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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휠체어 장애인 의복 설계를 위한 체형 분석

 휠체어 장애인 체형 분석 결과

 토의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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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인구 증가 및 사회적 활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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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대로 추정(2011,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장애인 인구 증가 현상: 장애범주의 확대, 산업재해, 교통사고 증가 등

 정책 및 제도 변화, 기술발전 등에 의해 휠체어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김용득, 1999):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의무 고용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

 사회활동에 적절한 의복의 필요성이 증가

참고자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휠체어 장애인의 특성

 척수장애

 소아마비장애

 하지 절단 장애

 근육병 장애

 뇌병변 장애

휠체어 장애인 생활 특성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앉은 자세에서 보냄

 휠체어 바퀴를 항상 돌림

 척수장애인 중 다소 카데타(소변줄)와 소변백 착용

 장시간 앉은 자세로 인한 욕창발생 위험

 마비, 절단, 질병에 의해 보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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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은 앉은 자세와 신체 장애로 인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남

⇒ 휠체어의 장기적 사용으로 상체가 발달하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있음

반면 하반신 마비와 운동 부족으로 하체가 왜소해지는 경향이 있음(박광애, 2010)

휠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적 차이

C1 C2 C3 C4 C5 C6 C7 C8 C9

휠체어장애인 0.888890.585370.18750.378381.076920.43396‐0.0114‐1.4568‐0.3182

‐2

‐1

0

1

2 둘레항목 간의 비교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L11 L12

휠체어장애인 ‐0.04‐0.48‐0.32‐0.31‐0.86‐0.560.9170.9090.212 ‐1 0.484‐0.27

‐1.5

‐1

‐0.5

0

0.5

1

1.5 길이 항목 간의 비교

참고자료: 박광애(2010).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성 장애인의 상의 사이즈체계에 관한 연구

상반신의 수평 크기 항목: 장애인 > 비장애인

C1 목둘레
C2 가슴둘레
C3 겨드랑둘레
C4 위팔둘레
C5 손목둘레
C6 앉은허리둘레
C7 앉은엉덩이둘레
C8 앉은넙다리둘레
C9 앉은종아리최소둘레

L1 키
L2 앉은키
L3 앉은목뒤높이
L4 등길이
L5 앞중심길이
L6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L7 어깨길이
L8 어깨가쪽사이길이
L9 겨드랑뒤벽사이길이
L10 겨드랑앞벽사이길이
L11 팔길이
L12 앉은샅앞뒤길이

하반신 둘레 항목: 장애인 <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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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비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기성복의 인체적합성 문제

 휠체어 장애인의 80% 이상 기성복 착용

 기성복은 비장애인의 인체 특성과 선 자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음

⇒ 휠체어 장애인들이 기성복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박광애, 2008)

참고자료: Quinn, M. D., & Chase, R.W.,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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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사항

 뒷길이 당기고

 앞길이, 앞 밑위길이 뭉치고

 바지길이 위로 당겨 올라가는 현상

 옷길이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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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류산업 시장 부재

연구 상품>

휠체어 장애인 의류산업 현황

국내 국외

 국내는 장애인의 의복 개발 및 체형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실용화 부족

 독일, 미국, 영국 등 국외는 장애인을 위한 의류 개발 및 상품화 구축(양정은, 2013)

 국내 휠체어 장애인 의복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 필요

캐나다[izadaptive]캐나다[izadaptive]캐나다[izadaptive]

독일[rollimoden]: 휠체어 장애인 의복 전문브랜드독일[rollimoden]: 휠체어 장애인 의복 전문브랜드독일[rollimoden]: 휠체어 장애인 의복 전문브랜드



연구 목적

 휠체어 장애인의 의복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상반신 체형 분석

 직접인체측정치를 통한 신체크기 특성에 의한 체형 분류 및 특성 파악

 간접측정치를 통한 형태적 특성에 의한 체형 분류 및 특성 파악

 신체크기와 형태적 특성이 조합된 휠체어 장애인의 상반신 대표체형 선정

 휠체어 장애인 상의 의복설계에 필요한 체형의 자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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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에 의한 신체크기 특성 파악 및 체형분류 측면사진에 의한 형태적 특성 파악 및 체형 분류

가슴

허리

가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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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휠체어 장애인 직접 측정

S3. Drop에 의한 체형분류

S4. Drop체형 별 인체치수 분석

S6. 휠체어 장애인 대표체형 선정

S2. 측면 체형의 간접측정

S3. 측면 체형 분류

S4. 측면 체형 별 특성 파악

S5. Drop 체형과 측면체형 조합

Matlab 프로그램을 통한 측면 체형의 간접측정

구분

Factor1 Factor2

등면절대두께 및
목기울기

배돌출과 뒤허리
형태

유형 1  -0.17 0.06 AB
유형 2  0.18 -1.02 B
유형 3  -0.02 -0.24 B
유형 4 0.04 0.91 A
F값 0.48 3.58***

통계적 분석기반을 통한 체형분류

측면체형 유형별 특성 분석

휠체어 앉은 자세에서 인체측정

상 의

체형구분 Drop 분포(평균)

역삼각 체형(Y 형) 18.4 ~32.0(21.0)

보통체형(N 형) 13.0 ~ 18.3(15.6)

허리가 굵은 체형(B 형) 7.0 ~ 12.9(10.3)

배가 나온 체형(BB 형) -8.2 ~ 6.9(3.6)

KS K 0050-2004에 의한 남성체형 구분

구분
측면체형

빈도(%)
S형 형 H형 6형

Drop치수에
의한
체형

배가많이나온
체형(BB)

1(0.69) 2(1.39) 8(5.56) 25(17.36) 36(25%)

허리가굵은체
형(B)

3(2.08) 4(2.78) 21(14.58) 4(2.78) 32(22%)

보통체형(A) 16(11.11) 7(4.86) 20(13.89) 7(4.86) 50(34%)

역삼각체형(Y) 4(2.28) 8(5.56) 12(8.33) 2(1.39) 26(18%)

빈도(%) 24(17%) 21(15%) 61(42%) 38(26%)
144(100

%)

연구 절차

S1. 체형분석방법 결정

체형연구 관련 문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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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크기적 특성에 의한 체형 분류

체형분류

신체형태적 특성에 의한 체형 분류

S1. 성인 남성 상반신 체형분류 방법

직접측정 신체치수에 의한 체형 분류 측면사진의 간접측정치수에 의한 체형분류

바른 반신굴신

앞뒤 두께 차이 각도 차이 등길이, 앞길이 차이상 드롭= 가슴둘레-허리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ISO의 남성복 체형분류 기준

 한국/일본/미국/유럽 등
남성복 체형분류기준

기성복 생산의 사이즈 분류 기준
의복 맞춤설계 시 고려되는 체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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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Drop에 의한 우리나라 남성의 체형구분(KS K 0050-2004)

상 의

체형구분 Drop 분포(평균)

역삼각 체형(Y형) 21.0(18.4 ~32.0)

보통체형(N형) 15.6(13.0 ~ 18.3)

허리가 굵은 체형(B형) 10.3(7.0 ~ 12.9)

배가 나온 체형(BB형) 3.6(-8.2 ~ 6.9)

 상 드롭: 가슴둘레- 허리둘레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2005). 신체치수 및 의류치수규격의 국제비교연구

보통 체형(N) 배가 나온체형(BB)역삼각 체형(Y) 허리가굵은체형(B)



석혜정, 김인숙(2002) 정재은, 김구자(2002) 권숙희(1997) Young Lim Choi, Yun Ja
Nam(2010)

연구
제목

20대 남성 체형연구-측면분류 남성(20~50세)의 동체부 체형분류-측면체형분류 다변량분석법에 의한 측면전신체형 분류(여성) Classification of upper lateral body shapes for 
the apparel industry

측정
항목

각도항목: 15항목
두께항목: 16항목

높이항목: 8항목
두께항목: 14항목
각도항목: 8항목

높이항목 : 11항목
두께항목: 24항목
각도항목:6항목

Body 3D scann data
Back space measurement : 11Variables
Lateral Back-Angle measurement: 8Variables

기준선 귀구슬점에서 수직선 발길이의 이등분선에서 수직선 귀구슬점에서 수직선 Waist center point that bisects the waist 
thickness and width

체형
분류
요인

① 엉덩이, 배 돌출과 균형
② 목형태
③ 가슴돌출과 균형
④ 허리에서 엉덩이 두께 차
⑤ 몸통길이
⑥ 등돌출 형태
⑦ 목 측면 기울기

① 앞뒤의 절대두께
② 가슴하부의 형태
③ 등면하부의 형태
④ 측면의 높이
⑤ 등면상부의 형태
⑥ 배돌출의 높이와 형태
⑦ 가슴상부의 형태
⑧ 엉덩이돌출의 정도
⑨ 가슴과 등두께의 차이

① 신체골격의 높이
② 엉덩이 이하 부위의 앞뒤두께
③ 가슴에서 배까지의 앞면 형상
④ 가슴에서 배까지의 뒤면 형상
⑤ 엉덩이 이하 높이수준의 신체비례
⑥ 목의 형태
⑦ 상반신 높이수준의 신체비례
⑧ 엉덩이 돌출 정도

① back-leaning space
② neck-bending angle
③ back-leaning angle
④ Neckbending space
⑤ neck–shoulder curvature

측면
체형
분류

I형: 목이 곧고, 기준선 기준 앞뒤돌출이 비슷
함
S형: 목이 전면으로 돌출, 목에서 등이 심한 곡
면, 허리는 기준선 중심으로 비슷한 크기, 엉덩
이돌출
）형: 목상단 부위 앞쪽으로 돌출, 뒤쪽은 안으
로 들어간 형태

S형: 등이 돌출, 배가 낮게 돌출 형태, 뒤로 젖혀
진 체형
D1형: 등면의 상부가 굽고, 허리가 앞으로 돌출된
형태
d형: 배의 돌출이 밋밋하고 엉덩이가 돌출된 형
태
I형: 전면과 후면이 밋밋한 형태
D2형: 배와 허리가 앞으로 돌출

숙인체형: 등부위가 편평, 목이 앞으로 굽은 형태
흰체형: 등부위가 신체 뒤쪽으로 젖혀있고 목이
앞으로 굽음
젖힌체형: 가슴상부각도, 배상부각도, 배돌출량이
크고 상반신 뒤면 두께가 다른 체형보다 작음
바른체형: 상반신 좌우두께가 균형을 이룸

Straight type
Swayback type
Lean-back type
Bend-forward type

S1. 측면 체형에 분류방법 - Literature review

 비장애인 상반신 측면체형분류의 대표적 요인

 앞뒤두께

 등의 상하부 각도

 가슴의 상하부 각도

 신체높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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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반신굴신
바른 반신굴신

바른 반신굴신

S1. 비장애인 남성의 측면 사진에 의한 체형구분

• 기준선(귀구슬점)에 의한 분류 • 각도에 의한 분류

• 등길이와 앞길이 차이에 의한 분류• 돌출 견갑골 기준선에 의한 분류

앞뒤

목, 가슴, 허리
앞뒤 두께차이 옆선의 각도

목들이 간격
허리들이 간격

바른

바른 반신굴신

 비장애인 남성의 대표적 상반신 형태

참고자료: KOLON 생산 R&D Center 자료



S2. 휠체어 장애인 직접인체측정 및

측면사진 촬영에 의한 간접인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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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휠체어 장애인의 인체측정 실시

 측정대상자: 휠체어 사용하는 성인 남성 장애인 20세 ~65세

 측정자세: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

 측정복: 신축성 소재로 몸의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민소매 셔츠

 측정항목: 의복제작에 필요한 2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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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둘레

2. 가슴둘레

3. 배꼽수준허리둘레

4. 엉덩이사선둘레

5. 넙다리둘레

6. 넙다리중간둘레

7. 무릎둘레

8. 장딴지최대둘레

9. 위팔둘레

10. 겨드랑앞벽사이길이

11. 어깨길이

12. 어깨가쪽사이길이

13. 겨드랑뒤벽사이길이

14.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15. 위팔길이

16. 배꼽수준등길이

17. 팔길이

18. 무릎길이

19. 다리가쪽길이

20. 다리안길이

21. 몸통길이

1

2

3

456
7

8

9

10

20

11

12

13

21

14 15 16

17

18

19

S2. 휠체어 장애인의 직접인체측정 항목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둘레선
위치가 사선으로 바뀜으로
엉덩이사선둘레를 측정



S2.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사진 촬영 프로토콜

90cm
410cm

바퀴를 벽면에 바싹 붙인다.

1. 측정자세: 휠체어에 앉는 편안한 자세 3. 팔 자세: 자연스럽게 팔을 내리고 바퀴를
잡지 않는 자세

2. 시선: 정면을 바라 보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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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① 귀구슬점
② 목뒤점
③ 목앞점
④ 등돌출점
⑤ 가슴돌출점

⑥ 배꼽돌출점

두께측정항목:
① 목뒤점두께(앞)
② 목뒤점두께(뒤)
③ 목앞점두께(앞)
④ 목앞점두께(뒤)
⑤ 등돌출두께(앞)
⑥ 등돌출두께(뒤)
⑦ 가슴돌출두께(앞)
⑧ 가슴돌출두께(뒤)
⑨ 배돌출두께(앞)

기준선: 귀구슬점에서의 수직선

S2. 휠체어 장애인 측면체형 분류 기준점과 간접측정항목

두께측정계산항목:
① 배돌출두께(앞)-가슴돌출두께(앞)9

6 5

4 3

2 1

8 7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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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측정항목:
① 목뒤접선각(목뒤점 ~등접선면)
② 등면상부각(목뒤점 ~ 등돌출점)
③ 등면하부각(허리뒤점 ~등돌출점)
④ 가슴상부접선각(목앞점 ~가슴접선면)
⑤ 가슴상부각(목앞점 ~ 가슴돌출점)
⑥ 가슴하부각(배돌출점 ~ 가슴돌출점)
⑦ 목뒤점과 목앞점 연결각

 목의 형태파악
⑧ 가슴돌출점과 등돌출점 연결각

 등돌출의 형태, 높이파악

S2. 측면체형 분류를 위한 각도 측정항목

뒤 앞

5

4

3

2

1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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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측면의 두께, 각도 측정 프로그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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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직접인체측정치 분석결과



구분
휠체어 장애인(본 연구 측정 자료: n=144) 비장애인(사이즈코리아 자료 n= 2654)

T 값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앉은목둘레 42.05 2.39 34.00 49.00 37.47 2.23 31.10 46.40 25.94***

앉은가슴둘레 100.88 8.38 79.00 126.00 95.72 6.22 79.00 133.60 8.45***

앉은배꼽수준허리둘레 89.52 10.20 68.50 120.00 84.80 8.34 61.80 145.40 6.31***

앉은엉덩이둘레 97.93 9.83 74.00 129.00 94.01 5.66 79.10 146.00 5.50***

위팔둘레 32.62 3.92 22.00 48.00 30.49 2.65 22.70 42.00 7.46***

어깨길이 14.91 1.19 12.00 18.50 13.63 1.30 9.50 19.80 14.40***

어깨가쪽사이길이 45.89 3.52 34.50 59.00 42.23 2.68 32.80 51.70 14.22***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3.67 2.45 28.00 44.00 36.64 2.18 28.50 44.10 -16.46***

겨드랑뒤벽사이길이 40.57 3.52 33.50 52.00 40.92 2.67 32.20 50.60 -1.36

위팔길이 34.91 1.85 30.00 41.00 33.35 1.76 27.90 41.40 11.40***

팔길이 61.06 2.95 54.50 68.50 57.89 2.85 48.80 68.30 14.52***

배꼽수준등길이 46.36 3.41 34.50 57.50 47.03 2.49 38.30 55.30 -2.69**

몸통길이 69.42 4.48 54.00 81.00 68.38 3.07 56.90 77.90 3.19**

넙다리둘레 43.67 7.89 26.50 66.50 55.71 4.47 36.70 88.20 -21.06***

넙다리중간둘레 37.88 6.05 27.00 55.00 51.49 4.30 33.40 79.80 -30.85***

무릎둘레 38.51 3.58 28.00 48.50 37.13 2.13 31.30 51.60 5.31***

장딴지최대둘레 31.85 5.02 18.00 49.00 37.76 2.77 29.40 53.20 -16.26***

다리가쪽길이 101.30 7.95 77.50 124.00 103.93 4.83 88.40 122.70 -4.56***

S3. 휠체어 장애인의 인체측정 치수 분석결과

*** p<0.001, **p<0.01, *p<0.5

성인 남성 20세 ~65세 인체측정치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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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뒤벽사이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



앉은목둘레 앉은가슴둘레
앉은배꼽수준

허리둘레

앉은엉덩이사

선둘레
위팔둘레

겨드랑앞벽사

이길이

겨드랑뒤벽사

이길이

휠체어장애인 1.92 0.62 0.46 0.40 0.54 -1.21 -0.10

-1.50

-1.00

-0.50

0.00

0.50

1.00

1.50

2.00

2.50

관
계

편
차

표
준

화
값

상반신 둘레 항목 비교

비장애인

S3. 비장애인의 상반신 둘레항목과 비교분석 결과

 관계편차 표준화 값= 
휠체어 장애인의 측정항목 별 평균 값-비장애인 측정항목 별 평균 값/ 휠체어 장애인 측정항목별 표준편차

 휠체어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상반신 둘레항목이 크다

 특히 목둘레가 다른 치수에 비해 차이가 크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앞품)는 비장애인이 보다 작다

허리를 구부리고 휠체어에
앉는 자세에 기인함

휠체어 바퀴 사용, 운동부족
등에 의해 상반신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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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비장애인 상반신 길이항목과 비교분석 결과

 관계편차 표준화 값= 
휠체어 장애인의 측정항목 별 평균 값-비장애인 측정항목 별 평균 값/ 휠체어 장애인 측정항목별 표준편차

위팔길이 팔길이 배꼽수준등길이 어깨길이
어깨가쪽사이길

이
몸통길이

휠체어장애인 0.84 1.08 ‐0.20 1.08 1.04 0.23

‐1.50

‐1.00

‐0.50

0.00

0.50

1.00

1.50

2.00

2.50

관
계

편
차

표
준

화
값

상반신 길이 항목 비교

비장애

휠체어 바퀴 사용에 의해
어깨와 팔이 발달

 배꼽수준등길이를 제외한 상반신 팔길이, 어깨길이 ⇒ 비장애인<휠체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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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비장애인 하반신 인체측정 치수 비교분석

 하반신의 크기 ⇒ 휠체어 장애인< 비장애인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장딴지최대둘레 다리가쪽길이

휠체어장애인 ‐1.53 ‐2.25 0.38 ‐1.18 ‐0.33

‐2.50

‐2.00

‐1.50

‐1.00

‐0.50

0.00

0.50

1.00

1.50

2.00

2.50

관
계

편
차

표
준

화
값

하반신 신체크기 비교

비장애인

 관계편차 표준화 값= 

휠체어 장애인의 측정항목 별 평균 값-비장애인 측정항목 별 평균 값/ 휠체어 장애인 측정항목별 표준편차

하반신 마비로 인한
왜소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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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체형구분
휠체어 장애인

Drop 평균(범위)
비장애인

Drop평균(범위)
빈도 (%)

우리나라
남성 상의

사이즈 구분

배가나온체형(BB) 1.2(-8.2 ~6.9) 3.62(-8.2 ~6.9) 36(25)

허리가굵은
체형(B)

9.8(7.0~12.9) 10.3(7.0~12.9) 32(22)

보통체형 (N) 15(13~18.3) 15.6(13~18.3) 50(34)

역삼각형(Y) 21(18.4~32.2) 21(18.4~32.2) 26(19)

S3. 휠체어장애인의 Drop에 의한 체형 분류 결과

 보통체형(A)>배가나온체형(BB)>허리가굵은체형(B)>역삼각형체형(Y)순으로 분포

 배가나온체형에서 Drop 치수의 평균값이 비장애인보다 작음에 유의

 상의 의복 설계 시 치수 반영이 요구됨

가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상드롭=가슴둘레-배꼽수준허리둘레 차



휠체어 장애인 측면 간접인체측정치 분석 결과



구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등면절대두께 및
목기울기

배돌출과 뒤허리
형태 등돌출 위치 등면상부 형태 가슴상부형태 등면과 앞면의

길이 차이

목앞점(L) 0.975 0.003 0.028 0.138 -0.015 0.109

등돌출점(L)    0.832 0.02 0.136 0.212 -0.413 0.163

가슴돌출점(L)  0.834 0.009 -0.097 0.205 -0.446 0.115

목뒤점과 목앞점 연결각 0.647 0 0.087 0.093 -0.225 0.144

가슴하부각 -0.022 0.944 0.022 -0.091 0.033 0.228

배돌출가슴돌출차 0.068 0.909 0.171 -0.122 -0.052 0.049

등면하부각 -0.087 0.611 0.278 -0.021 0.099 0.027

가슴-등돌출점 연결각 0.002 0.18 0.968 -0.063 0.007 0.091

목뒤접선각 0.25 -0.174 -0.079 0.939 -0.128 0.045

등면상부각 0.421 -0.02 -.507 0.531 -0.159 0.121

가슴상부각 -0.456 0.013 -0.014 -0.155 0.855 -0.129

배꼽수준등길이-목옆젖꼭지배꼽수
준허리둘레선길이 차

0.23 0.236 0.114 0.064 -0.12 0.924

고유치 3.2687 2.211 1.3569 1.3339 1.2218 1.0227

설명변량(%) 27.2 18.4 11.3 11.1 10.2 8.5

누적변량(%) 27.2 45.6 56.9 68 78.2 86.7

S3. 측면의 간접측정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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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체형 유형 수 결정 및 군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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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값과, Semi-partial R² 그래프에서 군집 수는 3 ~4개 가능

 Dendrogram에서는 3개보다 4개의 군집 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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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집에 대한 평균 요인점수

구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빈도(%)등면절대두께 및
목기울기

배돌출과
뒤허리 형태

등돌출 위치 등면상부 형태 가슴상부형태
등면과 앞면의

길이 차이

군집 1  -0.17 0.06 AB 1.22 A 0.85 A 0.01 B -0.36 B 24(17)

군집 2   0.18 -1.02 B -0.65 AB 0.76 A -0.68 C 0.16 B 21(15)

군집 3   -0.02 -0.24 B -0.15 B -0.60 C 0.62 A -0.20 B 61(42)

군집 4 0.04 0.91 A -0.17 B 0.00 B -0.62 C 0.46 A 38(26)

F값 0.48 3.58*** 22.79*** 26.17*** 23.13*** 5.06** 144(100)

3군집에 대한 평균 요인점수

구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빈도(%)
등면절대두께 및 목기울기 앞뒤허리 형태 등돌출위치 등면상부 형태 가슴상부형태

등면과 앞면의길이
차이

군집 1 -0.17 0.06 AB -1.22 B 0.85 A 0.01B -0.36 B 24(16.67)

군집 2 0.09 0.22A 0.34 A 0.27 B -0.64 C 0.35 A 59(40.97)

군집 3 -0.02 -0.24B 0.15 A -0.60 C 0.62 A -0.20 B 61(42.36)

F값 0.58 3.31* 31.19*** 30.76*** 34.89*** 6.91** 144(100)

S4. 측면체형 군집 별 평균 요인점수

 3군집 수에서는 4군집 수에서 나타나는 군집2, 군집4의 뚜렷한 특성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짐

 4군집 분류에서는 4개의 군집이 각각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을 4개의 군집 수로 정함



구분
유형1(n=24) 유형2(n=21) 유형3(n=61) 유형4(n=38)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목앞점뒤두께 (%) 83.04 7.99 85.38 7.50 81.85 9.36 84.03 10.61 0.92 

등돌출점뒤두께(%) 70.25 7.65 75.24 11.19 63.54 8.67 71.89 13.19 9.34***

가슴돌출점뒤두께(%) 65.08 8.22 73.95 11.20 61.54 9.83 70.47 12.68 9.77***

배돌출점앞두께-가슴돌출점앞두께(%) 15.33 5.98 6.00 4.50 12.44 1.00 20.53 6.55 22.73***

목뒤접선각( °) 38.54 4.21 40.91 3.02 12.44 7.80 34.97 4.55 30.37***

등면상부각( °) 25.04 3.07 21.24 4.16 17.87 3.47 19.71 4.17 22.30***

등면하부각( °) 11.58 4.90 6.33 4.15 9.34 5.62 11.66 4.74 6.07**

가슴상부각( °) 18.96 4.39 13.71 6.27 23.90 5.73 15.18 6.17 26.25***

가슴하부각( °) 19.00 10.19 6.38 4.68 17.62 10.99 33.03 10.86 34.58***

목뒤점, 목앞점 연결각( °) 30.29 6.52 31.52 8.04 27.62 7.20 29.87 6.84 2.04 

가슴돌출점, 등돌출점 연결각( °) 15.29 3.65 -3.90 6.84 2.64 9.40 4.24 9.65 20.94***

배꼽수준등길이-목옆젖꼭지배꼽수준
허리둘레선길이(cm)

2.41 3.85 3.14 3.63 1.43 4.30 6.19 4.28 10.59***

S4. 체형 유형별 간접측정치 분석결과

 휠체어 장애인의 등면 상부 두께는 평균 74%, 귀구슬점 기준선이 앞으로 치우침

 유형2>유형4>유형1>유형3 순으로 등면 상부 두께 > 앞면두께

 굴신 체형일수록 배꼽수준등길이-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 차이가 큼

 유형 2는 등 두께가 가장 큰 반면 가슴상하부각이 가장 작고, 유형4는 가슴하부각이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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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1 : S형 유형 2:   형 유형 3: H형 유형4: 6형

측면
실루엣

체
형
특
성

등
위 등 굽은 형 뒷면이 두껍고 앞으로

등 굽은 형
앞뒤 두께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등이 밋밋한 형

전반적으로 등이 두껍고
아래 등 굽은 형

가슴 앞으로 경사짐 밋밋함 가슴 발달 밋밋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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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약간 휜 형태 허리 굽음 바름 굽음

앞뒤
길이
차이

등길이>목옆젖꼭지허리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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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길이>목옆젖꼭지허리둘
레선길이
(차이: 3.14cm)

등길이>목옆젖꼭지허리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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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6.16cm)

S4. 휠체어 장애인 측면체형 유형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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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측면 체형 실루엣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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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 특성에 따른 의복의 설계 반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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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휠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측면체형 비교

비장애인 상반신 측면 형태

참고자료: 정재은, 김구자(2002). 남성의 동체부 체형분류(제2보)-측면체형의 분류 및 정면
과 측면 체형의 조합-. 한국의류학회지, 26(9/10), p1443-1454.

휠체어 장애인 상반신 측면 형태

 20~54세 남성 사진촬영 자료에 의한 실루엣 분석  20~60세 남성 휠체어 장애인 사진촬영 자료에 의한 실루엣 분석

[S형] [  형] [6형][H형]

 굴신체형에서 비장애인은 위등굽 형태이고, 휠체어 장애인은 허리가 굽은 굴신체형이 많음

 휠체어 장애인은 등면이 굴신이면서 동시에 복부 비만이 심한 체형 특성이 있음

 비장애인은 모든 체형에서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등길이(곽연신, 2004), 

휠체어 장애인은 등길이>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

(16.9%) (13.8%) (24.4%)(26.0%) (18.9%)
(17%) (15%) (42%) (26%)



S5. Drop에 의한 체형과 측면체형의 조합

구분
측면체형

빈도(%)

S형 형 H형 6형

Drop치수에
의한
체형

배가많이나온체형(BB) 1(0.69) 2(1.39) 8(5.56) 25(17.36) 36(25%)

허리가굵은체형(B) 3(2.08) 4(2.78) 21(14.58) 4(2.78) 32(22%)

보통체형(N) 16(11.11) 7(4.86) 20(13.89) 7(4.86) 50(34%)

역삼각체형(Y) 4(2.28) 8(5.56) 12(8.33) 2(1.39) 26(18%)

빈도(%) 24(17%) 21(15%) 61(42%) 38(26%) 144(100%)

 Drop BB형과 측면 6형>Drop A형과 측면 H형> Drop A형과 측면 S형 순으로 출현빈도 분포

 5% 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BB/6형, B/H형, N/H형, N/S형, Y/H형 Y/  형, BB/H형, 등 7개의

대표체형 선정



토의
 휠체어 장애인 체형 분류방법 개발

 의복 착의 상태인 앉은 자세에서 인체측정 및 의복 제작에 필요한 체형구분 방법 설계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 연구 방법 설계

 휠체어 장애인 측면 사진을 통한 간접측정 치수 정량적 분석

 측면사진의 간접측정치 분석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치수측정의 오차를 줄임

 Drop 의한 휠체어 장애인 상반신 체형 분류

 우리나라 남성 상반신 체형분류방법에 의해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구분 및 특성 파악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 분류 및 특성 파악

 앉은 자세를 토대로 4가지 유형( S형,   형, H형, 6형)으로 분류됨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 의하여 굴신체형이 많고 등길이가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앞길이) 보다 큼

 비장애인의 체형과 상반된 결과(사이즈코리아 자료:성인 남성 비장애인은 앞길이>등길이)

 운동부족으로 인한 복부 비만 체형이 많음

 Drop 체형 과 측면 체형의 조합

 Drop 체형과 측면체형의 조합을 통해 분포가 많은 7개의 대표체형 선정

 기대효과

 인체 적합성이 높은 휠체어 장애인의 사이즈 설정과 맞춤의복설계 반영

 추후연구

 맞춤대량생산을 위한 상의, 하의 사이즈 분류 연구

 대표체형 별 상의 pattern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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