ 중/ 대 연결형 동; 트레이닝

U 일반옷
· · 분리형

하; 면티셔츠

동; 카디건, 점퍼

Table 5. 치매환자복의 문제점

요인명 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변량 평균

원·부자재 적합성 땀 흡수가 잘 안 된다

단추 끼우기가 불편하다

세탁을 해도 냄새가 난다

세탁 후에도 오염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구김이 심하다

단추가 잘 깨지거나 부숴진다

세탁 후 옷감이 뻣뻣해진다

.81

.72

.72

.66

.58

.57

.54

3.93

23.08

2.99

3.34

2.91

3.77

3.77

4.14

3.42

다양성 다양한 사이즈가 필요하다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남녀별 환자복의 구분이 필요하다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는 바지 트임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정서와 안정을 위한 고려해야 한다

.78

.78

.70

.55

.52

2.77

39.38

4.15

3.56

3.24

3.06

3.79

내구성 겨드랑이나 앞단 같은 특정 부위의 마모가 심하다

옷감이 빨리 닳는다

옷감이 잘 찢어진다

.80

.78

.57

2.50

54.10

3.99

3.99

3.96

형태 안정성 옷감의 수축(줄어드는 것)이 심하다 

바지 허리의 고무줄이 심하게 늘어난다

.84

.60

1.49

62.85

4.06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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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단추가 깨짐, 단추 조작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포함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단추가 깨지거나 부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추의 강도가 약해 대형세탁기의

고회전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추

조작의 불편함’은 적정 크기의 단추와 단추 구멍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여밈 장치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

야 할 것이다. 또한 세탁 후에 ‘오염 제거가 안 되는 문제’나

‘심한 구김’, ‘옷감이 뻣뻣해지는 문제점’ 등은 치매 환자들에

게 쾌적한 느낌을 주지 못하므로 방오 가공이나 유연 가공 처

리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 차원에는 ‘사이즈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함’, ‘남녀

구분이 없음’, ‘기저귀 교체를 쉬운 트임이 있는 디자인’, ‘환

자의 정서와 안정을 고려하는 디자인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복은 남자의 사이즈 체계에 의해 만들어

진 3~4개 정도의 사이즈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여자 환자들

은 자신의 신체 크기에 적합한 환자복을 착용하기가 쉽지 않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품목이나 사이즈의 구분

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노인의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훨씬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홍나영, 1999), 우리나라도 고령 인

구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성별, 체형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사이즈 체계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은 ‘환자의 정서와 안정을 위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착용되는 치매환자복은 병원의 관

리 편이성이나 경제성에 의해 구입되며 일반 환자복과의 차이

도 없다. 치매환자는 인지적 측면의 손상이 큰 문제가 되기 때

문에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이 치매

의 치료와 병의 진행 속도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환자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서적 안정, 심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의상치료

(clothing therapy)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환자복의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복의 종류는 앞트임의 상의와 바

지로 이루어진 일반 환자복과 우주복형의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우주복형은 배변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옷을 함부로 벗는

이상행동을 많이 하는 중증 환자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실용성이

낮아 착용률이 낮은 편이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산업이 상대

적으로 발달한 일본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셔

츠, 가운, 스커트, 바지, 원피스 드레스 등의 의복 종류가 다양하

고 트임 위치와 여밈 종류와 칼라, 네크라인 등의 디테일이나 색

상과 문양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치매환자들도 용도에

따라, 취향에 따라, 기능에 따라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남녀 환자복의 구분이 없다’는 문제를 볼 때, 현재 치매환

자복의 종류와 형태는 물론 사이즈 체계에서도 차이가 없는 실

정이다. 남녀별 환자복의 차이는 대부분 색상이나 문양에서만

나타나며, 치매환자들은 여자 환자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치매환자들은 배변관리가 안되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저

귀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바지를 벗기지 않고 ‘기저귀만 쉽게

갈 수 있는 트임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정도가 높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주복형의 경우 밑아래 부분에 지퍼를

열면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다고 하지

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지퍼가 노인들의 약한 피부에 배

기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내구성 차원에는 ‘겨드랑이나 앞단 같은 특정 부위의 마모’,

‘옷감이 빨리 닳음’, ‘옷감이 잘 찢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포

함되어 있다. 이 차원에 포함된 항목들은 모두 문제점으로 인

식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앞단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마모

율이 더 크기 때문에 파이핑이나 바이어스 단으로 감싸기도 하

지만, 앞단이 두터워지거나 파이핑을 사용하면 마모율이 더 커

질 수도 있어 이에 해결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세탁에

의해 원단은 마모되고 약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자복을 잡

아당겨 환자들을 이동시키는 경우에 쉽게 찢어지게 된다. 따라

서 강도가 높은 소재 개발이나 마모 방지가공 처리가 필요하다. 

형태 안정성 차원에는 ‘세탁에 따른 옷감의 수축’과 ‘바지허

리의 고무줄이 늘어남’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차원에 비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환자복의 면섬유

소재는 세탁에 따른 수축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자복은 대부

분 몇 개의 큰 사이즈만 생산되고 체격이 작은 환자들은 주로

수축되고 낡아진 환자복을 착용한다. 이러한 수축의 문제는 치

매환자복의 사이즈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바지의 허리 고무줄은 세탁에 의해 심하게 늘어

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끈의 경우는 쉽게 닳기도 하고 끈이 쉽게 풀리

면 환자들이 바지를 벗고 기저귀를 빼거나 간혹 응급 시에는

풀리지 않는 단점도 있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끈보다는 고

무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온과 수분

에 잘 견디고 형태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3.3.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선호도

치매환자복의 전반적 디자인 선호도 : 치매환자복의 전반적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환자복 유형

으로는 응답자의 94.3%가 상하분리형을 선호하였다. 치매 전

용 환자복으로 알려진 우주복형 환자복에 대한 선호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치매병원에서는 우주복형 환자복의 단

가가 높고 지퍼가 고온세탁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경험

이 거의 없었거나 착탈의 과정이 분리형 환자복에 비해 힘들기

때문에 간병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로 나온 의견은 일반 옷에 대한 선호이며 이는 환자들에게

가정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줄 수 있어 환자복에 비해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바탕 색상에 대한 선호도는 분홍색이 40.5%, 푸른색이 29.8

%, 흰색이 10.7%, 그 다음은 오렌지색, 녹색, 노랑색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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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분홍색은 환자의 혈색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

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양에 대한 선호도는 자연물이 59.3%, 병원 이름 15.1%,

도형 무늬 10.5%, 그 다음은 무지, 줄무늬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시에 나온 응답으로 여자 환자들 중에는 특히 꽃문양

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선호하는 의복 종류로는 일반 환자복이 48.8%였으며, 환자

복이 아닌 개량한복과 일반 옷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25.6%로

나타났다. 치매 증상은 다른 질환의 환자들과 달리 장기 입원

환자이며 대부분의 여생을 병원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의 정서와 병원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환자복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치매환자복의 상·하의 디자인 선호도 : 치매환자복 상·하

의의 디자인 요소별 선호도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상의 디자인에서 ‘칼라 유무’에 대해서 칼라없는 디자인을 62.1

%가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고 단가가 낮기 때

문으로 보인다. 칼라가 있는 디자인은 36.8%가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는 치매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주름

진 목을 감추거나 환자복의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칼라있

는 디자인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네크라인의 형

태는 라운드형을 67.4%로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브이자

형(26.7%)으로 나타났다. 

‘상의 트임의 위치’는 앞 전체 트임의 선호도가 88.4%로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앞 반트임은 5.4%였으며, 뒤 전체 트

임은 1.2%만 나타났다. 뒤트임의 환자복은 해외 치매환자복 판

Table 6. 치매환자복의 전반적 디자인 선호도

구분 종류 빈도(%)

환자복 유형 상하분리형

연결형(우주복)

연결형(원피스)

기타

82(94.3)

 2( 2.3)

 0( 0.0)

 3( 3.4)

계 87(100.0)

바탕 색상 푸른색

녹색

분홍색

오렌지 색

노랑색

흰색

25(29.8)

 6( 7.1)

34(40.5)

 7( 8.3)

 3( 3.6)

 9(10.7)

계 84(100.0)

무늬 자연물 

병원 이름

줄무늬

무늬없음

도형무늬

기타

51(59.3)

13(15.1)

 5( 5.8)

 7( 8.1)

 9(10.5)

 1( 1.2)

계 86(100.0)

의복 종류 일반 환자복 

개량한복 

일반 옷

42(48.8)

22(25.6)

22(25.6)

계 86(100.0)

Table 7. 치매환자복 상·하의 디자인 선호도

구분 종류 빈도(%)

상의 칼라 유무 있음

없음

32(37.2)

54(62.8)

계 86(100.0)

네크라인 라운드 형

브이 형

스퀘어 형

유자 형

58(67.4)

23(26.7)

 3( 3.5)

 2( 2.3)

계 86(100.0)

트임 앞 전체 트임

앞 반트임

어깨 반트임

뒤 전체 트임

옆트임

트임 없음

76(88.4)

 5( 5.4)

 1( 1.2)

 1( 1.2)

 1( 1.2)

 2( 2.3)

계 86(100.0)

파스너 단추

끈

벨크로

지퍼

스냅단추

44(50.6)

 2( 2.2)

18(20.7)

 2( 2.3)

21(24.1)

 계 87(100.0)

소매유형 일자소매

라글란 소매

기타

59(69.4)

25(29.4)

 1( 1.2)

계 85(100.0)

소매 밑단 이중 겹단

고무줄

밑단처리 없음

46(54.1)

15(17.7)

24(28.2)

계 85(100.0)

소매 길이 긴 소매

7부 길이

37(42.5)

50(57.5)

계 87(100.0)

하의 형태 일자 바지

일자 바지 + 부리에 고무줄단

일자 바지 + 부리에 겹단 

33(38.4)

14(16.3)

39(45.3)

계 86(100.0)

트임 앞트임

한쪽 옆 전체 트임

한쪽 옆 반트임

양쪽 옆 전체 트임

양쪽 옆 반트임

다리 밑 전체 트임

뒤트임

트임없음

20(23.5)

 1( 1.2)

 4( 4.7)

 2( 2.4)

 1( 1.2)

 6( 7.1)

 1( 1.2)

50(58.8)

계 85(100.0)

파스너 끈 

지퍼

단추

고무줄

벨크로

기타

14(16.3)

 1( 1.2)

 2( 2.3)

60(69.8)

 8( 9.3)

 1( 1.2)

계 86(100.0)

길이 발목 길이 

7부 길이

74(86.0)

12(14.0)

계 8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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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치매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는 옷을 마음대로 벗거나 단추를 뜯는 행동을 보이는 중증 치

매환자에게 환자복 상의를 트임이 뒤로 가도록 거꾸로 입히는

경우는 있으나, 뒤트임 환자복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적이 없고,

환자가 누웠을 때 배길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의 파스너’로는 50.6%가 단추를 선호하였으며, 다음은 스

냅단추 24.1%, 벨크로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복 상의

의 파스너는 모두 단추가 사용되고 있으나 잘 깨지고 부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스냅단추와 벨크로는 조작이 편리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형세탁기의 고회전, 고온을 견

디는 문제가 있어 사용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소매 형태’는 일자 소매가 69.4%, 라글란 소매가 29.4%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환자복의 소매는 대부분

일자 소매이지만 내의류나 스포츠 웨어 같은 활동적 의복에 많

이 사용되는 라글란 소매 디자인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매 끝처리’는 이중 겹단이 53.5%, 밑단 처리 없는 것이

27.9%, 고무줄 처리한 것이 17.4%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

다. 이중 겹단은 커프스단이 덧대진 것으로 미적으로나 내구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고무줄단은 환자의 손목에 자극

을 줄 수 있고 착탈의 행동도 불편할 수 있으므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매길이 선호도’는 7부 소매가 57.5%로

가장 많았고 긴 소매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복

을 제 사이즈보다 크게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

올려야 하고 활동하면서 흘러내리는 불편 때문에 7부 길이의

소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7

부 소매의 환자복을 착용하고 있다. 

하의 디자인에서 ‘바지 형태’는 일자바지의 부리 끝에 이중

겹단이 붙은 형태가 45.3%, 일자바지가 38.4%, 일자바지에 고

무줄 단이 16.3%를 차지하였다. ‘바지 트임’으로는 트임이 없

는 형태가 58.8%, 앞트임이 23.5%, 밑아래 트임이 7.1%를 차

지하였다. 바지 허리에 사용되는 파스너가 대부분 고무줄이기

때문에 트임이 없는 바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지의

파스너’로는 고무줄이 69.8%, 끈이 15.1%, 벨크로가 9.3%를

차지하였다. ‘바지 길이’는 발목길이 86.0%, 7~8부 길이 14%

로, 긴 길이의 바지가 선호되었다. 바지 길이가 짧은 것은 외

관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치매병원과 요양원에서 착용되는 치매환자복의 실

태를 파악하고,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선호도와 문제점을 분석

함으로써, 치매환자복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시설의 환자복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환자복의 일

일 보유량은 환자수 대비 평균 4.24 배였으며, 환자복의 수명

은 평균 1.6년 정도였다. 치매병원은 고온살균세탁을 하기 때

문에 전문세탁업소에 위탁하였으며, 요양원은 자체적인 세탁시

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복의 관리부서로 병원

에서는 간호과에서 담당하였으며 요양원에서는 간병사나 생활

지도사들로 구성된 부서에서 담당하였다. 

둘째, 치매환자복으로 치매병원에서는 상하분리형의 일반 환

자복을 착용하였으며, 치매요양원에서는 일부에서 트레이닝복

이나 일반 사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환자복의 성

별 구분은 대부분 색상과 문양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

치매환자복과 중증 치매환자복의 구분이 있는 경우는 약 50%

정도였으며, 중증 치매환자복의 종류로는 상하분리형의 일반 환

자복, 상하연결형의 우주복 스타일의 환자복이 있다. 일부 치매

요양원에서 계절에 따라 여름철 반팔 티셔츠나 겨울용 점퍼와

카디건 스웨터를 환자복 외에 별도로 제공하였다. 

셋째, 치매환자복의 문제점은 원·부자재 적합성, 다양성, 내

구성, 형태안정성의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문항별로는 세탁에

따른 바지 허리고무줄의 늘어남, 사이즈의 다양성, 단추의 깨짐,

세탁에 따른 옷감의 수축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선호도는 상하분리형의 환자복에

분홍색과 자연물 문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의복 종류

로는 일반 환자복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개량한복과 평

상복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

자복의 상의 디자인으로는 라운드 네크라인, 앞트임에 단추 여

밈, 일자 소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의 디자인으로

는 일자바지에 부리의 겹단이 있는 형태, 트임이 없고, 고무줄

여밈을 선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치매병원의 치매환자복 종류는 매우 제

한적이었으며, 이는 병원 환자복에 대한 보험 적용이나 국고 지

원이 없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다른 질환의 발병이나 감염에 대

비하기 위한 세탁 방법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치

매환자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임상치료 환경을

고려한 치매환자복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치

매환자복과 위생용품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복의 문제점으로 분류된 원·부자재

적합성, 내구성, 형태안정성 차원들이 모두 세탁과 밀접히 관련

된 문제로서 환자복의 마모와 손상을 크게 하여 환자복의 수명

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치매환자복 디자인과 사이즈 개

발을 제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탁에 대한 내구

성과 형태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부자재의 개발과 적

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다른 기능성이나 정서적 차원의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치매요양원에서는 치매환자복을 트레이닝복이나 환자

가 가정에서 착용하던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일반 복식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일반 복식의 착용은 병원 관

리차원의 편이성보다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

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 중인 치매환자들은 환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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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의 정도와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증 치

매환자복의 종류로는 상하 연결된 형태로 뒤트임과 밑아래 트

임에 지퍼 여밈의 우주복형 환자복이 유일하다. 우주복형 환자

복은 중증 치매환자들이 혼자서 환자복을 개폐하지 못하게 하

는 기능이 있지만, 착탈의 과정이나 기저귀 교체시의 유용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저

조한 실정이다. 치매환자들의 이상행동은 부양자들의 노동 부

담과 스트레스를 크게 하므로 치매환자의 안정이나 치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들의 의복과 관

련되는 이상 행동의 양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기

능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복에서 어떠한 기능적 구조와 원,

부자재들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요소

에서 치매환자들의 관심과 감정을 자극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나아가

전문 의학이나 심리치료학 등의 다른 분야와의 학제간 협동 연

구를 통해 의생활 환경이 치매환자의 임상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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