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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mprovement of the senior patients' life quality by providing 
aesthetic and emotional stability by creating and providing a newly designed patient wear for 
them. Empirical research and analysis were done for the research. Survey from advanced re-
search and clothing design for the senior citizens in Japan and German a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extracted characteristics, which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a severe senior pa-
tient wear. A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emerged: affordability, comfort, aesthetics, and ease 
of putting on the clothes. To meet these conditions by the details of the clothing design, using 
fasteners like zippers and Velcro is useful. It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affordability making 
the vertically integrated overalls to be able being separated by zippers in order to reduce the vol-
ume of laundry. It was able to overcome the discomfort due to contamination of the feces 
through the use of the fasteners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choosing the comfort material 
related closely to the comfort. Using material mixed with multiple colors, plaid or bright pink, 
instead of using neutral colors fulfilled the aesthetic requirement. In Particular, utilizing detach-
able function fasteners contributed great services.

Key words: convenience for put on and take off clothes(착탈의 편리성), fastener(패스너), 
functional clothing(기능성 의상), patient of the Aged(고령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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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국가 경제에 있어 생산력이 감소

된다. 그러므로, 고령인구의 복지와 재취업 등 현안

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한국이 선진국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서 신

체가 허약해지고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

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누

워서 생활하거나 부분 마비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

고령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인권적 측면의

심각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인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고령 환자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미 선행연구1)에서 국내 고령

환자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환자복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을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선진국을 타

산지석으로 삼고자 영국 고령 환자복의 디자인 사례

를 분석하였다. 위의 선행연구가 요양원 고령 환자복

디자인 개발의 기초 연구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일본과 독일의 요양

원 고령 환자복을 조사 분석하고, 환자복에 대한 선

행연구를 토대로 기능성 고령 환자복을 디자인하여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환자복에 대해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실버의류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능성 의상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령 환자들의 체계적인 케

어를 꾀하며, 고령 환자복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주제의 선행연구를 분석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류은정2)은 치매 환자복

의 착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였고, 박혜원3)은 치매환자의 병원복 디자인개

발에서 지퍼와 벨크로의 활용이 바지 밑아래부분에

절개를 넣는 개구부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개구부에 지퍼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오

버롤 환자복의 경우 상하분리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여 세탁 시 부피를 줄이고 착탈의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배설물 또는 치료로 인해 오염이 잦은 부

위는 쉽게 분리하여 부분 세탁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여 경제성과 쾌적성도 함께 얻고자 하였다.

공혜정4)은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 와상환자

가 연구 대상이었던 반면에 본 연구는 고령 치매, 뇌

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패스너를 효율적으

로 이용한 환자복 디자인 설계, 제작이라는 점이 다

르다. 환자복 제작에 있어서도 공혜정은 착탈의 편의

성을 고려한 디자인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착탈의

편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패스너를 연구 활용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 질병의 종류에 따른 증상
노인의 의사진단 유병률은 고혈압(44.4%), 골관절

염/류마티스 관절염(27.4%), 요통/좌골신경통(17.0%),

당뇨병(15.6%), 골다공증(12.4%) 순으로 높다.5) 위

의 질병들은 비교적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으므로 마비증상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뇌졸중과 기타 이상행동으로 특수의상이 필요

한 치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일반 환자의

의생활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마비 등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에 따른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의복

디자인이 설계되어야함을 시사한다.

1) 뇌졸중의 증상

뇌졸중(腦卒中, stroke)은 뇌혈류 이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유발된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을 통

칭하는 것으로 혈액순환장애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



服飾 第63卷 2號

- 70 -

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를 수반한다.6) 의학적인

질병 용어로는 뇌혈관 질환(腦血管疾患, cerebro-

vascular accident)이라고 한다. 흔히 중풍(中風)이라

고도 하지만, 이는 좀 더 광의의 표현이다. 대한뇌졸

중학회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자의 98%가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

증, 심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뇌졸중의 사회경제적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인 별 사망률 중

에서 뇌졸중은 암에 이어 두 번째이고, 인구 100,000

명당 70.3명이다.7) 미국의 경우 뇌졸중이 전체 질병

사망률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의 첫 번

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약 20% 정

도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며,

15~30%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8)

2) 치매의 증상

치매(癡呆) 또는 인지증(認知症, dementia)은 후

천적으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

는 질환이다. 뇌신경이 파괴됨으로써 기억력장애, 언

어능력 장애, 변뇨실금, 편집증적 사고, 실어증, 기억

및 이해의 장애, 계산능력의 저하, 사고의 빈곤화, 우

울증이나 인격 장애, 행동의 공격성, 보속9)과 같은

정신 및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나타난다. 임상

치매등급(CDR, Clinical Dementia Rating)으로는 알

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아이스크림 두통(Ice-cream

headache), 알콜성 치매가 있다.

2.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패스너
1) 패스너의 정의

사물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패스너(fastener)

이다.10) 지퍼, 단추, 후크, 벨크로 등이 의복에 사용

되는 패스너들이다. 이는 의복의 기능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처음 디자인 설계 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요

소로서 심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들어 의

복의 여러 부분들을 연결시키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작용하므로 이 요소들의 집단을 단순히 패스너라

고 부르기 보다는 패스닝 시스템(fastening system)

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카머 메이어(M. Kam-

mermyer)11)은 패스닝 시스템을 “영구적이든 일시적

이든 요소들을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방법(소재가

구성이든 부가되는 것이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패스닝 시스템은 신체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치매, 뇌졸중

고령 환자의 의복에 있어서 기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용한 의복 부속품이다.

2) 패스너의 활용

김혜경12)은 장애아동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단추,

지퍼, 벨크로를 의복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

하였다. 단추는 장애인에게 끼우고 빼는 능력이 단추

의 크기, 단추 모양, 단추를 달 때 사용한 실의 종류

에 따라 편차가 컸다. 단추의 크기가 클수록 수행능

력이 좋았고, 단추의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아

동들이 좋아하는 동물 형태나 꽃모양일 때 더 애착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사보다는 신축성이 좋은

스판덱스사로 단 것이 좀 더 빨리 다룰 수 있었다.

지퍼는 단추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소개

하고 있다. 특히, 손잡이 부분에 큰 고리나 장식품이

달린 것이 여밈을 수행하는데 더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타 벨크로, 스냅, 후크, 단추 루프, 리본 등

을 실험했으며, 이중 벨크로는 87%의 장애아동이 잘

다루는 패스너였다. 스냅은 지퍼보다는 다루기 힘드

나 단추보다는 다루기 쉬웠다. 리본은 가장 다루기

힘든 것으로 후크와 함께 장애아동들에게는 부적합

한 패스너로 판정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인 의복의

패스너로는 지퍼나 벨크로가 적합하다.

최혜선13)은 환자복 디자인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여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즉, 여밈 장치는 세탁에

잘 견디고,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불편하지 않

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하의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트임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벨크로를 여밈 재료

로 이용하여 착탈의가 쉽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패스닝 시스템도 소개하고 있다.14) 장애

인 의복에서 중요한 패스닝 시스템은 트임 길이와

위치, 패스너의 종류이며, 장애자가 혼자 착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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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의 속옷 신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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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허리선/활동의

편의성

남성용/

벨크로여밈/

사이즈조절가능

계절소재선택/

상하분리형/

상반신의

움직임 용이

여성용/스모크.

갓포착쿠(割烹着):

일본식요리가운

랩스커트/ 착탈

용이

여성용/팬츠로

활용가능

남성용즈크/

탈착용이

- 신판 개호복지사 양성강좌 <13>제2판 개호기술2 (2006), pp. 46-48.

<표 1> 일본 고령인을 위한 일반적인 의복

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착탈의를 돕는 경우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

다. 패스너의 종류로는 단추나 후크, 지퍼 등과 함께

정확한 손놀림이 필요없는 벨크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수잔 M. 와트킨스15)는 신체장애자복을 위한 패스

너를 언급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

지 않을 단추, 지퍼, 후크 등의 조작이 장애인에게는

신체장애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불가능한 일이 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콘실지퍼를 사용하여 입기 쉽도

록 만든 의복과 뒷중심선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착의

가 수월하도록 한 양복 재킷을 소개하고 있다.

Ⅲ. 선진국 고령 환자 의복디자인
1. 일본 고령 환자를 위한 의복디자인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별화하

여 입소자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입소자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집단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16) 시설에서 착용되는

의복 또한 특정단체복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착용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의복을 자유롭게 착용하며, 개인

의 개성을 존중한다. 다만 개개인의 병증에 따라 착

탈의 편의성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의복을

착용한다.

일본 사회복지법인 동화원의 하시모토 다케야 원

장은 2010년 11월 6일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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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2010년 1월 부산 지역 노인시설의 방문 당시

에 대해 입소자들은 모두 분홍색 파자마 차림이었다

고 언급하면서 일본에서는 입소자들에게 똑같은 옷

을 입히는 것도 학대에 포함된다17)고 한 기록만 보

아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표 1>은 일본 고령인을 위한 의복디자인을 도식

화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아이템별로 디자인을 분

석한 결과, 착탈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니트 등의 신

축성 소재에 상의는 스스로 착탈의가 편리하도록 큰

단추를 달았으며, 하의는 벨크로와 고무밴드 등의 디

테일을 사용하여 편리함과 편안함 및 사이즈조절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양말 바닥은 안전하게 미끄럼 방

지 처리를 하였으며, 신발은 고무밴드나 벨크로를 이

용하여 착탈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남성용 속옷은 상

하분리형과 일체형이 다양한 길이로 제공되었으며,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였다. 소재는 보온효과가 뛰어

난 니트와 모직을 사용하였으며, 죄는 부분이 없고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유분을 넉넉하게 주어

재단하였다. 유카타와 같은 일본전통의상과 더불어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일반인들과 유사한 형태의 의

복을 착용하였다.

2. 독일 고령환자를 위한 의복디자인
<표 2>는 독일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

는 고령 환자복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작성한 것

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겉옷, 속옷, 특수복, 실내복,

특수장치로 분류하였다. 색상 명은 원문에 입각하여

원어의 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기 위하여 독일

어를 영어로 직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각

상품에 대해 다양한 색상으로 주문이 가능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온성과 착용감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병증의 정도에 따

라 기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디테일이 활용되고 있었

다. 자체 탈의를 시도하는 치매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개발된 안전장치 및 잠금장치가 활용되었으며, 주로

등부분에 지퍼를 달아 자체 탈의의 문제점을 해결하

였다. 신속한 의복교체를 위해 여밈 수단으로 지퍼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바짓가랑이와 밑위를 연결하는

바지 인심(in seam)에 분리형 지퍼를 달아 착탈의

편의성 및 기저귀 교체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그러

나 성기를 만지는 습관이 있거나 기저귀를 제거하려

는 환자를 위한 의복에는 다리지퍼를 사용하지 않았

다. 기저귀 교체나 병증에 따른 치료 및 처치의 목적

으로 부분 탈의 또는 필요한 부위에 개구를 마련하

였다. 계절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소매길이와 바지

길이를 주문할 수 있는 디자인도 있었다.

특히, 오버롤(overall)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었다. 이는 보온성과 자체탈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며, 목적과 용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

라 다양한 부위에 지퍼를 사용하고 있었다. 와상환자

의 경우, 배김 방지를 위해 등지퍼를 자제하고, 배변

또는 부분 세탁을 위해 상의와 하의를 분리할 수 있

도록 분리형 지퍼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온을 위해

양말이 붙어있는 우주복 형태의 디자인도 있었다.

그 외 지퍼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으로 일부 속

옷과 실내용 가운, 특수한 목적의 장치가 있었다. 속

옷은 일반적으로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패

스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착탈의가 가능하도록 디자

인되었으나 경축(痙縮)환자나 저항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어깨단추 또는 등지퍼를 사용하여 착탈의가 더

욱 용이하도록 하였다. 속옷은 대체적으로 바디수트

형이었으며, 배변 및 기저귀 교체를 위해 바짓가랑이

가 없는 디자인은 밑위부분에 단추를, 바짓가랑이가

있는 디자인은 바지 인심(in seam)에 분리형 지퍼를

달았다.

실내용 가운은 주로 와상환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등 부분에서 끈으로 묶거나 wrapping을 통해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누워있을 때 배김이 없이 편

안하고 착탈의, 기저귀 교체, 투약 및 치료에는 용이

한 디자인이지만 보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등에 지퍼가 있는 디자인은 배길 수 있으므로

와상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 외 둔부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해 보조기구

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템이 있었으며, 둔부에 두르

는 벨트형태와 착용이 간편하고 안정적인 팬티형태

가 있다. 이는 둔부의 양옆에 특수한 형태로 개발된

원형의 패드를 부착하여 둔부를 고정하여 잡아주도

록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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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 도식화 특징 일상복 도식화 특징

디자인
등지퍼(목~엉덩이)/다리분

리지퍼/안전장치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사용 반팔가능 사용 반팔가능/남녀용 가능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신축성소재(발치수free)

C 65%+PE 35%
소재

coral, cyan

C 65%+PE 35%

가격 47,10€ 가격 45,5€

디자인 등지퍼/다리지퍼無 디자인 등지퍼/다리지퍼

사용 숙면잠옷용 가능 사용
숙면잠옷용가능/unisex

/size S~XXXL

세탁법 65〬 세탁법 65〬 /건조기사용
소재

yellow, green, red, navy

blue C 100% Jersey
소재

red, navy blue, light blue,

yellow, green C 100% Tricot

가격 47,90€ 가격 49,50 €

디자인 등지퍼/다리지퍼 디자인 다리지퍼無/등지퍼

사용 숙면잠옷용 가능 사용 반팔, 반바지/남녀용 가능

세탁법 65〬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red, navy blue, light blue,

yellow, green C80%+PE

20% Terry cloth

소재
cornflowerblue, berry

C 65%+PE 35%

가격 54,50€ 가격 40,80€

디자인
등지퍼(목~허리)/다리다리

지퍼+안전장치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사용
와상환자의복교체용이/반팔

가능/남녀용 가능
사용

반팔가능/신장155cm~

160cm남녀/size S/M/L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C 65%+PE 35% 소재 Jeans C65%+PE 35%

가격 46,50€ 가격 41,00€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등지퍼

사용 반팔가능/남녀용 가능 사용 반팔가능/남녀용 가능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blue, jeans blue, nut, canel

(reed)/C 65%+PE 35%
소재

cornflowerblue, berry,

mint/C 65%+PE 35%

가격 45.50€ 가격 43,90€

디자인 허리분리지퍼/안전장치 디자인 다리지퍼/안전장치

사용 반팔가능/unisex/size S~XL 사용 와상환자/반팔가능/unisex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C 65%+PE 35% 소재

cornflower blue

C 35%+PE 65%

가격 46,00€ 가격 46,50€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앞지퍼(2개)
디자인

분리형다리지퍼/안전장

치/앞중심지퍼

사용
치매, 경축(痙縮)병증

환자용 /반팔가능/unisex
사용

반팔가능/unisex/size

S~XL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C 65%+PE 35% 소재

cornflowerblue, berry,

camel C 65%+PE 35%

가격 47,90€ 가격 36,80€

<표 2> 독일의 고령인을 위한 의복 디자인 : 겉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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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사용
반팔, 반바지 가능/unisex

/size S~XL
사용

반팔, 반바지 가능/

unisex /size S~XL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jeans, green

C 65%+PE 35%
소재

coral, cyan

C 65%+PE 35%

가격 36,90€ 가격 37,90€

디자인 다리분리지퍼/안전장치 디자인 등지퍼

사용 unisex 사용
내의용으로 착용가능

/unisex/size S~XXL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세탁법
white 95〬 외 60〬 
/건조기사용

소재
jeans, blue, berry, canel

(reed)/C 65%+PE 35%
소재

white, coral, deep blue,

mint/Jersey

가격 37,80€ 가격 52,19€

- http://www.pflegeoverall24.de/fixierbody/index.php

속옷 도식화 특징 특수복 도식화 특징

디자인 다리분리지퍼 디자인

강도350N(약650g/qm)/맞춤

제작가능/안전자물쇠(열쇠주

문가능)

사용 size S~XL/unisex 사용
긴팔+긴바지, 반팔+긴바지,

반팔+반바지가능/1~6주배송

세탁법 60〬 세탁법 90〬 /건조기사용
소재 C 95%+PU 5% 소재 친수항균소재/PA 95%+PU 5%

가격 19,60€ 가격 350,00€

디자인 다리분리지퍼 디자인 등지퍼(목~허리)/속옷일체형

사용 unisex/size S~XL 사용 size S~XXL/unisex

세탁법 60〬 세탁법 60〬 /건조기불가
소재 C 95%+PU 5% 소재 C 100%

가격 19,50€ 가격 39,50€

디자인 등지퍼(목~허리) 디자인
등지퍼/맞춤제작가능/안전자

물쇠(열쇠주문가능)

사용
경축(痙縮), 저항환자용

/unisex/size S~XXL
사용

긴팔+긴바지, 반팔+긴바지,

긴팔+반반지, 반팔+반바지가능

/unisex/1~6주배송

세탁법 60〬 /건조기불가 세탁법 90〬 /건조기사용
소재 C 100% 소재 강화 denim소재

가격 34,50€ 가격 149,50€

디자인
등지퍼(목~허리)/다리분

리지퍼 /속옷일체형
디자인 등지퍼

사용
경축(痙縮), 저항, 와상환자

/unisex/size S~XXL
사용

일상용착용가/size

S~XXL/unisex/약1주일배송

세탁법 60〬 /건조기불가 세탁법 60〬 /건조기사용
소재 C 100% 소재

light blue, black, anthracite

denim 소재

가격 35,90€ 가격 69,60€

- http://www.pflegeoverall24.de/fixierbody/index.php

<표 3> 독일의 고령인을 위한 의복 디자인 : 속옷, 특수복



패스너를 활용한 고령 환자복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 75 -

소재는 기존의 일상복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소재

뿐 아니라 병증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테리 클로스(terry cloth), 저

지(Jersey), 데님(denim), 면, 면 혼방 등을 주를 이

루며, 부드러운 촉감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체

온유지를 위한 보온성, 착탈의 편의성 및 쾌적성 등

을 위해 신축성이 좋고 내세탁성, 내구성 및 강도가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특히, 특수한 기능을 목

적으로 인장강도가 높은 항균소재가 개발되어 사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인요양원에서 실질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샘플을 추출한 것이 아니므로 실

제 수요를 반영한 디자인분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위의 <표 2>, <표 3>에 사용된 도식화는 인터넷에

서 수집한 사진을 기준으로 사진 상으로 인식이 가

능한 사항들과 상품설명에 근거하여 Adobe Illust-

rator CS3로 제작하였다. 사진 상에 보이지 않는 부

분, 가령 뒷부분이나 모델의 자세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의복의 통상적인 제작원리에 따라 추측

하여 완성하였다.

Ⅳ. 고령 환자복 디자인 개발
1. 연구방법 및 내용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경기도 지역 15곳의

노인 요양원에서 10여 차례 방문 봉사를 통해 관찰,

면담과 설문지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18)에서 이미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의 일부가 본 연구에 재인용되었다. 그리고 일본

과 독일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세계 장수국 중

의 하나인 일본과 고령인구를 위한 기능성 의상이나

특수의상이 매우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독일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디자인 단계에서 유용한 자

료가 되리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독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고령인을

위한 의복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고령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일본과 독일은 고령 환

자를 포함한 고령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복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료의 조사 분

석을 통해 고령 환자에 중점을 둔 의복 디자인에 있

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

과는 설문지 결과와 함께 새로운 고령 환자복을 디

자인하는데 적용되었고, 그 중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병증을 고려한 총 4점의 환자복 디자인을 개발 제작

하였다.

2. 고령환자복의 디자인 설계 시 요구되는
특성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선진국의 사례,

패스닝 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고령 환자복

의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참고가 될 일반적인 문제점

과 요구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2010

년 10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기도 소재 고령환

자 요양원 10곳에서 설문지와 방문인터뷰를 한 결과

를 소개하였다.19) 배부한 300부의 설문지 중 205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 중증 와상환자나 고령 환자이므로 설문에 적

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132명의 요

양보호사와 73명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환자복 착용실태 8문항,

환자복 불편사항 4문항, 환자복에 관한 요구사항 5문

항, 환자의 일반사항 1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고령 환자복의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착탈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착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 관리 및

경제성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치매와 뇌졸중

고령 환자를 위한 의복디자인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개개의 장애부위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적으로는 착탈의 동작을 수행

함에 있어 용이한 디자인개발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착용 중의 불편한 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령 환자복의 디자인 설계 시 요구되

는 특성으로 쾌적성, 착탈의 용이성, 심미성, 경제성

을 추출할 수 있었다.



服飾 第63卷 2號

- 76 -

1) 쾌적성

의복에 있어 쾌적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매

우 중요한 디자인의 조건이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

우 배변과 배뇨 조절능력이 떨어지므로 의복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불쾌감을 유발하는 빈도가 높다. 그

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며, 더불어 세탁의 용이성 및 내구성 등 관리

상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개구부는 배설

과 치료 등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개

구부 주변은 오염되기 쉬우므로 오염이 되더라도 불

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속건성 소재나 방오가공이 필

요하다.

특히, 와상환자의 경우 뒤중심의 봉제선은 불편함

을 유발할 수 있고, 허리벨트의 여밈 부분은 피부를

압박하여 움직임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

로 여유로운 재단이 필요하나, 지나친 여유분은 불필

요한 주름을 만들어 누워있을 때 배김의 원인이 되

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매, 뇌졸중 고령 환자

의 경우 운동기능이 떨어져 체온유지가 어려우며, 피

지선의 퇴화로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욕창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보온성, 통기성, 흡습성이 좋은 저

자극의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20) 특히, 신경통

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신경성 발한이 있으므로 습윤,

발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착탈 편의성

(1) 착탈의 용이성

착탈의 편의성은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

한 디자인의 조건이다. 착탈의 동작은 팔다리를 끼고

빼는 동작,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동작, 여밈 동작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착용 중의 동작으로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 치료에 필요한 동

작, 배설을 위한 동작 등이 있다. 치매, 뇌졸중 환자

들에게 있어 착탈의 시 가장 큰 문제점은 팔다리를

끼우고 빼는데 있다. 이는 환자에게는 불편함을 주며,

개인당 돌보아야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 요양보호

사에게는 체력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일의 능

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 외에 고령 환자의 경우 신경자극전달속도나 생

리기능, 운동기능 등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의복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개구부의 위치 선정과 디자인 형태

장애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 방법에 따라 개구부

의 크기나 위치, 방향 등이 결정되어야 하며, 개구부

의 개폐 방법 또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3) 패스너의 효율적 활용

여밈에 있어 착탈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테일로 주

로 사용되어온 벨크로는 오히려 원치 않는 탈의의

위험성과 피부 손상, 세탁 시 섬유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능에 따라 사용위치를 신중하게 고려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벨크로의 문제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스너로 지퍼를 주로 사

용하였다. 부득이한 경우란 지퍼가 사용목적에 부합

하지 않거나 지퍼의 사용이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설명은 각 디자인별로 추후

서술하도록 하겠다.

3) 심미성

선행연구21)에 의하면 요양원 고령 환자들은 건강

한 일반인처럼 보이기를 원했고, 색상도 밝은 붉은

색 계열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 요양보호사들은 오

염이 눈에 띄지 않는 색상을 선호해 고령 환자와 다

른 선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고령 환자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권적 측면에서 존중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 환자가 선호하는 색상

을 고려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4) 경제성

홍나영2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기능성 의복에 대해 소비

자와 판매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2만원 정도

의 가격대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연구결과로서 경제적 가치가 현재와 다소 차이는 있

지만 결과적으로 고령인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



패스너를 활용한 고령 환자복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 77 -

<그림 1> 디자인 1

령층으로서 고가의 의복을 구입할 능력이 부족한 것

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소재는 저렴한 가격의 오염

발생이 적고, 오염이 되더라도 세탁을 통해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내구성 및 내세탁성이 강한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발생이 빈번한 부

위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분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2.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뇌졸중 환자는 기저귀의 교체나 치료, 의복교체가

용이하도록 다각적인 분리가 가능한 디자인을, 치매

환자는 병증에 따라 수시로 자체탈의를 시도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 일체형의 다양한 오버롤을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하였다.

현재 상하 일체형의 오버롤은 거의 환자복으로 사

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분적인 오염

의 경우라도 전체를 세탁해야 한다는 세탁물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패스너를 적절히 활용하

여 다양한 방식의 분리가 가능한 오버롤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는 세탁 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착탈

의 용이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병증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리형 지퍼를 주요 패스너로 사용하였다.

1) 시제품 1

(1) 디자인 : 상하 일체형 overall

(2) 특징 : 치매 환자의 자체탈의방지, 뇌졸중 환

자를 위한 착탈의 편의성 고려

(3) 패스너의 활용 : 분리형지퍼 5개

앞 뒤 두 장으로 분리 가능한 디자인으로 바

지 인심(in seam)에 지퍼를 부착하여 부분탈

의로 기저귀의 교체가 가능하다. 바지 인심,

양쪽 어깨에서 소매, 양쪽 소매에서 겨드랑이

를 지나 발목까지 5개의 분리형 지퍼로 구성

하여 착탈의 편의성은 물론 치료 및 처치에

필요한 개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봉제선 및

지퍼의 위치를 고려하여 누워있을 때에도 배

김이 없도록 하였다.

(4) 색상 및 소재 : 밝은 푸른색계열의 체크무늬

로 보온성, 흡습성을 고려하고 잦은 세탁 및

고온살균세탁에도 견딜 수 있는 100%의 두꺼

운 면 소재를 사용하였다.

2) 시제품 2

(1) 디자인 : 상하 분리형 투피스

(2) 특징 : 고령 치매, 뇌졸중환자를 위한 다양한

개구부 및 탈부착 기능

(3) 패스너의 활용 : 분리형 지퍼 5개, 벨크로 2

곳(턱받침, 허리밴드)

양쪽 바지통 앞중심선에 분리형 지퍼를 달아

바지의 앞뒤를 펼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부

분탈의로 기저귀 교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착

탈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허리는 고무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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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자인 2

<그림 3> 디자인 3

로 편안한 착용감을 고려하였으며, 여밈 부분

은 벨크로를 활용하여 사이즈조절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상의는 앞중심과 양쪽 어깨에서

소매단까지 분리형 지퍼를 달아 착탈의 편의

성과 치료 및 처치를 위한 개구로 활용 가능

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음식물 섭취 또는 투약 등에 의해 잦은 오염

이 발생하는 가슴앞부분은 턱받침 모양을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오염 시에도

턱받침부분만 교체하여 세탁물의 양을 줄일

뿐 아니라 간편하게 쾌적성을 되찾을 수 있

다. 턱받침의 패스너로는 벨크로를 사용하여

턱받침이 부착된 상태로 치료 및 약물투여 등

의 처치가 사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턱받침의 둥근 형태에 무리하게 지퍼를

달 경우 뻣뻣함으로 인하여 피부의 자극 등으

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색상 및 소재 : 일상복의 요구를 반영한 붉은

색과 녹색의 세련된 체크무늬의 보온성과 흡

습성을 고려한 100%의 두꺼운 면 소재를 사

용하였다.

3) 시제품 3

(1) 디자인 : 상하 일체형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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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자인 4

(2) 특징 : 치매 환자의 자체탈의방지, 뇌졸중 환

자 착탈의 편의성 고려

(3) 패스너의 활용 : 분리형 지퍼 2개, 리본 1개

착탈의 편의성을 위해 옆목점에서 바지밑단까

지 상의와 앞쪽 바지 중심선에 분리형 지퍼를

달아 부분탈의로 기저귀 교체가 가능하며, 분

리형 지퍼를 통해 착탈의 편의성을 고려하였

다. 뒤쪽 어깨에서 엉덩이 아래까지 사선의

트임은 착탈의 편의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사선 뒤트임은 wrapping 후 어깨에 끈으로 묶

도록 하여 최대한 배김이 없도록 디자인하였

다.

(4) 색상 및 소재 : 일상복의 요구를 반영한 흰색,

연두색, 갈색의 스트라이프무늬의 옥스퍼드로

내구성을 고려하였다.

4) 시제품 4

(1) 디자인 : 원피스 드레스와 바지

(2) 특징 : 고령 치매, 뇌졸중 중증와상환자의 편

의성, 요양보호사의 니즈 고려

(3) 패스너의 활용 : 분리형 지퍼 2개, 고무밴드

(허리), 벨크로 1곳(허리 여밈)

원피스 드레스 뒤 허리선을 가로로 절개하여

아랫부분을 wrapping할 수 있도록 2장으로

재단한 후 분리형 지퍼로 연결하였다. 누워

있을 때는 여밈 부분을 펼쳐 보온을 유지하면

서 배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처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등

절개 윗부분은 옆목선에서 단까지 분리형 지

퍼를 부착하였다. 바지는 신속한 배설물 관리

와 기저귀의 교체를 위해 엉덩이와 앞부분을

삼각형으로 절개하여 두 개의 바지통을 허리

밴드로 연결하는 디자인으로 다리의 보온을

유지하면서 케어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허

리는 고무밴드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여밈은 벨크로로 허리사이즈의 조절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4) 색상 및 소재 : 밝고 긍적적이며 희망을 주는

화사한 핑크색의 옥스퍼드로 흡습성과 내구성

을 고려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인간은 고령이 되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를 위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복지

정책도 늘어나게 된다. 한국사회 또한 고령사회로 접

어들고 있으나 고령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인을

위한 의복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

로 고령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심미적인 만

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자복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선진국들의

고령인 의복디자인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새로운 고

령 환자복 디자인 개발에 응용함으로써 실버의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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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 요양원의 고령인을 위한 의복디자인은 개인

별 요구를 충족시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단체복을 지정하기보다는 일

상생활에서 착용해 왔던 의복으로 개인의 병증에 따

라 기능적인 면을 보완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보

온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니트와 같은 소재에 착탈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무뜨기, 벨크로 등의 디테일이 눈

에 띄며,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재단을 제외하면 일

반적인 의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은 보온성과 신축성은 물론 착용감을 고려한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체 탈의를 시

도하는 치매환자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 잠금장치

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신속한 착탈의를 위해

분리형 지퍼를 바지 인심(in seam)이나 기저귀 교체

부위에 사용하였고, 기저귀 교체나 치료를 위해 필요

한 부위에는 개구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

의 오버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과 일본, 독일의 사례를 연구 분석한

결과, 고령 환자복 디자인 설계 시 착탈 용이성, 경

제성, 쾌적성, 심미성이 고려되어져야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위의 4가지 항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의복 부자재로 지퍼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 환자복 디자인에 주로 사용

되어온 벨크로는 원치 않는 탈의의 위험성과 피부

손상 및 세탁 시 섬유 손상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퍼를

주요 패스너로 사용하였다. 이에 지퍼를 포함한 패스

너의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령 환자복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도입하였다.

시제품 1은 부분탈의로 기저귀교체가 가능하도록

바지 인심(in seam)에 지퍼를 달았다. 바지 인심과

양쪽 어깨에서 소매, 양쪽 소매에서 겨드랑이를 거쳐

발목까지 5개의 분리형 지퍼로 구성하여 치료 및 처

치 시에는 개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착탈의 편의

성을 고려하였다.

시제품 2는 부분탈의로 기저귀교체가 가능하도록

바지 앞 중심 양쪽에 분리형 지퍼를 달았고, 착탈의

편의성, 치료 및 처치에 필요한 개구로 활용하기 위

해 앞중심과 양쪽 어깨에서 소매까지 분리형 지퍼를

달았으며, 바지는 앞뒤를 펼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

다. 분리형 턱받침을 제작하여 음식물 섭취, 투약 등

으로 인한 오염 시 부분세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치료 및 처치를 위한 튜브 등 삽입 개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시제품 3은 오버롤로 착탈의 편의성을 위해 옆목

점에서 바지 밑단까지 바지 중심선에 분리형 지퍼를

달아 부분탈의로 기저귀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의는 사선 뒤트임 랩(wrap) 디자인으로 착

탈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김을 방지하였다.

시제품 4는 원피스 드레스와 바지로 구성되었으며,

뒤 허리를 가로 절개하고 그 아랫부분은 2장으로 평

소에는 wrapping 하고, 누워 있을 때는 펼쳐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바지는 배뇨 및 배변 부위가

오픈된 두 개의 바지통을 허리밴드로 연결하도록 디

자인하였다. 허리는 고무밴드에 벨크로로 사이즈 조

절이 가능하다.

소재는 전체적으로 일상복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

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밝은 색 체크무늬

나 핑크색등을 사용하였고, 부드러운 촉감의 두꺼운

면과 옥스퍼드 소재로 보온성과 흡습성, 내구성과 내

세탁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치매, 뇌졸중 환자의 효율적

인 의복디자인을 위해 패스너로 지퍼를 사용하게 된

과정을 연구하여 기술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다양한 패스너들을 연구하여 그 시제품을 개발하고

착의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질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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