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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gree of inconvenience in existing ready-made clothes and clothing prefer-

ences through a survey of 197 wheelchair-bound males in order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the devel-

opment of a suit that consider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the disabled in wheelchairs

for improved quality of living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the 30s

to 40s age group was the largest at 71.6%. The most common type of disability was myelopathy at 72.6%.

Also 59.9% of respondents had a job and ongoing external and social activities. As for the duration of wheel-

chair use, 10-20 years was the longest at 40.6%. It was found from the survey that respondents felt incon-

venienced with existing clothes and changing pants was most inconvenient. Most experienced having their

clothes altered due to the difficulty in finding well-fitting ones; consequently, the length of pants was the

most altered item because pants are based on the size of a standing man and there exists a discrepancy in

length due to the atrophy of the legs of the disabled. They preferred one style in general for clothing pref-

erences as well as common design and details as well. However, they preferred a style with a short front and

long back due to a discomfort in jacket length. A short length was the most complained about pant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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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남성 등록장애인 수는 2011년 156만 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1.74배 증가하였으며, 15세 이상 남성

지체장애인은 78만 명으로 우리나라 남성 등록장애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 휠체

어 장애인은 약 36만 명으로 전체 남성 등록장애인 중

24%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외부 사회활동이 가능한 휠

체어 장애인 추정 인구는 약 73만 명으로 전체 남성 장애

인의 4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이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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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이러한 휠체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신체

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자

아개념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외관상 구분

이 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고(Jang et al., 2003), Kim and Bae(as cited

in Park, 2004)에 따르면 심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지만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실제로 구매하여 착용하는 의복의 종류는 트레이닝

복이나 청바지, 티셔츠와 같은 착탈의가 편리한 품목들

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휠체어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휠체어 장애인의 신

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 기성복을 구매하여 착

용하고 있어, 인체적합성이나 동작기능성이 떨어지는 것

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1990). 이

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면서 이제는 단

순히 기능적이고 편리한 의복뿐 아니라(Park, 2004), 공

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구입이 편리한

기성복 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휠체어 장애인의 의복 관

련 연구나 제품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복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사이즈 개발 단계 6편, 실태조사 단계 7편, 디

자인 단계 12편, 개발 단계 8편으로 총 33편의 논문이 출

판되었으며, 이 중 70%가 의복 제작 이전 단계이고, 그것

도 대부분 하의의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복 디자인 및

제작 시 휠체어 장애인들의 선호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Lee,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의 기성복화된

정장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이며, 의복 개선을 위

해 의복 착용실태 및 정장 선호 디자인을 조사, 분석하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심미적, 기능적 정장 개발을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휠

체어 장애인들의 기성복 의복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20~60세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

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휠체

어 장애인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대표집단선정

이후,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203명의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남성 휠체어 장애

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기존 의복의 불편도 및 희망

의복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Kim, 1992; Lee, 2005; Lee, 1990; Rhee, 2004;

Shin, 2008)의 설문지를 토대로 2013년 1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Cron-

bach's α=.72)하고, 최종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설문

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 5문항,

기존 보유의복의 불편사항 16문항, 기존 보유의복의 해

짐부위 7문항, 기존 보유의복의 수선부위 19문항, 정장

불편부위 18문항, 의복 구매 시 고려사항 17문항, 정장 디

자인 선호도 사항 9문항으로 총 9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13년 1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된 설문

지로 2013년 2월에서 2013년 4월까지 설문을 실시하였

고, 총 203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

한 19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19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는 8.6%, 30대

34.0%, 40대 37.6%, 50대 이상이 19.8%였으며, 장애유형

별로는 소아마비 15.2%, 뇌병변장애 5.6%, 절단장애 6.6%,

척수장애 72.6%인 것으로 나타났고, 휠체어 사용기간별

로는 10년 미만 31.5%, 10~19년 40.6%, 20~29년 20.8%,

30년 이상이 7.1%였다.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

6.1%, 학생 3.6%, 사무직 21.8%, 기술직 3.6%, 서비스업

0.5%, 무직 40.1%, 기타 24.4%로 나타났다. 카데트(삽입

호수 및 소변주머니) 착용유무에서는 그렇다 32.5%, 아

니다 67.5%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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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보유의복의 불편도

기존 보유의복의 불편도를 살펴보면 재킷과 셔츠의

경우 착의편의성과 탈의편의성, 단추조작, 동작편의성,

주머니위치에 대하여 설문하였고, 하의의 경우 착의편

의성, 탈의편의성, 동작편의성, 주머니위치, 앞지퍼조작,

앞여밈조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착의편의성이란 의복을 착의할 경우 불편함을 느끼

는 정도를 뜻하며, 탈의편의성은 의복을 탈의할 시 불편

함을 느끼는 정도, 동작편의성은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

서 일상생활을 할 시 동작에 있어서 불편한 정도로 규

정한 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통하여 기존 보유

의복의 불편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상의에서 재킷의 경우 동작편의성(2.75점), 셔츠

에서는 단추조작(2.86점), 하의는 탈의편의성(2.63점)에

서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재킷의 경우에는 동작편의성의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을 할 시 동

작편의성이 고려되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셔츠는 단추조작 시, 하의는 착탈의 시에 가

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의복 제작 시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

교해 보았을 때, 하의의 점수가 가장 낮음에 따라 기존 보

유의복 중 상의보다 하의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기존 보유의복의 해짐부위

기존 보유의복의 해짐부위에서는 겨드랑이, 팔꿈치,

소매부리, 바지옆, 무릎부위, 엉덩이, 바지단 7부위를 문

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소매부리가 57.9%로 해진다는 응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엉덩이(36.5%), 팔꿈치(35.5%)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옆의 경우에는 12.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위의 결과로 휠체어 장애인들은 의복의 해짐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휠체어 활동 시 가장 빈번

히 접촉되는 소매부리부분에서 해짐현상이 빈번히 일어

난다고 볼 수 있다.

4. 기존 보유의복의 수선부위

기존 보유의복에서 수선부위의 빈도를 살펴보기 위

하여 겨드랑이, 어깨길이, 소매길이, 목둘레, 소매통, 소

매부리, 상의품, 재킷길이, 하의둘레, 밑위길이, 여밈형

태, 지퍼조작, 무릎통수선, 바지부리선, 바지길이, 허리

밴드위치, 허벅지통에 대한 수선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 Total

Age

Over 50 39 (19.8)

197 (100.0)
40-49 74 (37.6)

30-39 67 (34.0)

Under 30 17 (08.6)

Type of

disability

Polio 30 (15.2)

197 (100.0)
Brain lesions 11 (05.2)

Excised lesions 13 (06.6)

Myelopathy 143 (72.6)

Duration in

wheelchair

(years)

1-9 62 (31.5)

197 (100.0)
10-19 80 (40.6)

20-29 41 (20.8)

Over 30 14 (07.1)

Occupation

Self-employed 12 (06.1)

197 (100.0)

Student 7 (03.6)

Office job 43 (21.8)

Technical work 7 (03.6)

Service business 1 (00.5)

Jobless 79 (40.1)

Other 48 (24.4)

Wearing

catheter

Yes 64 (32.5)
197 (100.0)

No 133 (67.5)

Table 2. Degree of inconvenience for clothes already

in possession                        (Unit: Mean (S.D.))

Items Jacket Shirts Pants

Putting-on 2.98 (0.97) 2.99 (0.95) 2.66 (1.01)

Taking-off 2.94 (0.95) 2.96 (0.98) 2.63 (1.00)

Buttoning 2.91 (1.05) 2.86 (1.06) -

Movement 2.75 (0.98) 2.99 (0.95) 2.81 (0.94)

Pocket location 2.97 (0.95) 3.20 (0.84) 2.84 (0.99)

Operating

front zipper
- - 2.94 (1.00)

Front adjustment - - 2.80 (0.95)

Average 2.91 (0.84) 3 (0.11) 2.78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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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응답자 중 62.4%가 수선경험이 있으며, 이 중 바지길

이를 36.5%로 가장 많이 수선하였고, 소매길이(23.9%),

하의둘레(19.3%), 바지부리(16.2%), 재킷길이(14.7%) 순

으로 수선여부가 나타났다. 허리밴드위치수선의 경우에

는 5.6%로 수선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복 수선경험이 있

으며 소매길이, 재킷길이, 하의둘레, 바지부리선, 바지길

이의 수선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수선 없이 착

용할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의복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기존 정장 상의 불편부위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의 기존 정장 상의에 대한 불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상의에서 8부위를 선정하여 불편

부위를 조사하였다. 상의에 표시된 8부위는 <Fig. 1>과 같

이 진동둘레, 어깨길이, 소매통, 소매부리, 소매길이, 목

둘레, 뒤품, 상의길이이다.

상의에서는 재킷길이가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133명

(67.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 중 106명(53.8%)의

응답자들이 재킷의 길이가 길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

다. 다음으로는 진동둘레 123명(62.4%), 소매길이 115명

(58.4%), 뒤품 109명(55.3%), 어깨길이 108명(54.8%)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어깨길이와 소매길이는 짧아서 불편

하며, 진동둘레와 뒤품에서는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통해 휠체어 활동 시 전체적으로 상의 여유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킷길이가 길어서 불

편하다는 것으로 보아 휠체어에 앉을 시 재킷길이의 여

유분으로 인해 외관상 뒤판에 주름이 생기고 휠체어 바

퀴에 쓸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기존 정장 하의 불편도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의 기존 정장 하의에 대한 불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하의에서 부위 10곳을 선정하였

다. <Fig. 2>와 같이 밑위길이, 허리둘레, 무릎통, 바지부

리,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바지길이와 여밈형태, 지퍼

조작, 허리밴드위치이다.

하의에서의 불편부위를 살펴보면 밑위길이가 127명

(64.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82명(41.6%)이 짧아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바지길이가 124명

(62.9%), 허리둘레 109명(55.3%) 순으로 조사되었고, 바

지길이의 경우에는 길어서 불편하며, 허리둘레의 경우에

는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는 앉은 자세에서 뒤 밑위길이가 당겨 내려가고,

이로 인해 짧은 밑위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한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3. Wear-out location of the clothes already in possession                    (Unit: n (%))

Type Armpit Elbow Sleeve Pants side Knee Hip Pants hem

Worn-out 40 (020.3) 70 (035.5) 114 (057.9) 24 (012.2) 40 (020.3) 72 (036.5) 29 (014.7)

Not worn-out 157 (079.7) 127 (064.5) 83 (042.1) 173 (087.8) 157 (079.7) 125 (063.5) 168 (085.3)

Total 197 (100.0) 197 (100.0) 197 (100.0) 197 (100.0) 197 (100.0) 197 (100.0) 197 (100.0)

Table 4. Altered location of the clothes already in po-

ssession                                             (Unit: n (%))

Item Yes No Total

Altering experience 123 (62.4) 074 (37.6) 197 (100.0)

Armpit 22 (11.2) 175 (88.8) 197 (100.0)

Shoulder length 19 (09.6) 178 (90.4) 197 (100.0)

Sleeve length 47 (23.9) 150 (76.1) 197 (100.0)

Neck circumference 15 (07.6) 182 (92.4) 197 (100.0)

Sleeve circumference 12 (06.1) 185 (93.9) 197 (100.0)

Sleeve hem 17 (08.6) 180 (91.4) 197 (100.0)

Shirts width 18 (09.1) 179 (90.9) 197 (100.0)

Jacket length 29 (14.7) 168 (85.3) 197 (100.0)

Pants circumference 38 (19.3) 159 (80.7) 197 (100.0)

Rise length 19 (09.6) 178 (90.4) 197 (100.0)

Adjustment type 14 (07.1) 183 (92.9) 197 (100.0)

Zipper operation 15 (07.6) 182 (92.4) 197 (100.0)

Knee circumference 19 (09.6) 178 (90.4) 197 (100.0)

Pants hem line 32 (16.2) 165 (83.8) 197 (100.0)

Pants length 72 (36.5) 125 (63.5) 197 (100.0)

Waist band location 11 (05.6) 186 (94.4) 197 (100.0)

Hip circumference 16 (08.1) 181 (91.9) 197 (100.0)

Thigh circumference 20 (10.2) 177 (89.8) 1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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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복 구매 시 고려사항

의복 구매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행개성,

기능성, 실용성에 따라 각각 5문항씩 5점 척도를 제시

하고, 세부적으로 선호색상과 정장의 희망 가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Fig. 1. Area of discomfort in suit jackets already in possession.

Table 5. Area of discomfort in suit jackets already in possession                 (Unit: n (%))

Type Not uncomfortable
Uncomfortable

Total
Too tight Tight Loose Too loose

Neck circumference 116 (58.9) 10 (05.1) 52 (26.4) 18 (09.1) 01 (00.5)

197 (100.0)

Back interscye length 088 (44.7) 08 (04.1) 82 (41.6) 18 (09.1) 01 (00.5)

Sleeve circumference 119 (60.4) 09 (04.6) 46 (23.4) 21 (10.7) 02 (01.0)

Sleeve hem 128 (65.0) 02 (01.0) 27 (13.7) 37 (18.8) 03 0(1.5)

Armhole 074 (37.6) 18 (09.1) 94 (47.7) 10 (05.1) 01 (00.5)

Shoulder length 089 (45.2) 09 (04.6) 73 (37.1) 23 (11.7) 03 (01.5)

Sleeve length 082 (41.6) 04 (02.0) 54 (27.4) 53 (26.9) 04 (02.0)

Jacket length 064 (32.5) 02 (01.0) 25 (12.7) 83 (42.1) 23 (11.7)

Fig. 2. Area of discomfort in suit pants already in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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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복 구매 시 실용성 의복 선호도가 4.19점으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유행개성 의복 선호도

가 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유행개성

선호도에서는 색상의 중요도가 3.76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개성이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능성

의복의 선호도에서는 의복의 착탈의 편의성이 4.24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적 편의성이 3.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용성 의복 선호도에서는 활동의

편의성이 4.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의 세탁

손질 용의에서 4.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들은 의복 구매 시 다양한 사

항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나, 유행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

해 높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의복을 구입하기보다는 의복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기능적인 의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색상에서는 무채색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원색은 35.5%, 파스텔14.2%, 혼합색이 5.6%로 나

타나 이는 연한 파스텔 계열보다 무채색이나 원색의 단

색 계열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장 희망 가격대에서는 10~20만 원대가 42.6%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20~30만 원대 34.0%, 30~40만 원대

12.2%, 10만 원 이하 9.6%, 40만 원 이상 1.5%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10~20만 원대의 정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 <Table 7>과 같다.

8. 정장 디자인 선호도

정장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상의에서는 재킷과

셔츠를 조사하였고, 하의는 바지를 조사하였다.

재킷에서는 칼라와 여밈스타일, 재킷길이에 대해 조

사하였으며, 그 결과 칼라에서는 테일러드칼라가 45.8%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셋인칼라 19.3%, 차이나

칼라 15.2%, 라운드칼라 8.1%, 논칼라 2.5% 순으로 선

호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본 정장스타일인 테일러드칼라 디자인

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다

수의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재킷칼라 디자인을 선호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밈스타일에서는 투버튼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원버튼 27.9%, 쓰리버튼 15.7%, 지퍼 13.2%, 벨

크로 6.6% 순이었다. 뒤벨크로의 경우 선호하는 응답자

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의 의복과 외관상 차이가

나는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킷길이의 경우 앞, 뒤가 같고 짧은 길이는 48.7%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앞, 뒤가 같고 긴 길이

25.4%, 앞은 짧고 뒤가 긴 길이 18.3%, 앞은 길고 뒤가

짧은 길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킷길이에서 앞, 뒤의 길이가 달라 시각적

으로 일반인의 의복과 차이가 나는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짧은 길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재킷길이가 길어, 휠체어에 쓸리는 현

상을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Ta-

ble 8>과 같다.

셔츠의 경우 여밈위치와 여밈스타일, 소매스타일에 대

해 조사하였는데, 여밈위치의 경우 앞여밈이 90.4%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어깨여밈 5.1%, 겨드랑이아래

여밈 3.6%, 뒤여밈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앞여밈스타일을 가장 선호하고,

Table 6. Area of discomfort in suit pants already in possession                   (Unit: n (%))

Type Not uncomfortable
Uncomfortable

Total
Too tight Tight Loose Too loose

Waist circumference 088 (44.7) 10 (05.1) 57 (28.9) 32 (16.2) 10 (05.1)

197 (100.0)

Hip circumference 096 (48.7) 06 (03.1) 37 (18.8) 49 (24.9) 09 (04.6)

Thigh circumference 094 (47.7) 02 (01.0) 39 (19.8) 57 (28.9) 05 (02.5)

Knee circumference 104 (52.8) 09 (04.6) 26 (13.2) 50 (25.4) 08 (04.1)

Pants hem 111 (56.3) 05 (02.5) 33 (16.8) 44 (22.3) 04 (02.0)

Rise length 070 (35.5) 17 (08.6) 65 (33.0) 38 (19.3) 07 (03.6)

Pants length 073 (37.1) 10 (05.1) 62 (31.5) 36 (18.3) 16 (08.1)

Adjustment type 159 (80.7) 38 (19.3)

Zipper operation 158 (80.2) 39 (19.8)

Waist band location 179 (90.9) 18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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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임과 지퍼가 등 뒤에 설계된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가

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aek and Chun(2005)의 연

구결과와 같이 등 뒤에 여밈이 설계된 디자인이 휠체어

장애인의 독립적인 의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

문으로 추측된다.

여밈스타일에서는 단추를 50.3%로 가장 선호하였고,

지퍼가 35.5%, 벨크로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장애인의 기성복 디자인과 차이가 나는 스타일을 선호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매스타일의 경우 단추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고

무줄이 26.9%, 벨크로 24.4%, 지퍼 5.6% 순으로 선호도

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단추소매스타일을 가장 선호하

며, 편의에 따라 고무줄, 벨크로스타일을 선호하나, 지

퍼스타일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은

<Table 9>와 같다.

바지에서는 여밈위치와 여밈스타일, 밑단스타일에 대

해 조사하였다. 여밈위치에서는 앞여밈이 81.2%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양쪽전체여밈이 6.1%, 양쪽부분여밈

4.1%, 옆전체여밈 3.0%, 옆부분여밈 2.0%, 다리안쪽여밈

2.0%, 뒤여밈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세의 특성상 엉

덩이 부분이 배기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밈스타일에서는 지퍼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단추가 19.3%, 후크 15.7%, 벨크로 10.7%, 끈 10.2%

순으로 나타났다.

밑단의 경우 일반 밑단을 68.5%로 가장 많이 선호하

였으며, 지퍼가 13.7%, 벨크로 8.1%, 고무줄 7.1%, 단추

Table 7. Preferences considered in purchasing clothes

Item Mean (S.D.) Total

Fashion trend /

personal preference

Fashion trend 3.44 (0.97)

3.39 (0.22)

Importance of color 3.76 (0.75)

Importance of brand 3.20 (0.94)

Difference with the non-disabled 3.40 (1.10)

Characteristic 3.15 (0.98)

Functionality

Functional 3.88 (0.83)

4.02 (0.12)

Flexible 4.02 (0.79)

Vapor permeability / water-proof 3.94 (0.84)

Raw material durability 4.02 (0.79)

Putting-on / taking-off 4.24 (0.65)

Practicality

Deformation after laundry 4.32 (0.65)

4.19 (0.18)

Fitting 4.17 (0.65)

Care for laundry 4.12 (0.76)

Ease of alteration 3.92 (0.83)

Activity 4.44 (0.56)

Item n (%) Total

Color preference

Achromatic color 88 (44.7)

197 (100.0)
Pastel color 28 (14.2)

Colorful 70 (35.5)

mixed 11 (05.6)

Preferred suit price

Less than 100,000 won 19 (09.6)

197 (100.0)

100,000-200,000 won 84 (42.6)

200,000-300,000 won 67 (34.0)

300,000-400,000 won 24 (12.2)

More than 400,000 won 0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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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 디자인과 시각적인 차

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그 내용은 <Table 10>

과 같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생

활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신체적 특성을 고

려한 정장 개발의 기초 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

기성복의 불편도와 의복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중 연령대는 30~40대가

71.6%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종류는 척수장애(72.6%),

직업군은 외부활동 및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59.9%), 휠

체어 사용기간은 10~20년 사이(40.6%)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기존 보유 의복 불편사항에서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하의의 착탈의 부

문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불편부위에

서 상의는 재킷길이의 불편빈도가 높았고, 하의는 경우

바지길이, 밑위길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Table 8. Preferred jacket design

Item n (%) Total

Jacket collar

Tailored collar 108 (54.8)

197 (100.0)

Set-in collar 038 (19.3)

China collar 030 (15.2)

Non-collar 005 (02.5)

Round collar 016 (08.1)

Jacket adjustment style

One button 055 (27.9)

197 (100.0)

Two buttons 072 (36.5)

Three buttons 031 (15.7)

Zipper 026 (13.2)

Velcro 013 (06.6)

Back velcro 000 (00.0)

Jacket length

Same short front and back 096 (48.7)

197 (100.0)
Same long front and back 050 (25.4)

Long front and short back 015 (07.6)

Short front and long back 036 (18.3)

Table 9. Preferred shirts design

Item n (%) Total

Shirts adjustment location

Front adjustment 178 (90.4)

197 (100.0)
Back adjustment 002 (01.0)

Adjustment below armpit 007 (03.6)

Shoulder adjustment 010 (05.1)

Shirts adjustment style

Button 099 (50.3)

197 (100.0)Zipper 070 (35.5)

Velcro 028 (14.2)

Sleeve style

Rubber band 053 (26.9)

197 (100.0)
Button 085 (43.1)

Velcro 048 (24.4)

Zipper 011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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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 소매부리에서 해짐이 많이 발생하며, 수선

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2.4%였다. 바

지길이, 하의둘레, 바지부리 순으로 수선 비율이 높았다.

기존 보유 의복 선호사항의 경우 활동성, 세탁 후 변형

이 되지 않거나 착탈의가 좋은 의복을 선호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고, 색상의 경우 무채색을 선호하였다. 선

호 디자인의 경우 일반적인 기성복 디자인을 선호하였

는데, 재킷은 테일러드칼라, 투버튼 디자인이며 앞, 뒤가

같고 짧은 길이를 가장 선호하였다. 셔츠의 경우 앞여밈

의 단추여밈스타일을 선호하며 소매는 일반적인 단추

디자인 소매를 가장 선호하였다. 바지의 경우 앞여밈과

지퍼여밈스타일, 일반 밑단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단색의 색상을 선호하며, 가격에서는 저렴한 10~20만 원

대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은 기존 의

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의복 중에서도 바지를 탈의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

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대부분의 시

간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들은 신체에 맞는 의복 구입이 쉽지 않아 대부분 수선

을 한 경험이 있으며, 바지길이를 가장 많이 수선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서있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된

의복이기 때문이거나, 사지의 수축으로 인한 기장의 차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재킷의 경우 재킷길이가 길어서 불

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기존 보유 기성복

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바지의 경우에는 밑위길이가 좁아서 불편하다 응답

으로 보아 좌식 생활을 위해 밑위의 길이가 길어져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 구매 시에는 휠체어 활동 시 활동하기 편한 옷을

선호하여 유행이나 기능성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며,

실용성 중에서도 활동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옷의 오염을 고려하여 무채색을 선호

하고 있었다.

또 의복 선호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타일에 대

한 선호현상을 보였고, 일반적인 디자인 및 디테일을 선

호하였으나, 상의의 경우 재킷의 길이에 대한 불편함으

로 인해 앞, 뒤가 같고 짧은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바지

의 경우 짧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은 일반 정장에 대

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추후연구에서는 남성 휠체

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의복 디자인과 체형에 맞는 의복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소비자인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이

Table 10. Preferred pants design

Item n (%) Total

Pants adjustment location

Front adjustment 160 (81.2)

197 (100.0)

Full side adjustment 006 (03.0)

Partial side adjustment 004 (02.0)

Both sides full adjustment 012 (06.1)

Both sides partial adjustment 008 (04.1)

Inseam adjustment 004 (02.0)

Back adjustment 003 (01.5)

Pants adjustment style

Button 038 (19.3)

197 (100.0)

Zipper 087 (44.2)

Hook 031 (15.7)

String 020 (10.2)

Velcro 021 (10.7)

Hem style

Common 135 (68.5)

197 (100.0)

Rubber band 014 (07.1)

Button 005 (02.5)

Velcro 016 (08.1)

Zipper 02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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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의복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시스템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휠체어

장애인들의 의복을 디자인하기에 앞서 국내 남성 휠체어

장애인의 의복 불편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의복 환경

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선행연구

의 경우 지체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연구대상에 대해 의

복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특정 보

장구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

장이라는 특정 의복의 불편 및 선호데이터를 얻고자 하

였다. 이는 현 휠체어 장애인 의복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서 실질적인 의복 기능성 향상에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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