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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o improve clothes according to types of disability and classify related studies.

The study method used a literature review along with studies conducted after 200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ypes of disability causing difficulty in terms of clothing habits are limb disorders and sensory defects

among the types of physical disability.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on studie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increased almost twice as much before 2000. Particularly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fashion trends, the number of studies on design increased. The topics of studies are

found in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for disabled, and understanding clothing life. The design develop-

ment topic is about suggesting functional designs that can protect the human body or aid in the use of reha-

bilitation devices. The construction topic for the disabled is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of wearing clothes,

particularly for those with limb disorders. Lastly, the topic of examining clothing life is about using new tech-

nology to provide individuals with sensory defects with information about clothing life or the current status

of the clothing market for the disabled.

Key words: Clothes for disabled,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for disabled, Clothing life; 장애인

의복, 디자인 개발, 생활보완, 의생활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우

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511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약 162.1% 증가하

였다(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EDI], 2017).

이와 같은 장애인 수의 증가는 장애의 범주에 대한 해

석의 확대와 신규 장애종류에 대한 유입 뿐 아니라 국가

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수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서 최근 장애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여러 보조 기구와

장치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보완하면서도 실 사용자인 장애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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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욕구 충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여러 움직임이 진

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의복 역시 자유롭고 즐겁게 자신

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장애인은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해 의복

을 통한 자기표현은 커녕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의생활

을 영위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2017년

도 장애인 통계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필요 정도”

항목에 전체 장애인 중 33.8%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다(EDI, 2017). 특히 장애유

형 중에서는 의복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

로는 그들의 신체특성이 반영되고, 독립적 의생활이 가

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의복에 대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의복 개발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폭넓은 분야의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 간 발표된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는 대부분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시키거

나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의복 개발에 관한 것

(Bae, 2015; Jeon, 2013; Kim, 2005; Lee, 2005; Moon,

2006)으로 장애에 따른 필요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이나 정리에 관한 동향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일

상생활과 연관된 장애인 의복 시장에 관한 자료는 여러

연구의 선행연구나 참고자료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나

(Song, 2015; Yang, 2016) 그 수가 적고 포괄적인 내용

만을 다루고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로는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인 의복 연구 현황에 대한 정

리로는 국내 장애인 연구동향의 통계 분석만이 진행된

상황이다(Kim, 2015).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장애인 의

복 개발에 있어 특정 장애대상의 디자인 및 구성적 개발

연구로 단편적 제안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 의복 개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분석에 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에 따른 의복의 개선사

항과 관련한 연구가 최근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

었는지,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의복 관

련 상업화의 단계는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정리하여 장애유형별 디자인 개발 유형과 상업화에 관

한 정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의복 연구의 현황을 파

악하고 이를 추후 개발할 장애인 의복 개발 연구주제

설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크게 장애의 정

의 및 장애인 의복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장애인 의

복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현황에 대한 분석 ·정리에 관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장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은 가장 최근의 국내 장애인 관련 통계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EDI, 2017)와

2015년도 이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용어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의 정의를 바탕으로

의복 개선이 필요한 장애유형을 한정하였으며 이들의

의생활 필요상황에 관해 정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의복의 필요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의 진행이 과거 어떠한 방향성

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다음 단

계로는 최근 장애인의 의복 연구에 관해 분석하기 위해

2000년도 이후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장애인 의복 연구의 주제 및 유형별 정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의복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국내외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해 최근의 장애인 의복 연구 주제의 동향과 장애

인 의생활과 연관된 시장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먼저 장

애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고용개발원, 국립재

활원 등에서 발표한 장애인 통계자료 및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국내

외 장애인 의복 개발 연구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

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디자인학, 생활과학 계

열 학술논문연구지, 대학논집 및 장애인 의복 관련 학위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의 연구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2000년도 이후 장애인 의복디자인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관련 연구수집은 한국학술정보 및

각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검색 시 사용한 키워드는 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디자인, 특수복 등의 검색어를 포함하였다. 또

한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등의 문헌자료 외에도 장애인

의복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자문헌, 국내

외 관련 사이트 및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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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애의 정의와 장애인 의복에 관한 고찰

1. 장애용어의 정리 및 장애유형 분류

장애인 관련법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

성 ·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

을 받는 자’가 심신장애자라는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

지법에서 발전해왔다(Lee, 2005). 이후 심신장애자는 장

애인으로 용어가 변하였으며 그 정의도 지체장애, 시각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

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용어와 구성이 변하여 왔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Disabled Person Welfare Law]」, 2017).

또한 2017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Anti-Discriminat-

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17). 이에 최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종

류와 기준을 외부 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를 포함

하는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Ta-

ble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Dis-

abled Person Welfare Law]」, 2017).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를 보는 기준과 장애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과거에는 두드러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을 심신장애자로 표

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장애는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발전하고 있으며 노동

능력,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의 능동성도 고려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의료 기술의 발전을 야기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의 분야에서 일상생활에

서의 불편이 완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의 일상생활 만족도 관련 조사에서 여전히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필요 정도” 항목에 전체 장애인 중 33.8%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간장애, 안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애유형은 대부분 혼자서 생

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EDI, 2017). 이 중 의복 탈착에 관한 장애인

본인의 의지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과 같은 활

동을 위한 기성복 착용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

Table 1. Types and standards of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ies

Physically

disorder

Physical disabilities
Amputation disorder, Joint disorder, Crippled disorder, Deformity,

Hemiplegia, etc.

Brain lesions Multiple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Visual disturbance Visually impaired, Sehfeldausfall

Hearing impairment Hearing defect, Static sense disorder

Speech disorder Speech/Voice disorder

Facial disorder Obstacles caused by abstraction, Depression, Thickening, etc.

Disorders

of organs

Kidney disorder On dialysis or kidney transplanted

Cardiopathy Severe cardiopathy with markedly limited daily activities

Hepatopathy Severe hepatopathy with markedly limited daily activities

Disturbances of respiratory tracts
Severe disturbances of respiratory tract with markedly limited

daily activities

Intestinal fistual·urorrhea Intestinal fistual·urorrhea (daily life is significantly restricted)

Epilepsy Chronic / Severe epilepsy with markedly limited daily activities

Ment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ies Under IQ 70

Autism Autism spectrum disorder

Mental

disorder
Mental disorder

Schizophrenia, Schizotypal disorder, Bipolar affective disorder,

Repetitive d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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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와 같이 재활보조

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Song, 2015).

따라서 의복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신체특성이 반영되고, 독립적 의생활이 가능하

도록 도울 수 있는 의복에 대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

인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와 휠체어 사

용이 필요한 중증 신체내부장애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이 중 신체장애, 특히 외부 신체기능장애는 여전히 의

상을 탈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으며 신체의 어느 부분

을 보완하기 위한 신체와 의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부 신체기능장애를 장애인 의

복 관련 연구를 위한 장애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복 연구가 필요

한 장애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장애유형과 의생활

의상을 착장하는 불편함이 있는 장애는 신체장애, 특

히 외부 신체기능에 장애를 가진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거시적 의미에서 신체장애는 움직임이 불편한 사지장애

와 시각 ·청각 ·언어감각이 불편한 감각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장애유형별 의복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 인체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경우와 감각의 불편함

으로 일상적 의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감각장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지장애를 위한 의복

사지장애는 절단과 지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뇌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장애 중 신체에 드러나는 장애

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H. K. Kim, 1999). 이 중 지체장

애의 유형을 살펴보면 하지마비/하지절단, 편마비, 하지

편절단, 상지편절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마비/하지절

단장애의 경우 생리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

활보조 기구에 도움을 받는 일상생활로 의복에 손상이

가는 등의 특수의상 개발이 필요한 장애이며 이들에 관

한 기능성 의복 개발의 비율은 기타 지체장애보다 현저

히 높다(Song, 2015). 상지편절단의 경우는 팔 동작의 움

직임과 관련된 의복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황

이며 편마비의 경우 몸이 뒤틀리거나 휠체어 또는 목발

을 사용하므로 이와 관련한 특수의상이 필요한 장애이

다(Kim, 2004). 이와 같이 장애인의 각 장애상황과 신체

특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자, 목발 이용자, 의수 이용자, 뇌

성마비장애자를 위한 의복은 각기 별개로 필요하며 이들

각각을 위한 의복을 만들어야 한다(Song & Park, 1998).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장애유형에 따른 필수적인 의

복 고려요소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으며 각 장애별 고려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Table 2. Disability type to improve clothing

Main categories of physically disabilities Sub categories of disabilities Rehabilitation aids

Physical

disorder

Physical disabilities

- Amputation disorder

- Joint disorder

- Crippled disorder

- Deformity

- Hemiplegia, etc.

Wheelchair, Crutches,

Artificial leg / arm

Brain lesions Brain lesions Wheelchair, Electric bed

Visual disturbance
- Visually impaired

- Sehfeldausfall
White cane

Table 3. Necessities of clothes for physically disorder

Types of physically disabilities Necessities of clothes

Lower limbs amputation

- Easy of prosthetic leg attachment

- Strengthen durability to prevent abrasion of prosthetic legs

- Constructive correction for comfortable sitting

Hemiplegia
- Asymmetric prevention

- Prevent slip shoulder strap

Upper limbs amputation

- Consideration of closer position or attachment

- Strengthen durability to prevent abrasion of prosthetic arm 

- Detachable sleeve for easy prosthetic arm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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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하지절단장애인은 보행이 불가능하며 의족을 착용하

거나 휠체어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의족 착 ·탈의가

용이해야하고 의족이 닿는 부위의 마모방지를 위한 내

구성이 강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 사용의 경우,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을 위해 앉은 상태에서 쾌

적감을 느껴야 하며(Bae, 2015) 이를 위한 구성적 보정

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마비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몸이 뒤틀리

거나 마비로 인해 발육부진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좌우 사이즈가 비대칭이 되거나 신체변형에 대한 흘러

내림 방지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지편절단장애의 경우 하체가 자유로워 이와 관련된

의복 개발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수를 착용함에 있어

여밈 위치나 부속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의수가 닿

는 부분에 대한 부분 마모방지나 의수 탈착이 용이한 탈

부착 소매 등의 의복에 관한 디자인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Shin, 2008).

2) 감각장애를 위한 의복

앞서 언급한대로 감각장애는 시각 ·청각 ·언어감각에

장애가 있어 인체의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구분되

는 장애를 의미한다. 이 중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Na-

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search Institute [NRCRI],

2010)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옷차림의 어려움에 대한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청각 및 언어감각

장애는 일반적인 의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드러나는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환경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인

의생활 영위가 불가하므로 감각장애 중에서는 시각장애

와 관련한 의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장애는 눈에 부수된 구조와 기능의 장애로 인해

시각기능의 정상기능에 구속을 받아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Cho & Lee, 1999). 비장애인

의 경우에는 시각을 통해 환경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시

각장애인은 촉각과 청각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감지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잃어 부분 시력이 남

아 있다 하여도 색을 온전히 느낄 수 없거나 촉각에 의

지하여 의복을 분류하고 착용하고 있다(Koo, 2003). Ahn

and Lee(2007)에 따르면 일상용품 가운데는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점자 안내 제품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패

션에 있어서는 소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누보테

(Nouveautės)의 점자 디자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패션

의 첫 시도이며 이와 관련된 의복 개발도 더딘 실정이다

(Na et al., 2012).

시각장애인의 의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복의 안팎 구분, 앞뒤 구분이 어려우며 기온

과 계절에 맞는 의복 선택 등에 있다. 특히 양말, 장갑과

같이 한 쌍을 이루는 의복의 경우 짝을 맞추는 어려움이

나 분실 등의 위험이 있다. 또한 색과 디자인에 대한 시

각적 판별이 불가하므로 의복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현

황이다. 아울러 상표부착 위치로 옷의 앞뒤나 안팎을 구

분하므로 피부가 예민하여 상표를 제거하고 싶더라도

불가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팡이, 지갑, 핸드폰 등

과 같이 수납이 필요하지만 가방처럼 몸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어려움으로 소지품 공간이 용이한 의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Kim, 2005). 또한 국립

재활연구소에서 시행한 일상생활에서의 재활보조 기술

에 대한 요구조사에 따르면 의복 탈착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으나 의복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태그

나 의복 귀퉁이에 점자를 통해 옷 재질이나 세탁방법,

무늬나 패턴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주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NRCRI, 2010).

이와 같이 사지장애를 위한 의복과 감각장애를 위한

의복은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요소가 다르며,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된 의복의 형태가 차이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지장애자는 기존 의복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장애유형이 하지마비, 하지절단, 편

마비, 하지편절단, 상지편절단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각장애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의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복 개

Table 4. Difficulties by type of disability for proper attire                            (Unit: %)

Disability types None Little Middle A little Much

Physical disabilities 3.3 087.9 04.2 0.8 3.8

Brain lesions 5.2 084.5 06.0 1.2 3.2

Visual disturbance 2.4 059.5 23.8 7.1 7.1

Hearing impairment 0.0 100.0 00.0 0.0 0.0

Others 0.0 095.8 00.0 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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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필요성은 사지장애자를 위해서는 의복 구성적 보

완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장애인은 디

자인적 보완이 필요한 현황임을 알 수 있다. 사지장애를

위해 제안되어야 할 의복의 형태는 좌우가 비대칭되는

인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이거나 재활보조 기구를 활

용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의복이어야 한다. 또한 감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의복에 대한 정보나 수납공간에 대

한 확보가 되는 의복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장애인 의복 개발 연구의 역사

장애인 의복 연구는 1930년대 미국의 장애행동학자

쉐런 A. 윌리암스(Sherron A. Williams)의 장애아동의 특

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로 재활의학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Ahn, 2001). 초기에는 주로

장애인에게 의복 착장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는 주제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이후에는 장애인 스스로 의

복의 탈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성이 가미된 다양

한 의상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Lee, 2005). 이와

같은 국외의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는 1970~1980년대

를 거치며 재활의미로써의 특수의복으로 거듭나게 되

었으며 1978년 Kernaleguen(as cited in Lee, 2005)은 장

애인 의복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조건을 주장하였다. 이

조건이란 첫째, 장애인 스스로 탈착의 할 수 있을 것,

둘째, 정상인의 외모와 달리 보이지 않을 것, 셋째, 장애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감추어줄 수 있을 것,

넷째, 신체적으로 편안할 것, 다섯째, 심리적 안정과 더

불어 활동이 용이할 것, 여섯째, 위험요소가 없는 디자

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일곱째, 보관하기 용이할 것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기 이후에는 이와 같은 요

건에 충족하면서도 기술의 발전이 접목된 연구가 개발

되어 왔다. 이후 국외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의복 연구는

기능성과 심미성 뿐 아니라 특수교육전문가나 재활의

학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의상심리에 관한 다양한 요

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Willimas(as cited in

Song, 2015)는 장애부위별로 장애자의 의복 착용 문제

점을 정리하였고 Robinault(as cited Ahn, 2001)는 장애

자들의 의복 착용을 돕기 위해 장애자 스스로 할 수 있

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연

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Freeman et al.(1985)에

의하면 장애인의 위축감에 대한 심리적 고려와 최신유

행에서 소외되지 않는 개인적 표현에 중심을 둔 장애인

의복의 개발이 필요하고 하였다. 최근에는 장애인 의복

을 사회적 측면에 입각하여 바라보며 장애인 전용 의복

이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Lamb, 2001) 등과 같이 장애인 의상심리나 행동, 기능

성이 가미된 심미적 측면, 패션성 등까지 고려한 연구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장애인 의복과 관련된 최초의 국내 연구는『한국신체

장애아의 의복에 관한 연구』(Sim, 1976)로 오늘날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장애인

의복을 주제로 한 학술논문 및 관련 학위논문은 1976년

부터 2017년까지 총 76편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의 주제에 있어서는 디자인, 의복구성,

의상심리, 피복과학, 실태조사의 항목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 중 의복구성은 30편으로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

전체에서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47.0%를 차

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데에 기인(EDI,

2017)하기도 하였으며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생활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이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Lee, 2014).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복구성 연구 내에서의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화

를 보이고 있는데 1980~1990년대까지 등장한 13편의 연

구는 대부분 지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복 보정에

관한 것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부터는 점차 성인, 청

소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

하게 되었으며 원형 개발, 체형, 의복구성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자

인 관련 연구는 총 24편으로 전체 연구 중 24.1%를 차지

하며 디자인 개발과 사례고찰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lothing improvement by type of disorder

Type of disorder Physically disorder Sensory defect

Target disorder Lower limbs amputation / Hemiplegia / Upper limbs amputation Visual disturbance

Necessity Constructive complement Design complement

Improved clothing type
- Asymmetric prevention

- Helps to use rehabilitation aids

- Information about apparel

- Storage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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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자가 직접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장

애인의 신체특성을 위해 디자인을 변형하고 기존의 기

성복을 개선하는 디자인 개발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ae et al., 2016). 이와 같은 디자인 개

발은 대부분 실물로 개발되었으나 도식화와 일러스트

레이션만으로 제안에 그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

다(Kim, 2015). 특히 장애인 의복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는 불편한 신체를 보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서도 정상인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미적 측면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Lee & Yoo, 2003).

이와 같이 장애인 의복 개발 연구는 부분이 의복구성,

디자인 개발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내

용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이루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의복구성과 디자인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연구대상 장애유형 역시 한정적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연

구가 중심이 되어왔다. 이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인의 경우 의복을 착장하게 되는 신체조건이 정상인과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 감각장애로 분류

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바, 점차 이러한

장애를 넘어선 의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연

구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편리함을 도

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의복과 융합되고(Yang, 2016)

새로운 방식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장애인 관련 연구

의 주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등장할 전망이다.

III. 현대 장애인 의복 연구의 분석

Kim(2015)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의복 관련 국내

연구는 2000~2005년에 21편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급

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경 웨어

러블 컴퓨터와 같은 기기와 의복 합작 기술의 유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복에 기술을 접목하는 시스

템의 개발이 이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나타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동

향은 2006~2010년 사이에는 18편, 2011~2015년 사이에

는 10편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 대상의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기술 기반

유행경향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0년

대 이전의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 수와 비교했을 때 전

체 연구의 수는 이전 세대보다 증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Kim(2015)은 의류 관련 여러 분야의

학술지의 활성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신

기술 개발을 적용한 장애인 생활편의 연구가 다양한 방

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장애인 의복 연구의 주제는 앞서 언급하였

듯 의복구성, 디자인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 집계한 국내 학술지 및 관련 학위논문에 나

타난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장애인 의복의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은 아래 <Table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

구의 주제를 분류함에 있어 전통적인 의류학의 연구주

제는 디자인 및 미학, 의복구성, 패션마케팅, 의상심리,

피복과학 등의 주제로 분류함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복

연구주제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주제를

비교해보면, 2000년 이전에는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연

구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44.2%로 전체 연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

는 비율을 보인다. 또한 의복구성과 관련한 주제는 13편

에서 17편으로 연구 수는 늘었으나 전체 연구 중 차지하

는 비율은 54.1%에서 32.6%로 감소하는 비율을 나타낸

다. 의상심리와 관련된 연구는 연구 수가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연구비율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

이게 되었으며 의생활 전반과 관련된 연구는 두 배 가까

운 연구 수를 나타내지만 비율적으로는 2000년대 이전

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장애인 관련 연구 중에서 디자

인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 월등한 증가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연구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

Table 6. Research topic apparel for disabled                                         (Unit: n (%))

Category

Period Design Construction Psychological Clothing life Total

Before 2000 01 (004.1) 13 (054.1) 5 (020.8) 5 (020.8) 24 (100.0)

After 2000 23 (044.2) 17 (032.6) 3 (005.7) 9 (017.3)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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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개발 연구의 증

대는 앞서 언급한대로 신기술의 유행에 힘입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의복 탈착 용이함과

착장 시 행동반경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각광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분야 중 특이할 부분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의생활 관련 연구분야인데 2000년대 이

전의 의생활 관련 연구로 집계된 5편의 연구는 장애인 의

복의 실태조사에 국한된 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

후 등장하는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는 스마트 기술 개발

을 바탕으로 하는 앱(App) 개발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기

반의 의생활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인터넷 기반의 장애

인 의상 시장으로 연구분야가 넓어졌음을 보인다(Paek

& Chun, 2005). 이 중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즉

스마트 디자인이란 정보처리능력이 탑재된 디자인으로,

ICT 기술이 융합되어 제품 자체에 정보처리능력을 가지

는 제품을 나타낸다(Syn, 2017). 의복 연구 분야 정의하

는 스마트 디자인은 원재료나 원사, 원단에 접목된 기능

향상의 의미 및 기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의복을 의미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의복과 관련한 스마

트 디자인은 의복과 핸드폰이 연동되거나 의복 자체에 장

애인의 생활을 보완하는 정보처리능력, 즉 의복 착장자

에 대한 정보를 송출하거나 의복 착장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착장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기능이 탑재된 의복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집계한 스마트 디자인에 기반을 둔 장애인 의

복 연구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연구방향으로 발전하고 있

음을 보이며 더욱 증가 추세이기도 하다(Park, 2004).

위와 같이 전통적인 의류학의 연구주제에 근거하여 연

구를 분류한 결과, 디자인, 의복구성, 의상심리, 의복 관

련 생활환경 등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에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연구주제의 비율에 따라 크게 디자

인, 의복구성 그리고 의상 관련 심리나 장애인 의복 시장

에 관련된 연구를 모두 합친 의복 생활환경 관련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00년 이후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주제 유형을 크게 디자인 개발형, 의복구

성 연구를 통한 실생활 보완형, 의복 생활환경 관련 연구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주제별로 진행된 연구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디자인 개발형 장애 의복 연구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개발 중심 연구를 정리하면 지

체장애를 위한 장애를 감추는 디자인, 시각장애를 위한

촉각을 극대화하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체장애는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

한 재활보조 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재

활보조 기구를 사용할 때 거치적거리지 않거나 장애부

위를 덮도록 고안되었다(Chung & Lee, 2006). 또한 활

동 시 다른 인체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경우는 기능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

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기능적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장

애인 의복디자인 개발을 위한 국내 학술지 및 관련 학위

논문 연구를 종합하면 <Table 7>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성을 보장해 줄 것, 둘

째, 재활보조 기구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능적 구성을 갖

출 것, 셋째, 비장애인과의 외관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특이성을 가질 것, 넷째, 착장 시의 심리적 영향

을 고려한 심미성을 갖출 것 등이다. 이러한 장애인 의복

개발 시 고려할 점은 기능적 장애인 의복에 관한 Song

(2015)의 연구나 장애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

자인 개발을 시행하는 연구에서도 쉽게 드러나는 부분

이다. 특히 비특이성과 같은 부분은 Yang(2016)의 연구

나 Kim(2005)의 시각장애인 의복 개발 연구를 위한 설

문조사, Lee(2005)의 지체장애인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Na et al.(2012)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니버

설 패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등에서도 등장하는 부분

이며 착장 시의 심미성을 고려한 의복이어야 한다는 부

Table 7. Design consideration for disabled

No. Category Design consideration

1 Ensure independence Enabl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minimize the help of others

2 Functional construction Easy to use rehabilitation helper

3 Normality Minimize the disparity in appearance with non-disabled

4 Aesthetic aspect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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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장애인 의복디자인을 개발하는 모든 연구에 공통

적으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2. 생활보완형 장애의복 연구

모든 장애인 의상은 기능성을 중심으로 디자인되고

있으며 의복구성 개발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더욱 편리

하게 착장하고 탈의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다. 특히 재활보조 기구에 따라 의상을 구성하는

패턴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Hong et al., 2001) 감각장

애보다는 사지장애를 위한 의복의 개발이 대부분인 양

상을 보인다. 이는 감각장애는 사지의 움직임에 의복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지체장애는 절단부위나

사용 재활보조 기구가 다양하며 의복의 개선부위가 장

애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Hong,

2001). 지체장애 유형에 따른 의복구성 개발 연구의 내용

은 국내 학술지 및 관련 학위논문 연구를 종합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휠

체어 사용자를 위한 의복구성 개발이다. 이 경우 앉은

자세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의의 앞섶을 짧게 하고 뒤

섶을 길게 만들도록 하였으며 상의는 뒷부분을 개방시

켜 탈착의가 쉽게 하였다. 둘째, 목발 사용자의 경우에

는 겨드랑이에 체중이 실리게 되므로 암홀에 여유분을

충분히 주고 암홀 아래쪽에 원단을 덧대어 피부가 상하

지 않도록 개발하였다. 셋째, 사지 보강용 의지를 위한 개

발이다. 의지는 팔 절단이나 다리 절단 및 변형으로 의

수 ·의족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

우 움직이지 않는 팔이나 다리 쪽으로 의복을 착장하기

쉽도록 소매통 ·바지통이 넓거나 의수 및 의족 착장 부

위의 봉제선에 지퍼나 벨크로를 덧대어 착 ·탈의가 용

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성만을 고려

한 캐주얼웨어에 대한 의복구성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정장용 의복구성 개발도

시행되었으며 남녀 의복 구분 없이 장애인 의복 제작을

위한 구성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 의복생활환경 관련형 연구경향

앞서 언급한 대로 2000년 이후 장애인 의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 5년간은 스

마트 디자인 기반의 장애인 의생활 전반에 관한 개선 연

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장애인 의생활 관련 연구

주제는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의복 시장 현황에 관한

연구가, 감각장애인 중 특히 의생활 환경 인지에 어려

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디자인 기반 연구

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의 의생활 관련 연구는 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목표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대부분

이다. 특히 이 중 <Fig. 1>과 같이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

용자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Mobile app)을 이용하여 구

매하거나 착용하고자 하는 의복의 정보를 알려주고 의

복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형태의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Fig. 2>와 같이 제품에 촉각을 이용한 정보제공(Choi

& Koo, 2017), 인간공학을 기반으로 한 인체 중심에 기

반을 둔 연구(Kim, 2017)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독립적 의생활을 돕

는 방향의 연구이며 향후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더

욱 다양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의복 시장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내와 국외의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로 나뉜다. 국내 장애인 전문 의복

시장에 대한 분석 연구결과, 과거 장애인의상연구소나

연구회 등이 여러 군데 개설되었고(http://www.ksrd.or.

kr/~fashion/)(Lee, 2005) 소개된 의상이 잠시 유통된 기

간도 존재하였다(J. M. Kim, 1999). 그러나 선행연구에

집계된 국내 장애인 의복 관련 사이트는 조사결과 현재

는 장애의류 리폼 사업을 진행 중인 ‘My-rio’(http://ww

w.my-rio.co.kr)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Yang et al.,

2014). 또한 국내 장애인 의복 쇼핑몰은 맞춤 ·수선 서

비스를 진행 중이며 휠체어를 위한 우비와 같은 장애용

Table 8. Constructive correction for disabled

Type of physical disability Constructive correction

Wheelchair user
- Front & back crutch length adjustment for pants

- Opening back of easy wearing for jacket and shirts

Crutches
- Full ease for under arm-hole pattern

- Aid fabric padding for under arm-hole

Prosthetic leg or arm
- Wide pattern for sleeve and leg

- Use zipper or velcro for easy attachment of prosthetic leg and arm

Formal suit - Pattern development for formal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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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품에 대한 개별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외 장애인 전문 쇼핑몰은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일본은 ‘장애인 의

상’보다는 ‘개호복(介護服)’이라는 명칭으로 유니버설 패

션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복

을 개발하며 복지종합센터나 의복 수선점을 중심으로

비장애 ·장애에 국한되지 않은 패션을 선보인다(Lee,

2005). 이러한 의상은 대부분 기능성 의상으로, 세부적

디자인에 있어 장애를 감추거나 인체의 작은 부분까지

편안함을 더해주는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장애인 기능성 의상 브랜드인 IZ collection, Dress with

Ease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편리성을 도모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력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특

히 장애인 의복 시장에 영감을 주는 브랜드였던 IZ col-

lection의 경우는 2016년도 자금난으로 쇼핑몰을 폐쇄하

고(McKnight, 2016) 디자이너의 홈페이지에서 간헐적인

장애인 의상만을 선보이고 개인 주문만을 받는 상태가

되어 장애인 의복 시장 브랜드화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장애인 전문 쇼핑몰이 유지 중으로 장애인 의생

활 관련 다양한 연구와 결합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외의 장애인 의복 쇼핑몰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사이트 중 본 연구에서 직접 조

사를 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6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국내외 장애인 의복 사이트의 현황은 <Table 9>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두 개의 사

이트가 장애인 의복을 판매하고 있으며(영국-http://www.

adaptawear.com, http://www.able2wear.co.uk, 독일-http://

www.schuermann-rehamode.de, http://www.rollimoden.de)

캐나다는 http://www.silverts.com이라는 사이트가, 미국은

http://www.clothingsolution.com 사이트에서 장애인 관련

의복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모두 착 ·탈의

의 편리성에 집중하여 의복을 판매하고 있었고 특히 특

Fig. 1. B-Bag of Eco-in-Blank.

From BLACK. (2017). http://b-bag.kr

Fig. 2. Mobile app design for blind people.

From Yang. (2016). p. 80.

Table 9. Clothing web-site for disabled

Domestic site Oversea site

Shopping mall

website
http://www.my-rio.co.kr

UK
http://www.adaptawear.com

http://www.able2wear.co.uk

Germany
http://www.schuermann-rehamode.de

http://www.rollimoden.de,

Canada http://www.silverts.com

USA http://www.clothingsolution.com

Product
- Custom repair

- Household goods for disabled

- Custom repair

- Constructive improved pants

- Clothing fo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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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즈와 관련한 의복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하의류

에 대한 판매 집중도가 높았는데 이는 사지장애, 특히 하

지장애를 위한 의복에 대한 수요나 판매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Jeon, 2013; Song, 2015). 국내외 쇼핑몰 모두

제품의 다양화나 감각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의복의 상

품 판매도는 낮았으며 동작활동 중심의 인체보완형 의

복 개발 및 판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인 수의 증가에 따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장애인 의복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장애에 따른 의복의 필요요소와 최근의 장

애인 의복 관련 선행연구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장애인 의복 시장과 관련된 상업화의 단계에 대해 정

리함으로써 장애인 의복과 관련된 총체적 점검을 하고

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외부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의복 관련 연구가 필요한 장애는

신체적 장애인이며 특히 외부신체기능장애자이다. 이

중 의상을 착 ·탈의하는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드러

나는 장애는 사지가 불편한 사지장애자이고 감각에 불

편함으로 의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는 감각장애 중 시

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지장애자를 위해

서는 인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복구성적 연구가 필요하

며 감각장애자인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의복 정보를 비

롯한 디자인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관련 연구는 국외에서는 1930년대부터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지체장애인을 위

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제로 발전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2000년

이전 세대에는 의복구성>디자인 개발>의상심리>의생활

실태조사 등의 순서를 보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디자

인 개발>의복구성>의생활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향

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 개발 분야에 있

어서는 스마트 디자인을 비롯한 신기술을 접목시킨 다

양한 주제가 새롭게 나타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장애인 의복 관련 연구는 등장 빈

도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

는데 디자인 개발형, 의복구성 연구를 통한 생활보완형,

의복 생활환경 관련 연구이다. 주제에 따른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개발형 연구는 재활보조 기구의 활

용과 인체보호에 기반을 둔 기능성 디자인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생활보완을 위한 연구는 재활보조 기구를

활용하는 사지장애인을 위한 의복 개선이 가능하도록

의복구성 보정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의생활과 관

련하여는 감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통한 정보제공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의

복 시장은 국내 현황과 국외 의복 구매 쇼핑몰을 중심으

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의복 시장 현황은 국내

에서는 현재 1개 쇼핑몰만이 운영 중이며 국외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등장한 쇼핑몰 중 운영이 중지된 쇼핑몰

도 있어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쇼핑몰은 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군은 국내 장애인 의복 관련 쇼핑몰에

서는 맞춤 ·수선 서비스 판매가 중심이 되고 있고 국외

쇼핑몰에서는 편리성과 특수성, 하의 중심의 기성복 판

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 쇼핑몰 모두 다양한 제

품이 있거나 감각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의복 판매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의복 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은 이전 세대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

으며 전통적 연구주제와 더불어 새로운 연구주제를 개

발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2000년 이전보다 급증

함으로써 의복구성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장애

인 의복의 상용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 개발에 대한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마트 디자

인에 기반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의생활 환경을 개선하

는 새로운 시도는 장애인 의복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장애인 의복 시장의 축소와 국내 장애인 의복 시장의 협

소함은 비장애인의 장애인 의생활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애인 의복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제안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화의 단계로 정착시키려는 적극

적인 연구 및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와 같은 모색 또한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의복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였으며 2000년 이후 장애인

의복 연구를 집계하여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최근의 장

애인 의복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다양하게 개발된 연

구결과를 활용한 장애인 의복 시장 형성을 위한 방법 제

안 등에 대한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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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접목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개발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지속됨으로써 장애인 의복 시장의 활성

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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