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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k-man's uniform should be concident with the image of his firm and 
accounted of the function according as its purpose. We made questions to 404 workers 
at 8 firm in our country through the questionaire papers to know about a work-man's 
uniform and researched whether the satisfactory in wearing his uniform had relation 
with his type of business, grade, carrer, age, marriage, and monthly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1. In the uniform status of the firm, there were many jumper styles in the design of 
the uniform. The color of that was more dark than bright and the materials of one 
was used much more chemical fiber than natural fiber. Each of the field office sup
plied the uniform to his work-man more frequently than the main office. All of firm 
payed off the uniform expense and decision of the uniform design was almost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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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firm and the labour union.
2. In the satisfaction of the uniform, the satisfaction of uniform was shown high in 

the design, color, materials, size and funtion. The highist dissatisfaction reason is 
as follows; it was disagreeable to concret design in the design and dark color and 
keeping warm or draft was bad in the materials, the bust and pant's length was 
long in the size.

3. In preference of the uniform, the order of preference in the design was what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image of firm was suitable, the characteristic uni
form. The order of preference in the color was beige, blue, grey. The preference of 
in the materials was good to keep warm and draft. The preference in the pattern 
was    no pattern' every type of business. The experts, or administrators and office 
workers than others prefered 'no pattern' of the uniform in th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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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기업의 근무복은 소속된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되어야 하고, 시대적인 패션감각이나 미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져서는 안되며, 또한 근무환경에 따라 작업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기능성을 

중요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유니폼 및 근무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러 직종의 유니폼의 디자인에 관한 연 

구들1⑵과 착용만족도 연구3>, 근무복 실태조사 연구등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는 주 

로 그 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정한 직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는 많은 기업체에서 남성들도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 디자인 또한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체 

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전체적인 근무복의 디자인 및 착용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학력, 결혼유무, 월수입 등의 여러 변수가 근무복의 만족도, 

선호도, 착용도, 관리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일차적으로 

남성 근무복의 디자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디자인 만족도,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n . 문헌적 배경

1)근무복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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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근무복이란 유니폼의 한 형태로써, 직장단위별로 일정한 형태와 색채, 소재 

를 통일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근무시에 착용하도록 지정된 의복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정 

의하고자 한다.

근무복은 유니폼의 한 형태로써, 유니폼(uniform)이란 제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 

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양식의 복장으로, 그 어원은 라틴어의 우누스(unis；하나의)와 포르마 

(forma；형태)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르킨다尹

근무복은 복식의 사회성을 잘 나타내는 의복이라 할 수 있는더】, 이는 근무복이 사회에 있어 

서 그 기업의 표시이며 기업의 구성원에게는 공통분모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다른 기업과 구 

별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복식의 공통성, 집단성, 특수성, 개별성을 보이고 있 

다叫 따라서 기업의 근무복은 일반복식과 달리 목적에 의해서 입는 옷이므로 규율에 의해 조 

직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원간에 동료의식과 일체감을 불러 넣어주고 집단에의 귀 

속감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일반인 또는 타기업인과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Hurlock^은 유니폼 착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동조성이라고 하였다. Ryan"은 사 

무직 종사자들은 의복으로 타인에 게 호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Kelly©는 직장에 

서의 적절한 옷차림은 보수적이고 단정한 것이며, 의복 자체보다도 그 의복이 어떻게 입혀졌 

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Hornm에 의하면 직업인의 의복은 직업적 신분 

상징의 역할이 매우 커서, 육체노동자는 작업복(overall,coverall) 및 유니폼에 의해 쉽게 구 

별되었고, 반면 정장이나 운동복 등은 정신노동자(white collar)와 관련되었으며, 이외에 직 

물, 색상, 의복무늬, 의복의 청결상태 등도 직업특성을 상징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 

므로 근무복은 개인의 표현인 동시에 소속된 집단의 성격을 반영하며 어느 시대, 어느 집단의 

문화적 측면을 강하게 반영한다.

또한 근무복의 특성은 유니폼이 갖는 특성과 같이 착용목적에 따라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의 세 요소가 요구된다. 유니폼을 공장부문, 사무부문, 서비스부문의 근무환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장부문에서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무부문은 상징성에 중점을 두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심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어느 부문에서든지 기능성, 상징성, 심미섬 중 어느 

한가지가 빠져도 능률증진, 안정성, 노동의욕의 향상 등을 달성할 수가 없다. 작업에 적 합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회사는 작업환경을 명랑하게 하고 작업원의 기분을 부드럽게 하여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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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복의 디자인

근무복의 디자인은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통합적 미관도 생각해야 하므로 근 

무복을「입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체형을 광범위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표현방법으 

로 폭넓은 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착용자와 관찰자의 미의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13>.
근무복의 소재는 일상복에 비하여 오염의 기회가 많으므로 세탁성이 좋아서 흡수와 건조가 

잘 되는 소재로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구김 회복성이 좋은 것으로 작업의 여러 동작과 기능 

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특히 요구된다. 근무복의 색채 선택은 기업의 이 

념과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어울리는 색채로써, 눈에 띄기 쉬운 색으로 타사와의 차별성이 뛰 

어 난 것으로 여 러가지 소재로 재 현이 용이 하고 관리 하기 쉬운 색채가 좋다. 또한 사람에 게 불 

쾌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주위와 조화되는 색채이어야 한다叫 근무복의 형태는 스타일 그 자 

체의 커다란 변화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동종업체와 구별이 용이한 것으 

로, 여러 사람이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근무복의 특징에 적합하도록 무난한 형태로써 단정한 

복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외형 실루엣보다는 의복의 색상, 심볼마크, 트리밍에 의해 

특성이 나타나게 한 것으로 작업능률 향상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근무환경, 작업조건이나 작 

업동작 등을 분석하여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고려한 형태이어야 한 

다. 즉 근무복의 형태는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총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으 

로 표현되 어 야 한다.

m.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남성들의 근무복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체 관리자 

들에 대한 직접면담법을 통한 조사와 조사대상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여 조사하 

였다. 관리자들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해 각 기업의 근무복 디자인（소재, 색채, 형태）과 디자 

인 결정과정, 치수체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지법을 이 

용하여 근무복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구체적 인 연구내용은 근무자 

의 여러 독립변수（회사, 근무업종, 직우］, 근무경력, 근무시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월평균 

수입）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의 디자인, 색상 소재, 치수 기능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실 

제 선호하는 디자인, 색상, 소재, 여밈방법 등에 대한 선호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조사한 근무복은 조사시 기가 겨울인 관계로 겨울용 근무복으로 한정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직종이 다른 8개 기업의 직장남성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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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1994년 11월9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1994년 12월 6일부터 1995년 1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지는 총 460부를 배부하여 45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50부를 제외한 404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ackage를 사용하여, 각 문항마다 빈도 및 상대빈도를 구하 

였고, 조사대상자의 독립변수와 근무복 만족도 및 선호도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는 크로스 

터블레이션에 의한 %2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배경

〈표1〉은 조사대상자의 배경으로 회사명,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결혼여

〈표 1〉조사대상자의 배경

변 인 구 분 N %

직 위

평 사 원 261 64.6

회사명

A 시멘트 50 12.4 계 장 94 23.3

DA 건설 본사 27 6.7 과 장 34 8.4

DA 건설 현장 29 7.2 부 장 15 3.7

K 건 설 47 11.6

1 일근무시간

8 시 간 이 흐卜 147 36.4

S 전 자 58 14.4 9〜10시간 이하 208 51.5

K 자동차 68 16.8 11 시간 이상 49 12.1

DL 건 설 45 11.1

연 령

만 29 세 이 하 147 36.4

D 본 사 25 6.2 만 30〜39세 이하 192 47.5

D 공 장 23 5.7 만 40〜49세 이하 54 13.4

N 건 설 32 7.9 만 50 세 이 상 11 2.7

二L 口 C기조

전문•행정관리직 188 46.5
격 호어 부

미 혼 135 33.4

사 무 직 93 23.0
匸£ l_ 1 1

기 혼 269 66.6
J 1 曰。

판매•서비스직 47 11.6
학 력

고졸이 하 181 44.8

생 산 직 76 18.8 대졸이 상 223 55.2

근무경력

2 년 미 만 80 19.8

월평균 수입

50〜100만원 미만 93 23.0

2〜5 년 미만 103 25.5 100T50만원 미 만 214 53.0

5〜10 년 미만 126 31.2 150〜200만원 미만 77 19.1

10〜15 년 미 만 60 14.9 200 만 원 이 상 20 5.0

15 년 이상 35 8.7 합 계 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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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력, 월평균수입을 조사한 결과이다.

2) 각 기업의 근무복 디자인 실태

(1) 스타일

근무복의 스타일은 거의 점퍼 스타일의 상의로만 되어 있었으며, 두 군데의 회사의 본사의 

경우 쟈켓스타일의 상의로 되 어 있었다. 상 • 하의로 된 근무복은 S전자, K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이며 나머지 기업에서는 근무복 상의만 착용하고 하의는 자유롭게 착용하고 있었다.

(2) 디자인

一캍라의 형태一

점퍼 스타일의 경우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니트고무밴드를 댄 형태이며, DA건설현장의 근 

무복에서만 윙칼라 형태로 되어 있었다. 쟈켓스타일의 상의로 된 근무복에는 테일러드칼라나 

스포츠칼라의 형태였다.

一소매의 형태一

소매는 점퍼 스타일의 경우 모두 셔츠슬리브에 소매부리에 니트고무밴드를 댄 형태였고, 

쟈켓스타일의 경우는 소매산이 어느 정도 높은 셑인슬리브 형태였다.

— 앞여밈의 형태一

점퍼 스타일의 경우는 거의 지퍼를 앞여밈으로 처리하고, K자동차 한 곳에서만 앞여밈과 

소매여밈에 접착테이프(매직 테이프)로 여밈을 처리했다. 쟈켓 스타일의 경우는 단추로 여민 

형 태 였다.

一 포켓 형태一

포켓의 형태는 회사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패치포켓, 플랩포켓, 웰트포켓 등으로 되어 있었 

다.

그외에. 점퍼스타일의 경우, 소매의 상완 부위나 옆선 부위에 볼펜 등을 꽂을 수 있는 길고 

좁은 포켓이 디자인되어 있었다.

쟈켓 스타일인 DA건설본사의 근무복에는 허리 부위에 다트가 넣어져 있고, K건설의 경우 

는 점퍼 스타일이지만 프린세스라인이 디자인되어 있었다.

모든 기업의 근무복에는 그 회사의 상징마크나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으며,。주식회사 한 

곳만 배지를 달고 있었다.

(3) 색 상

근무복의 색상은 기업마다 나름대로의 색을 정하고 있었는데, 옅은 베이지색, 옅은 회색, 

은빛 회색, 회색빛 녹색 등으로, 밝은 색상의 경우는 주로 회색이나 베이지색 계통이 많으며 

나머지는 모두 짙은 곤색으로써 아직까지는 진한 색의 근무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4) 소 재

거의 모든 기업의 근무복의 소재는 100%폴리에스테르였으며, 세 군데 기업에서만 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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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르 50%, 모 50%의 혼방직물이었다.，전자의 경우는 생산직에 관련된 부서의 근무복 소 

재에 방전가공이 되어 있었다.

(5) 치수체계

근무복의 치수체계는 쟈켓 스타일의 경우는 각 개인별 치수를 재어 맞춤복으로 하고 있으나, 점퍼 

스타일의 경우는 대 • 중 • 소나 S, M, L, XL, XXL, XXXL 등의 치수체계로만 되어 있었다.

(6) 근무복의 디자인 결정, 지급, 대금 지불

근무복의 디자인 결정은, 대부분이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결정하여 업체에 주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N건설만이 회사의 디자인 기획실에서 결정하여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복의 지급은 대기업일수록 지급회수나 근무복 지급종류가 많았으며, 대체로 현장에는 

1년에 한번씩 계절에 따라 지급하며, 본사의 경우는 2년에 한번씩 계절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금지불은 모든 기업이 회사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3) 근무복의 만족도와 선호도

근무복을 착용하는 남자 사원들의 배경변인이 되는 회사,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 

경력,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월평균수입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와 근무복의 만족도 

및 선호도와의 관계를 %2一검증한 결과는〈표 2〉와 같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도에서는 디자인과 색상에서 회사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치수와 불편 부위는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선호도에서는 선호 

무늬와 여밈방법에서 근무업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독립 변수와 근무복 만족도 및 선호도에 대 한 유의차 검증

구 

분

二 립 변수 
변看Iff、 회사

근무

업종
직위

근무 

시간

근무 

경력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득

디 자 인 *

만 색 상 *

족 소 재

도 치
수 *

기
t一

불 편 부 위 **

디 자 인

선 스g 상

호 소 재

도 무 늬 *

여 밈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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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복만족도

① 디자인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만족이 55.0%로, 불만 

족 45.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여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商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경우가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남성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 여성들에 비해 예민하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무복의 디자인에 불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근무복의 

구체적인 디자인(칼라나 소매모양 등)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22.0%)와 디자인이 단순해서 

지루하다(20.8%)나 디자인이 제한되어 있다(18.7%)를 중요한 불만족 이유로 들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족 이유는 앞으로의 각 기업체 근무복 디자인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생 

각된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근무복 디자인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각 회사별에서 

였다(표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주식회사 공장과 N건설, DA건설 현장, K자동차에서는 만족 

도가 높으나, 반면에 DA건설본사와 A시멘트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p<. 

05*)
② 색 상

근무복 색상에 대 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체 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55.4%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는 색상이 어둡다거나(36.7%) 색상이 단순해서 지루하다(36.1%) 등 

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의 근무복의 대부분이 단색이며 기능적인 면만을 고려하 

여 짙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성 근무복 디자인 

시 색상 선택에 있어서 다소 밝고 경쾌한 색상이나 배색을 이용한 색상 조화 등 다양한 기법 

을 통한 색상선택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색상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표 4〉와 같이 회사별에서 

였다.

근무복 색상에 대한 만족도는,「DA건설본사와 A시멘트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다른 

회사에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회사별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회사별 디 

자인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디자인에 불만족한 회사는 색상에서도 불만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소재

소재에 대 한 만족도는 만족이 59.4%, 불만족이 40.6%로 나타나 소재 역시 디 자인, 색상과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 비율도 높은 편으로 그 이유 

로는 소재의 보온성이나 통기성이 좋지 않다거나(23.8%), 신축성이 없고(18.9%),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14.6%)것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근무복의 소재가 대부분 합성섬유가 많으므로 

인한 합성섬유 자체의 물리적 성질에 의한 불만족 요인이므로, 앞으로는 소재의 보온성, 통기

15) 김 선미, 전 게논문,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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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회사별 디 자인 만족도

J、— 디 자인만 족도
회사명 ''''''f행/—읠纹\、

만 족 불만족 합 계 X2-test

A 시 멘 트

20
40.0
9.0

30
60.0
16.5

50
12.4

DA 건 설 본 사

10
37.0
4.5

17
63.0
9.3

27
6.7

DA 건 설 현 장

18
62,1

8.1

11
37.9
6.0

29
7.2

K 건 설

24
51.1
10.8

23
48.9
12.6

47
11.6

S 전 자

34
58.6
15.3

24.4
41.4
13.2

58
14.4

Value-
18.26090

K 자 동 차

41
60.3
18.5

27
14.8
39.7

68
16.8 DF=9

DL 건 설

22
48.9
9.9

23
51.1
12.6

45
11.1 P<.05*

D 주식회사 본사

13
52.0
5.9

12
48.0
6.6

25
6.2

D 주식회사 공장

18
78.3
8.1

5
21.7
2.7

23
5.7

N 건 설

22
68.8
9.9

10
31.3
5.5

32
7.9

합 계
222

55.0
182
45.0

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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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회사별 색상만족도

색상만 족도

회사爲冬皇込、
만 족 불만족 합 계 X2-test

23 27 50
A 시 멘 트 46.0 54.0 12.4

10.3 15.0

8 19 27
DA 건 설 본 사 29.6 70.4 6.7

3.6 10.6

19 10 29
DA 건 설 현 장 65.5 34.5 7.2

8.5 5.6

22 25 47
K 건 설 46.8 53.2 11.6

9.8 13.9

34 24 58 Value =
■S - 전 자 58.6 41.4 14.4 17.79121

15.2 13.3

38 30 68
K 자 동 차 55.9 44.1 16.8 DF=9

17.0 16.7

27 18 45
DL 건 설 60.0 40.0 11.1 P<.05*

12.1 10.0

14 11 25
D 주식회사 본사• 56.0 44.0 6.2

6.3 6.1

17 6 23
D 주식회사 공장 73.9 26.1 5.7

7.6 3.3

22 10 32
N 건 설 68.8 31.3 7.9

9.8 5.6

224 180 404
합 계 55.4 4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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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축성, 대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천연섬유와의 혼방소재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가공처리 

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치수

근무복에 대한 치수 만족도의 조사 결과 상의의 경우 73.8%의 높은 만족율을 보였고 하의 

도 64.9%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복의 디자인 자체가 거의 일정한 형태의 디 

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에 붙는 스타일이기 보다는 여유있는 점퍼 스타일이기 때문에 치 

수에 대한 불만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의의 치수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그 구체적 

인 부위를 알아본 결과, 가슴둘레(35.8%), 소매길이(28.3%), 진동둘레(18.9%) 등으로 나타 

났으며, 하의의 경우는 바지길이(4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30.7%), 엉덩이 

둘레(13.3%), 밑위길이(10.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수 불만족 부위 중 소매길이, 바 

지길이 등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부위이므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표 5) 근무시간이 길수록 치수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p<.05*), 
이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장시간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므로 치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⑤ 기능성

근무복 착용시 여러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78.5%, 불만족한다가 

21.5%로 나타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의 경우 불편한 기능 

은 몸을 굽힐 때(29.9%)와 앉아 있을 때(25.3%), 팔을 올리고 내릴 때20.7%)의 순서였다. 

구체적인 기능상 불편 부위는 상의의 경우 넓이 즉 품, 허리부위, 소매부위의 순이었으며, 하 

의의 경우 허리부위, 지퍼부위, 엉덩이부위의 순이었다. 이러한 기능성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각 회사별로 주된 작업동작의 범위가 있으므로 근무복 디자인시 이러한 면에서의 기능성을 

고려 한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표 5〉근무시 간에 따를 상의치수 만족도

\ N~3
행%、 

만족도'、혈£

근무 시간

8시간 

이하

9〜L0 시간 

이하

11시간 

이상
합계 Z2-test

116 152 30
298
73.8

만족한다 38.9
78.9

51.0
73.1

10.1
61.2 Value=

31 56 19
106
26.2

6.04441
불만족한다 29.2

21.1
52.8
26.9

17.9
38.8

DF=2
PV.05*

합 계
147 208 49 404
36.4 51.5 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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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근무시 간에 따른 상의 불편부위

N \ 근 무 시 간

— 8시간 

이하

9~10시간 

이하

11시간 

이상
합 계 X호-test

목부 위

4
44.4
16.7

4
44.4
7.4

1
11.1
11.1

9
10.3

허리부 위

3
15.8
12.5

16
84.2
29.6

—
19
21.8

넓 이

7
31.8
29.2

10
45.5
18.5

5
22.7
55.6

22
25.3

Value=
25.23674

소매 부위

10
52.6
41.7

9
47.4
16.7

—

19
21.8 DF=10

여밈 부위 —
6

75.0
11.1

2
25.0
22.2

8
9.2 P<.01**

주머니부위 —

9
90.0
16.7

1
10.0
11.1

10
11.5

합 계
24
27.6

54
62.1

9
10.3

87
100.0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근무시간에 따라 상의의 불편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의 경우 

는 소매부위, 9〜10시간은 허리부위, 11시간 이상은 넓이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근무복 선호도

① 디자인

현재의 군무복의 디자인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자에 한해서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를 조 

사해 본 결과, 근무환경과 적합한 디자인(42.9%)이 제일 많았고, 개성적인 디자인(22.5%), 
회사의 이미지와 맞는 디자인(15.9%)의 순서였다.

김戚의 연구에서 여사원들은 회사의 이미지와 맞는 디자인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며 유행

16) 김선미, 전게논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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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디자인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사 

원들은 유니폼의 상징성이나 유행을 중요시 하는 반면, 본 연구의 남자사원들은 근무복의 주위 

환경과의 적합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기능적 인 면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 근무복의 여밈방법중 어떤 여밈의 형태를 선호하는지 알아본 결과, 

상의의 경우 지퍼가 가장 높았고(75.2%), 그 다음이 단추, 후크, 접착테이프의 순서였다. 하 

의의 경우 역시 지퍼가 월등히 높은 선호율(90.2%)을 보였다.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상의 여밈방법 선호도는 근무업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었는데(p<.01**),〈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직종에서 지퍼를 선호하고 있 

으나, 특히 전문 • 행정관리직에서 지퍼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복의 특성상 입고 벗기에 간편한 여밈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②색상

현 근무복의 색상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에 한해서 근무복 선호 색 상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베이지색 계통(22.2%)이었고, 다음이 푸른색(하늘색 포함) 계통(20.6%), 
세번째로는 회색 계통(18.3%)로 나타났다.

윤卩>의 연구에서는 춘추, 동절기의 경우 회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다음으로 감색, 고동

〈표 7> 근무업종에 따른 상의 여밈방법 선호도

여밈방법

행%、

근 무 업 종

전문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버］ 스 

직

생산직 합계 X2-test

단 추

21
31.8
11.2

21
31.8
22.6

9
13.6
19.1

15
22.7
19.7

66
16.3

지 퍼

154
50.7
81.9

67
22.0
72.0

34
11.2
72.3

49
16.1
64.5

304
75.2

Value=
22.53801

접착테이프

5
31.3

2.7

5
31.3
5.4

—
6

37.5
7.9

16
4.0 DF=9

후 크

8
44.4
4.3

—
4

22.2
8.5

6
33.3
7.9

18
4.5 P<,01**

합 계
188
46.5

93
23.0

47
11.6

76
18,8

404
100.0

17) 윤학자, 작업복의 색과 구성이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연구보고, 1978,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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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근무업종에 따른 선호무늬

선호\ 행씨 

무늬、삐

근 무 업 종

전문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 

직

생산직 합계 X2-test

26 16 7 15 64
사실 무늬 40.6 25.0 10.9 23.4 15.8

13.8 17.2 14.9 19.7

3
점 무늬 100.0 — — 一 —

1.6

22 8 12 15 57 Value=
기하학무늬 38.6 14.0 21.1 26.3 14.1 26.7822

11.7 8.6 25.5 19.7

12 3 1 3 19
추상무늬 63.2 15.8 5.3 15.8 4.7 DF=15

6.4 3.2 2.1 3.9

7 2 5 1 15
전통 무늬 46.7 13.3 33.3 6.7 3.7 P<.05*

3.7 2.2 10.6 1.3

118 64 22 42 246
무늬없는 것 48.0 26.0 8.9 17.1 60.9

62.8 68.8 46.8 55.3

188 93 47 76 404
합 계 46.5 23.0 11.6 18.8 100.0

색, 연파랑색 순으로 나타났고, 회색은 침착한 색으로 무채색 중에서도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 

기 쉬운 색이며 각종 작업복 의색에 회색이 많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지색이나 

하늘색 등 좀더 밝고 환한 색을 근무복의 색상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소재

현 근무복의 소재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자에 한해서 어떤 소재를 원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28.0%)가 가장 많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위생적인 소 

재(18.9%), 신축성이 있는 소재(14.6%)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 1"의 연구에서 여사원들은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소재, 세탁에 편리한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의 순으로 나타나, 여사원들은 심미성이나 관리성을 중요시 하나 남자사원들은 소재의

18) 김선미, 전게논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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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성과 기능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여사원들은 

주로 냉난방이 잘 조절되고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남자사원들의 경우는 외 

부의 여러 온도 조건이 다른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해 요구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써, 남자 근무복의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근무시 작업 환경의 온도조건을 고려하여，특 

히 보온성이나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근무복의 소재가 합성섬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해서, 합성섬유가 지 

닌 위생성의 결여로 인한 여러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점차 근무복의 소재를 천연섬유 

가 다소 혼방된 소재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소재와 관련하여 선호하는 근무복의 무늬를 조사해 본 결과, 무늬가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60.9%), 그 다음이 사실적 무늬, 기하학적 무늬(첵크무늬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독립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업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직종에서 무늬 없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특히 전문 ,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다른 직종에 비하여 무늬없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근무복 실태를 조사하고，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 

에 대 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기업의 근무복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무복의 스타일은 주로 점퍼 스타일의 

상의였으며, 일부 쟈켓 스타일의 상의도 있었다. 하의까지 한벌로 된 경우는 드물었다. 

디자인은 점퍼 스타일인 경우 목둘레와 소매부리에 니트 고무밴드를 댄 형태이며, 쟈켓 

스타일인 경우 테일러드 칼라에 셑인 슬리브의 형태였다. 색상은 회사마다 다르나 진한 

감색의 짙은색이 많았고 회색이 섞인 여러 색상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재는 폴리에스테 

르 100%가 대부분이었으며 천연섬유와의 혼방직물은 거의 없었다• 근무복 지급은 본사 

보다 현장 근무사원에게 지급회수가 많았고, 개인치수를 계측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근 

무복 대금지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며 디자인 결정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결정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근무복에 대 한 만족도는 디 자인, 색상, 소재, 치수, 기능성에서 모두 만족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한 경우에,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구체적인 디자인 

형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디자인이 단순하거나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색상 

불만족 이유로는 색상이 어둡다거나 단순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재 불만족 이유로는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지 않음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치수 불만족 

부위로는 상의의 경우 가슴둘레, 하의의 경우 바지길이였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치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활동이 불편한 동작으로는 몸을 굽힐 때가 가 

장 불편하고, 활동시 불편 부위로는 상의는 넓이 즉 품이었으며 하의는 허리부위로 나타 

났다. 근무시간에 따라 상의 불편부위에 차이가 있었는데, 1일 8시간 이하 근무시는 소 

매부위, 9〜10시간은 허리부위, 11시간 이상은 품에서 불편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에 대한 불만족은 치수나 기능성에 대한 불만족보다 디 자인, 색상，소재 등 가시적 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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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무복에 대한 선호도는, 디자인에서는 근무환경과 적합한 디자인, 회사의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 회사의 이미지와 맞는 디자인을 들었고, 선호 색상으로는 베이지색 

계통, 파란색 계통, 회색 계통의 순이었으며, 소재는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중 무늬 선호도는 모든 업종에서 무늬 없는 것을 선호하였 

는데, 특히 전문 •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무늬없는 것을 더 선호하 

였다. 여 밈방법 선호도는 지퍼로 된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는 본 연구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성 근무복의 실제 착용도, 관리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며, 본 연구의 범위가 8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연구대상기 

업의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근무복 착용자 

들의 심리적 요인 및 업무수행 능률의 향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등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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