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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was done against female workers in public officer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and usage of uniforms worn in government and other public offices, to find out the 
degree of their satifaction for ifs appearance, costs, functions and representation. The research 
was done by questioning 402 female workers about their uniforms in various government and 
other public offices and the results analysed from the research are as it follows below.

1. The shape of uniforms in public offices were mostly in three piece (j acket+vest+skirt) 
shape, many of them in gray color and the material were made of blended fabrics.

2. The satisfactory grade of the uniform couldn't even reach the level of '3 points', in which it 
is easy to tell that the workers ha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uniforms. The level of satis
faction in it's appearance, functions, costs and representation were below average, the 
rankings starting with functions, representation, appearance, costs and it was shown that 
the most satisfied category was in it's functions and the least in costs.

직업의 세분화와 더불어 전문직이 급증하였다.

I . 서 론 사회환경과 성역할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력 증가

를 가져왔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점점 확장되어 

물질문명의 발달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 가고 있으며, 직업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

아지고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절한 의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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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작업 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능력 있는 이 

미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표 

현하고자 하는 의복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 

다.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니폼들이 여성 근 

로자나 근무자들에세 착용되어지고 있다. 현대 

관공서의 유니폼은 과거의 관료적이고 륵정집단 

의 성격표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관공 

서의 사회적인 위치와 독자적인 이미지를 중요시 

한 새로운 감각이 가미되면서 상징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디자인으로 바뀌어가 

고 있다.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직장이나 단 

체내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직위를 나타내주기도 

하며, 대외적으로는 직장이나 단체의 특성을 나 

타내주기도 하지만, 착용자에게는 무엇보다 직무 

수행이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야 하며, 동시에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공서 여직원을 대상으로 관 

공서의 유니폼 착용실태와 현황을 밝히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에 대한 유니폼의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를 관공서 

별, 연령별, 결흔여부별, 학력별로 그 변인에 따 

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유니폼 개선과 

유니폼 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유니 

폼을 착용하고 있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부 

에 소속된 12개업체 122명과 정부투자기관에 소 

속된 14개업체 140명 그리고 정부유관기관에 소 

속된 13개업체 140명으로 총 402명의 관공서 근 

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유니폼 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설문지법에 의해 수행하였고, 일부 유니 

폼 실태파악은 부분적으로 인터뷰 방법을 병행하 

여 수행하였다. 먼저 관공서에 근무하는 여직원 

60명을 대상으로 1997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 

지 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설문지는 송 

종연D과 이병홍2)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유니폼 

의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경제성에 관한 48문 

항을 선정 하였다. 문항별 척도는 5점 Likert척도 

로서 아주 그렇지 않다를 1점, 아주 그렇다를 5점 

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타당도 검사를 위해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한 요인 

수와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타당 

도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Factor anallysis)을 실 

시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론바 알파계 

수(Cronbach's coefficient)# 산출하였다. 요인 

분석 은 주성 분방법 (Principal Componant)을 사 

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 (Rotation method)은 

직교회 전방법 (Orthogonal rotation method) 중 

베리멕스방법 (Varimax method)을 사용하였 

다.

선정된 46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다 

음의〈표 1〉과 같이 각 요인이 4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요인 1은 심미성 요인으로서 디자인, 

색상, 무늬로 묶여졌으며, 요인 2는 기능성 요인 

으로서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로 묶어졌고, 

요인 3은 상징성 요인으로, 요인 4는 경제성으로 

묶여졌다.

또한, 문항의 신뢰도는〈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

관공서 여직원들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유니폼의 만족 

도와 특성간의 분석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

1) 송종연, 여대생의 유행의복 만족도 연구-사회, 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 이병홍, 우리 나라 호텔 종업원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호텔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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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항의 요인분석

요인
문 항

요 인 

부하량

고유치 

부하량

• 유니폼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만족

한다. .51
디 • 유니폼이 나의 얼굴형과 어울리는 디자인이므로 만족한다. .54

• 다른 관공서와 비교했을 때 자사의 유니폼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50
자 고 생각하므로 만족한다. .59

• 유니폼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이라 만족한다. .54
인 • 유니폼이 유행에 상관없이 디자인이 좋으므로 만족한다. .43

• 착용한 유니폼이 디자인이 나의 신체적 장점을 강조할 수 있어서 착용시

만족감을 느낀다.

• 착용한 유니폼이 나와 잘 어울리는 색상이어서 만족한다. .47 13.64
색 • 유니폼의 상하색상이 잘 어울려서 만족한다. .48
상 • 착용한 유니폼의 색상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아 만족한다. .57

• 착용한 유니폼의 색상이 독특한 색상이라 착용시 만족한다. .56
• 착용한 유니 폼에 표현된 무늬 가 유행 하는 무늬 라서 만족한다 .46

■口 • 유니 폼에 표현된 무늬가 개성 있는 무늬 라서 만족한다. .52
- 유니폼의 무늬가 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무늬라서 만족 .50

늬
한다. .39

• 착용한 유니폼이 나의 신체적 단점을 감출 수 있는 무늬라서 만족한다. .52
• 착용한 유니폼의 무늬가 유행을 타지 않는 무늬라서 만족한다.

• 착용한 유니폼의 바느질과 끝손질이 잘 되어 있어 만족한다. .31
• 유니폼이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 옷감이라 만족한다. .47
• 착용시 유니폼의 촉감이 좋아 만족한다. .44
• 유니폼의 옷감이 튼튼해서 만족한다. .47

소 • 유니폼의 옷감이 땀을 잘 흡수하여 쾌적 감을 느낀다. .46
• 겨울에는 유니폼의 옷감이 보온성이 있어 착용시 만족한다. .36

요 • 유니폼의 옷감이 신축성이 좋은 것이라 만족스럽다. .58
인 재 • 유니폼의 옷감이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 만족한다. .47
2. • 유니폼의 옷감이 가벼워 활동하기에 편하다. .43

• 유니폼의 옷감이 세탁에 의해 변색되지 않아 만족한다. .55
• 유니폼의 옷감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지 않아 만족한다. .58 4 22
• 유니폼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만족한다. .49
• 유니폼에서 편안함을 느껴 만족한다. .41
• 유니폼 착용으로 근무나 작업시 능률이 향상된다고 생각된다. ,33
• 유니폼의 치수가 신체 치수와 잘 맞아서 활동하기 에 편안하다. .41
• 유니폼을 입고 근무시 활동하기에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39
• 착용한 유니폼이 부분적인（예: 칼라, 소매）오염이 적은 편이다. .55
• 유니폼의 관리와 손질이 편하다. .69
• 유니폼이 세탁하기에 편하다. .64
• 유니폼의 세탁 후 형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만족한다. .69
• 유니폼의 세탁 후 다림질 및 관리가 쉬워 만족한다. .54
• 유니폼에 자사의 상징물이나 로고가 달려 있다. .44

C ol Q • 착용한 유니폼이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63
요인 3. 
시" 지 서

• 유니폼이 자사의 이미지와 잘 맞다고 생각한다. .55 4.22
상싱 성 - 유니폼에 부착된 상징물이 유니폼과 어울려 만족감을 느낀다. .44

• 유니폼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외출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37

0 01/( • 유니폼 구매시 사비가 들지않아 경비가 절약된다. ,36
요‘신 4.
겨 지서

• 유니폼을 때때로 외출시 착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 .36 2.74
句 세匀 • 유니폼이 새 디자인으로 바뀌면 지난번 것과 번갈아 입는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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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신뢰도분석 결과

요구성능별 심미 성 기능성 상징성 경제성

Alpha 0.92 0.91 0.71 0.46

분석은 t-test를 사용하고, 세 집단간의 차이 분석 

은 ANOVA분석을 사용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검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을 사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m.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의〈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기관, 연령, 결혼여부, 학 

력, 근무년한, 근무시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근무기관별로는 행정부가 

30.3%, 정부유관기관이 34.8%, 정부투자기관이 

34.8%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령은 

17〜24세, 25〜29세, 30〜34세 그리고 35세 이상 

으로 구분하였는데, 17~24세가 29.9%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25〜29세, 35세 이상은 27.4% 

였으며, 30〜34세가 15.3%로 가장 적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자가 62.2%로 기혼자 37.8%보다 많 

았다. 학력은 고졸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졸 이상 집단 27.9%로 많았고, 대졸 

20.9%, 전문대졸이 4.7%로 분포되었다. 근무년 

한은 1〜3년이 20.3%로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이 

4〜7년 43.5%, 7년 이상이 36.2%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9〜10시간이 66.6%로 가장 많이 차 

지하였고, 5〜8시간이 30.4%로 다음 순으로 나 

타났다.

2. 유니폼 착용현황과 실태조사

조사대상인 관공서 여직원들의 유니폼 착용현 

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니폼의 형태

유니폼의 형태를 살펴보면〈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쓰리피스〈재킷+조끼+스커트+(블라

〈 표 3〉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NE) %

기

관

행정부 122 30.4

정부유관기관 140 34.8

정부투자기관 140 34.8

합 계 402 100.0

연

령

17 ~ 24세 120 29.9

25~29세 110 27.4

30 〜 34세 62 15.3

35세 이상 110 27.4

합 계 402 100.0

결혼

여부

미 혼 250 62.2

기 혼 152 37.8

합 40B 100.0

학

력

고졸이 하 187 46.5

전문대졸 19 4.7

대 졸 84 20.9

대졸이상 112 27.9

합 계 402 100.0
근
 무
 년
 한

1 〜 3년 81 20,3

4~7 년 174 43.5

7년 이상 145 36.2

합 계 402 100.0 -

근 

무 

시 

간

5〜8시간 86 30.4

9〜10시간 318 66.6

10시간 이상 8 2.0

기 타 4 1.0

합 계 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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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표4> 유니폼의착용현황

구 분
행정부 정부유관기관 정부투자기관

N%
N% N% N%

원피스 0 0.0 1 7.7 0 0.0 1 2.5

유 

니 

폼

투피스〈재킷十스커트〉 4 34.0 2 15.4 3 21.4 9 23.5

투피스〈재킷+바지 

+（블라우스）〉
1 8.0 1 7.7 2 14.2 4 10.2

의 쓰리피스〈재킷+조끼 

+스커트+（블라우스）〉
7 58.0 8 61.5 8 57.2 23 59.0

형 쓰리피스〈재킷+조끼

태 +바지+（블라우스）〉
0 0.0 1 7.7 1 7.2 2 5.0

합 계 12 100.0 12 100.0 14 100.0 39 100.0

노란색 계열 0 0.0 0 0.0 1 7.2 1 2.66

붉은색 계열 0 0.0 2 15.4 1 7.2 3 7.7

유 파란색 계열 2 16.6 3 23.0 1 7.2 6 15.3
니

폼
초록색 계 열 3 25.0 1 7.7 2 14.1 6 15.3

보라색 계열
의

0 0.0 0 0.0 1 7.2 1 2.65

갈색 계열 1 8.3 1 7.7 1 7.2 3 7.7
색 베이지색계열 1 8.3 1 7.7 1 7.2 3 7.7
상

횐색계 열 0 0.0 0 0.0 1 7.2 1 2.6

회색계열 5 41.6 5 38.4 5 35.5 15 38.4

합계 12 100,0 13 100.0 14 100.0 39 100.0

직장심볼무늬 1 8.3 1 7.7 1 7.1 2 5.1

줄무늬 1 8.3 1 7厂 3 21.4 5 12.8

유 체크무늬 2 16.3 3 23.0 2 14.2 7 17.9
니

포
전통무늬 1 8.3 1 7.7 1 7.1 3 7.7

의
꽃무늬 3 2.5 5 38,5 4 28.7 12 30.8

동물무늬 1 8.3 0 0.0 0 0.0 1 2.6
무

점 무늬 1 8.3 1 7.7 1 7.1 3 7.7
늬

추상무늬 0 0.0 1 7.7 0 0.0 1 2.6

단색 2 16.7 0 0.0 2 14.3 4 10.2

합 계____________ 12 100.0 13 100,0 14 100.0 39 100.0

우스）〉의형태로 착용하는 기관이 23개 기관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원피스 형태는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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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유니 폼 요구성 능별 만족도

변인

심미 성 기능성 상 

징 

성

경 

제 

성

평

균

기관

디자인 색상 무늬 평균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평균

행정부
1.88 

C
2.08 

C
2,07 

C
2.01 

C
2.38

B
2.02 

C
2.37

B
2.26

B
2.19 

C
2.23 2.17

정부유관
2.49 
A

2.59
A

2.51
A

2.53
A

2.73
A

2.84
A

3.25
A

2.94
A

2.72
A

2.29 2.62

정부투자
2.32

B
2.35

B
2.35

B
2.34 

B
2.93

A
2.66

B
3.11
A

2.90
AB

2.41 
B

2.34 2.49

평 균 2.23 2.34 2.31 2.29 2.68 2.52 2.91 2.70 2.44 2.28 2.42

F 값 34.45*** 25.47* 21.60*** 27.17*** 18.26*** 34.53*** 45.05*** 32.61*** 23.59*** 0.92

연령

17~24서】
2.23

B
2.46 
A

2.34 
A

2.34 
A

2.65 
A

2.54 
A

2.90

A
2.70 
A

2.33
B

2.24 2.40

25~29세
2.00 

C
2.16 

B
2.18

B
2.11 

B
2.37

B
2.31 

B
2.60

B
2.43 

B
2.22 

C

2.26 2.25

30 〜 34세
2.22

B
2.36
A

2.30 
AB

2.29 
A

2.66 
A

2.72 
A

3.02
A

2.80 
A

2.55 
A

2.34 2.49

35세이 상
2.50

A
2.39

A
2.41

A
2.43 

A
2.72 
A

2.75 
A

3.15
A

2.87 
A

2.67 
A

2.30 2.56

평 균 2.23 2.34 2.31 2.29 2.60 2.58 2.92 2.70 2.44 2.28 2.42

F 값 11.47*** 5.10** 3.16* 6.58*** 8.83*** 10.09*** 8.18*** 9.03*** 10.68*** 0.42

결혼 

여부

미 혼 2.22 2.37 2.32 2.30 2.58 2.54 2.85 2.66 2.38 2.30 2.41

기 혼 2.27 2.30 2.29 2.29 2.63 2.60 2.99 2.74 2.50 2.27 2.45

평 균 2.24 2.33 2.31 2.29 2.60 2.57 2.92 2.70 2.44 2.28 2.42

t 값 -0.77 1.05 0.58 0.24 -0.92 -0.80 -1.58 -1.22 -1.70 -0.72

학력

고졸이 하
2.37 
A

2.49
AB

2.43 
A

2.42 
A

2.66 
A

2.61
A

3.00
A

2.75 
A

2.46 231 2.48

전문대졸
2.52

A
2.55
A

2.55 
A

2.54
A

2.68
A

2.76
A

2.85 
A

2.76 
A

2.47 2.46 2.55

대 졸
2.22
AB

2.36 
B

2.30 
B

2.29 
B

2.48
B

2.39
B

2.89
A

2.59
B

2.45 2.29 2.40

대졸이 상
1.47
B

2.21 2.07 
C

1.92
C

2.74
A

2.61 
A

2.71 
B

2.69
AB

2.39 2.07 2.26

평 균 2.15 2.40 2.34 2.29 2.62 2.57 2.86 2.70 2.44 2,28 2.42

F 값 8.51*** 1.95* 3.71** 4.72*** 2.50* 4.51*** 3.12** 3.38* 0.66 3.33

*p<.05, **p<_OL ***P<.001
A>B〉C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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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었다. 관공 

서별로 보면, 행정부에서 스커트와 조합된 쓰리 

피스를 7개 기관이 착용함으로써 가장 많이 착용 

하였고, 바지로 구성된 쓰리피스의 착용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유관기관에서도 쓰리 피스 

〈재킷+조끼+스커트+（블라우스）〉를 8개 기관 

이 착용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 

이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이며,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재킷+바지+ （블라우스）〉와 바지로 구성 

된 쓰리피스 및 원피스는 매우 적어 행정부와 마 

찬가지로 착용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쓰리피스〈재킷+조끼 + 

스커트+（블라우스）〉를 8개 기관이 착용함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이 스커트로 구성 

된 투피스,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 바지로 구성된 

쓰리피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공서 여직원들의 유니폼 

형태는 대부분 블라우스를 입고 스커트와 조끼를 

착용한 후 그 위에 재킷을 착용한 쓰리피스형태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색 상

유니폼의 색상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 

부에서는 회색계열, 초록색계열, 파란색계열 순 

으로 나타났고, 정부유관기관에서는 회색계열, 

파란색계열, 붉은색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 

부투자기관에서는 회색 계열, 초록색 계열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티폼의 색상 중 회색계열 

이 15개 기관에서 착용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록색계열과 파란색계열을 6개 기관에 

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관공 

서 여직원 유니폼의 색상은 회색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무 늬

유니폼의 무늬에 대하여 살펴보면, 꽃무늬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 

크무늬, 줄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전통무 

늬와 점무늬 둥도 간혹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유관기관에서도 역시 꽃무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체크무늬는 행정부와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동물무늬와 단색은 없었다. 정부투 

자기 관에서 는 꽃무늬 와 줄무늬, 체크무늬 를 주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서 보듯이 꽃무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는 유니폼 중 주로 블라우스에 사용된 무늬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소 재

유니폼의 소재를 보면, 14개 기관에서 면과 합 

성섬유의 혼방을 착용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 

내고, 그 다음으로 10개 업체에서 합성섬유를 착 

용하고 있었으며, 5개 업체에서 모와 합성섬유흔 

방을 착용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니 

폼의 소재는 천연섬유보다 합성섬유와 천연섬유 

의 흔방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혼방직물이 세탁에 있 

어서 용이하고 특히 가격면에서 천연섬유보다 비 

교적 저렴한 편이며, 형태보존에 있어서 천연섬 

유보다 더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으 

로 보인다.

3. 유니폼의 만족도

관공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유니폼 만족도 

는 전체적으로 볼 때 '3점'수준에 미치지 않아 만 

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 기능성, 경 

제성, 상징성의 만족도 모두 보통 수준에 미치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의 순위는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경제성 순으로 기능성에서 가장 만족하 

고 경제성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 심미성 만족도

심 미성 의 만족도를 보면 다음의〈표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유니폼의 심미성 만족도는 디자인, 

［색상, 무늬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평균 

；.29점 수준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변인에 따라 기관별로 본 유니폼의 심미 

성에 대한 만족도는 디자인 만족도, 색상 만족도, 

무늬 만족도에서 관공서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났는데, 행정부에서 디자인, 색상, 무늬 

모두에서 그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p<.001）. 다 

음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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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러나, 만족도의 점수를 보면 전체적으 

로 3점에 못미치는 점수로써 관공서 여직원들이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는 디자인이나 색상, 무늬 

만족도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심미성의 요인인 디자인, 색상, 무 

늬의 만족도 중에서 디자인 만족도가 가장 낮아 

서(1.88) 행정부 여직원들은 유니폼 디자인에 대 

해 매우 불만족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 요인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디자 

인, 색상, 무늬 중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늬에 대한 만족도, 색상 

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우 

리 나라 관공서 여직원들은 유니폼에 대해 특히,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이 큼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 나라 관공서 여 

직원들의 유니폼 선정에 있어서, 특히 유니폼의 

디자인을 착용자의 기호 및 유행,의 경향을 고려 

하여 유니폼 디자인을 개선하여, 그 만족도를 높 

이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연령별로 본 심미성의 불만족도는 25〜29세, 

30〜34세, 17〜24세, 35세이상 집단 순으로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25~29세 집 

단의 연령충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요인별로 보면, 특히 이 집단은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5 
세 이하의 모든 집단도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도 

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35세 이상 집단에서는 

심미성의 여러 요인에서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색상 만족도 역시 25~29세 집단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 집단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고, 35세 이상, 17〜24세 순으로 나 

타났다(P<.OO1). 무늬 만족도에서도 25〜29세 

집단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34세, 17〜24세, 35세 이상 집단 순으로 나타 

났다 (p<.05).
이상의 결과로 연령충이 25〜29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심미성의 요인인 디자인, 색상, 무 

늬 모두에서 불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여부별로 본 심미성의 만족도는 기혼이 

미혼보다 불만족도가 약간 높았으며, 또한 기흔 

집단은 색상 및 무늬 불만족도가 미혼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디자인 부분에서는 미흔집 

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니폼을 선정함이 절실히 

요구되며, 색상, 무늬 부분에서는 기혼집단의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 집 단의 

의견반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본 심미성 만족도는 대졸 이상, 대졸, 

고졸이흐｝, 전문대졸 집단 순으로 대졸 이상 집단 

에서 그 불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1.92). 
학력별 심미성요인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디자인 

만족도에서 대졸 이상 집단의 만족도가 매우 낮 

았으며(1.47), 대졸, 고졸, 전문대졸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과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디자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졸 이상 집단 

의 디자인 만족도는 1.47로 매우 낮아 이 집단은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의 세 요인 중 특히, 디자인 

만족도는 다른 색상이나 무늬 만족도보다 전체적 

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김선미針의 여사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별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만족하고 낮을수록 만족한다는 결과 

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도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졸 이 

상 집단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무늬 만족도에서도 역시 대졸 이 

상 집단이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졸, 고졸이 흐｝, 

전문대졸 집단 순으로(p<.01) 나타나 대졸 이상 

혹은 대졸 집단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대졸 이 

상의 집단은 심미성 요인인 디자인, 색상, 무늬 

세 요인에서 모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1. 
92), 유니폼의 심미성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큼 

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변인별로 본 유니폼의 심 

미성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별로는 행정부, 연령 

은 25〜29세 집단, 기혼집단, 대졸 이상 집단에서 

심미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 

3) 김선미, 유니폼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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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관공서 여직원들의 유니 

폼 만족도 중 심미성 만족도 수준이 보통 이하의 

수준에 그쳐 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심미성 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 

타났으므로 이상의 결과에서 논의된 것들을 참고 

로 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니폼의 심미적 

인 요인에서의 불만족을 유의하여 유니폼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니 

폼의 디자인이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표현하 

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유니폼 착 

용자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감이 일의 능률을 향 

상시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니폼 디자인의 개 

선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2. 기능성 만족도

유니폼의 기능성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성의 요인인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만족도에서 전체적으로 3 
점에 못 미치는(2.70) 점수를 나타내 유니폼의 

기능성에 대해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 

만족도를 요인별로 보면, 활동성 만족도가 제일 

낮았고 다음으로 소재 만족도였으며, 세탁 및 관 

리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관공서에서 착용되고 있는 여직원들 

의 유니폼은 그 활동성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기관 

별로 보면 행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 

순으로 행정부의 기능성 불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 기 관별로 유의적 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p<.001).
행정부에서는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만족 

도 중 특히, 활동성 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정부투자기관에서도 활동성 만족도 

가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유관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소재의 만 

족도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세탁 및 관리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서 소재나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본 기능성 만족도는 25〜29세, 27~ 

24세, 30〜34세, 35세 이상 집단 순으로 나타나 

(P<.001), 25〜29세 집단의 만족도가 제일 낮았 

다. 기능성 요인 중에서는 활동성 만족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탁 및 

관리 만족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 

가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35세 이상 집단의 세탁 

및 관리 만족도가 3.15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 

별 기능성 요인의 만족도 평가에서 25〜29세 집 

단은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활동성에 대한 만족 

도가 매우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유니폼의 기능 

성 만족도에 불만족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반 

면에 30세 이상 집단은 기능성 각 요인에서의 만 

족도가 상대 적 으로 높아서 유니 폼의 기 능성 에 대 

해 만족함을 나타내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연령층이 낮은 17〜24세 집단과 25~29세 집 

단은 소재보다는 활동성 만족도가 낮았고, 30~ 

34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활동성보다 소재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났다. 즉, 연령층이 낮은 집단에서 

유니폼의 활동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여부별로 본 기능성 요인의 만족도는 미 

흔집 단이 기혼집 단보다 다소 불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미혼집단과 기혼집단 모두 기 

능성 요인 중 활동성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미혼, 기혼 모든 집단이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등의 기능성 만족도가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 본 기능성 만족도는 대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집단의 순으로 대졸 집단의 

불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학력별로 기능성 요인 

의 만족도를 보면, 활동성 만족도에서는 대졸, 고 

졸 이하, 대졸 이상, 전문대졸 집단의 순으로 나 

타나 대졸 집단의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세 

탁 및 관린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고졸이하 집단 

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0). 전 

체적으로 대졸 집단에서 유니폼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활동성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능성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본 결과, 기관별로 볼 때 행정부가 기능성 요인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 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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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집단어］서, 결혼 여부별로는 기흔보다 

미흔이,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불만족 

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상징성 만족도

유니폼의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는〈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2.44). 기관별로 상징성에 대한 불만족도는 

행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의 순으로 

행정부가 유니폼의 상징성에 대한 불만족도 역시 

가장 높았다(2.19). 각 기관별로 상징성 만족도 

에 대한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001).

연령별 상징성 만족도는 25~29세 집단이 불만 

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 순으로 17-24 
세 집단, 30〜34세 집단, 35세 이상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각연령별로 유니폼 상징성 만족도에 

서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1), 
25〜29세 집단에서 그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났 

다.

결흔 여부별 상징성 불만족도는 미흔집단이 기 

혼집 단에 비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유니폼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불만족도가 

높았으나, 상징성 만족도는 학력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유니폼 상 

징성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별로, 연령별로만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4. 경제성 만족도

유니폼 경제성 만족도는〈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2.28). 기 

관별로 보면 행정부, 정부유관기관, 정부투자기 

관 순으로 행정부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는 정부유관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니폼 만족도 중 심미성이나 기능성 만족 

도에서 행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 순 

으로 나온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로 본 경제성 만족도는 17〜24세, 25- 

29세, 35세 이상, 30~34세 순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성 만족도가 낮았다.

결혼 여부별로는 기흔집단이 미혼집단보다 경 

제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본 경제성 불만족도는 대졸 이상, 대졸, 

고졸, 전문대졸 순으로 대졸 이상 집단의 불만족 

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 만족도 

는 각 요인별로는 기관, 연령, 결혼 여부, 학력 둥 

모두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W.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유니폼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면, 유니폼 형태에 있어서는 쓰리피스〈재킷 

+조끼+스커트+(블라우스)〉형태가 많았 

으며, 색상은 회색계열이 많이 사용되었고, 

소재로는 면과 합성섬유 혼방이 많이 사용 

되었다.

2. 관공서에 근무하는 여사원들의 유니폼 만족 

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3점' 수준에 미치지 

않아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심미 

성, 기능성, 상징성, 경제성의 만족도가 모 

두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만족 

도의 순위는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경제 

성 순으로 기능성에서 가장 만족하고 경제 

성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유니폼의 심미성 만족도를 보면 유니폼을 

착용한 여직원들이 디자인, 색상, 무늬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심미성의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변인에 

따라 기관별로 본 유니폼의 심미성에 대한 

만족도는 행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 

기관의 순으로 행정부에서 제일 낮게 나타 

났다. 행정부에서는 심미성의 요인인 디자 

인, 색상, 무늬의 만족도 중에 디자인 만족 

도가 가장 낮아서 행정부 여직원들은 유니 

폼 디자인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본 심미성의 

만족도는 25〜29세 집단, 기혼집단, 대졸 이 

상 집단에서 심미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본 심미성 불만족도 

는 대졸 이상, 대졸, 고졸 이하, 전문대졸 집 

단 순으로 대졸 이상 집단에서 그 불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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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났다.

4. 유니폼의 기능성 만족도는 기능성의 요인인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능성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기능성 만족도를 요인별로 

보면 활동성 불만족도가 제 일 높았고 그 다 

음으로 소재였으며, 세탁 및 관리에 대한 불 

만족도가 제 일 낮았다. 기관별로 보면 행정 

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 순으로 행 

정부의 기능성 불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행 

정부에서는 소재, 활동성, 세탁 및 관리 만 

족도 중 활동성 불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정부유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에서는 소재 및 관리 만족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별로 본 기능성 만족도는 25~29세, 

17〜24세, 30~34세, 35세 이상 집단 순으로 

25〜29세 집 단에서 기 능성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요인별로는 연령층이 낮은 집단에 

서 유니폼의 활동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본 기능성 요인의 

만족도는 미혼집 단이 기혼집 단보다 다소 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흔집 

단과 기흔집단 모두 기능성 요인 중 활동성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본 기능성 만족도는 대 

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집단 순 

으로 대졸집단의 불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특히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다.

5. 유니폼의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는 행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의 순으로 행정 

부가 유니폼의 상징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 상징성 만족도는 25- 
29세 집단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결혼 여부별 상징성 불만족도는 미혼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학력별 유니폼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 이상 집단이 불만족도가 높았다. 전체 

적으로 유니폼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는 행 

정부, 25~29세 집단, 미혼집단, 대졸 이상

집 단에서 그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6. 유니폼의 경제성 만족도는 행정부, 정부유 

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순으로 행정부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본 경 

제성 불만족도는 17〜24세, 25〜29세, 35세 

이상, 30~34세 순으로 17〜24세 집단의 불 

만족이 제일 크게 나타났고, 결흔 여부별로 

는 기흔집단이 미흔집단보다 경제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 

로 본 경제성 불만족도는 대졸 이상, 대졸, 

고졸,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 집 

단의 불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관공서 여직원들의 유니폼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그 만족도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니폼 제조업체 

및 관공서에서는 유니폼의 심미성, 기능성, 경제 

성, 상징성의 각 요인별로 불만족한 부분을 세밀 

히 조사하여 유니폼 결정시 여직원들의 의견과 

더불어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각 기관마다 근무 

환경 이 다르므로 각 근무환경 에 적 합한 유니폼을 

개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심미성과 경제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으므로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니폼의 심미적인 요인과 

경제성 요인에서의 불만족을 유의하여 유니폼 개 

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유니폼 착용자들의 연구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과 연령, 지역, 

근무환경 둥에 따라 확대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유니폼 착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유니폼 착 

용자들의 심리적 요인 및 업무수행 행동 둥 다양 

한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것이 필 

요하리하고 생각되 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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