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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from the concept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uniform for new emerging jobs 
in modem socie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dental hygienists'wearing condition, satisfaction, and 
design evaluation as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hygienists' uniform. Three hundred 
fifteen dental hygienists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d씬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OVA, and Duncan's test.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ere following. First, majority of dental hygienists currently wear shirts and pants 
two-piece uniform in white with no print. Second, dental hygienists' overall satisfaction level for their uniform was 
medium, and symbolic satisfaction as well as functional satisfaction did not reach the medium level while aesthetic 
satisfaction was above medium. The satisfaction levels were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education, clinic size, and work experience. Third, aesthetic satisfaction levels influenced on the job image as profe
ssional. Finally, designs consisting of two-piece style with shirts and pants and having Peter pan collar were re
corded high evaluation. The findings can be implemented into dental hygienists' uniform design.

Key words: dental hygienist（치과위생사、t甘Rgn（유니폼）, wearing cgditig（착용실태）, satisfaction level（만족 
도丿, design ev이uatiori（디자인평가）.

I.서론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위한 작업 

복의 기능은 물론 단체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외적으로는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착용자의 

지위에 대한 보는 사람의 이해를 촉진시키며。개인 

과 단체의 특성을 전달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다. 또한 유니폼은 착용자에게 직무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역할과 정체성

교신저자 E-mail: namkyungj@yahoo.co.kr
1） M. R. Solomon, “The role of products as social stimuli: A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s," Journal of Con

sumer Research Vol. 10 （1983）, pp. 319-329.
2） R. W. BeJk,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5 （1988）, pp. 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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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바르게 상징된 유니폼은 업무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구 

조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직업 세계는 더욱 다양 

화,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직업이나 

단체를 구분 짓는 유니폼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 

는데, 비교적 역사가 짧고 롤모델이 정확히 구축되지 

않은 새로운 직종의 경우에는 역할과 정체성이 올바 

르게 구축된 유니폼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 전 분야의 글로벌화와 개방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급속화와 현대인들의 구강건강에 관한 

개념의 변화로 인해 구강보건 의료계에서도 전문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강조된 유니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치과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치과 

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재고시키기 위한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일환으로 새로운 감 

각의 유니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등장하는 새 

로운 직업에 대한 유니폼 구축의 필요성에서 시작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직업 유 

형으로서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의 특성, 유니폼의 착용 

실태,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 평가를 조사, 분 

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 유니폼 구축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무언의 시각적 언어 

로서 치과위생사 자신에게 전문인으로서 긍지를 느 

끼게 하며, 환자들에게는 치과위생사를 전문 직업인 

으로 인식시키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업무효율 증진 

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n. 문헌 고찰

!• 유니폼

유니폼은 원래 라틴어의 Units(하나의)와 Forma(형 

태)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장을 가리킨다? 유니폼은 개인의 사 

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복합적 상징물로서 구성원들 

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에서 오는 단결력을 증대시키 

는 동시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직 

무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통일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기업을 

상징하여 타 집단과 구별되게 하고, 기업의 아이덴티 

티를 전달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결심이나 연대감 구축이 요구되는 기업은 물 

론 병원, 공공단체, 대학 등에서도 CIP(Corporate Iden

tity Program)의 일환으로 이미지 체계화 및 통합화를 

위한 목적으로 유니폼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니폼에 관한 연구는 유니폼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 유니폼 착용 실태조사 연구, 유니폼 

디자인이나 이미지 평가와 선호에 관한 연구, 유니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유니폼과 직무수행과의 관련 연 

구, 유니폼의 상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외식산업종사원”, 축구선수*나 

골퍼'1와 같은 운동선수, 간호사性 관공서 공무원'2

3) M. A. Dickson and A. Pollack, "Clothing and identity among 伐m시e in-line 이cat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8 No. 2 (2000), pp. 65-72.

4)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I,”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1997), pp. 455-470.
5) 황정순, 서미아, "우리나라 관공서 여직원의 유니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1998), 

pp. 1-12.
6) 권윤경, 채선미, ”이미지 통합을 위한 대학의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2004), pp. 

842-853.
7) 김시중, 양리나, "패밀리 레스토랑 종사원의 유니폼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8권 1호 

(2002), pp. 1-24.
8) 김민자, 박주희, "한국적 이미지의 축구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4호 (2002), pp. 125-139.
9) K. L. Wheat and M. A. Dickson, "Uniforms for c이egiate female g이花rs: Cause for dissatisfaction and r이e 

conflic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7 No. 1 (1999), pp. 1 니0.
10) 심순학, ”임상간호사의 간호 유니폼에 관한 선호경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1992).
11) 황정순, 서미아, Op. c/7., pp. 1니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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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등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수를 차지하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는 실제로 디자인 개발을 수행하여 도식화나 실물을 

제시하는 연구로'卜料 디자인 개발을 위해 현재 유니 

폼에 대한 실태 조사也切 또는 만족도나 선호도에 대 

한 연구" 負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유니폼 착용 실태 

조사 연구는 연구대상 분야에 해당되는 유니폼 자료 

를 수집한 후 디자인에 따라 분석하거나徂", 관리 차 

원을 분석한 연구들인데 엄경화와 강순재”)는 한식당 

유니폼 착용실태를 제품 선택 기준 및 구입 실태, 구 

매장소와 지급벌수나 세탁과 같은 관리방법적인 측 

면에서 조사하였다.

유니폼 만족도에 관해서는 주로 유니폼의 구성요 

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지숙과 강미정2"의 연구에서 

는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3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 

였으며, 다양한 직종의 유니폼 착용자와 고객을 대상 

으로 한 남윤자 외거)의 연구와 관공서 여직원을 대상 

으로 한 황정순과 서미아")의 연구에서는 심미성, 기 

능성, 상징성, 경제성의 4가지로 구분되어 논의하였 

다. 또한,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양리나26)의 연구 

에서는 형태 및 색상, 소재, 기능성으로 나누었고, 집 

배원을 대상으로 한 전경애”)의 연구에서는 전체만족 

도, 불만사항, 소재, 디자인, 색상, 아이템으로 유니폼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들 중 특히 간호사의 유니폼 

에 관한 정지숙의 연구에서는 유니폼 만족도에서 

심미성이 가장 높고 기능성이 가장 낮았으며 상징성 

역시 기능성과 유사하게 낮았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 

들이 상징성과 기능성에 대한 유니폼 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들의 유니폼에 대한 강미정 

29)의 연구에서도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징물이나 로고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유니폼 선호에 관한 연구는 형태, 재질, 색채와 같 

은 디자인现 또는 형용사 이미지方에 따라 선호를 분 

석하였는데 자극물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예를 들어 양승진功의 연구에서는 자극물을 제시 

한 후, 적절성, 기능성 그리고 유능/권위성에 대해 평

12) 신혜 영, "집배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7호 (2000), pp. 33-46.
13) 박우미, 나정은, "전통문양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요식업계의 유니폼 및 소품 디자인 개발," 복식 52권 

2호 (2002), pp. 81-90.
14) 신혜영. Op. cit., pp. 33-46.
15) 진경옥, 이민정,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5호(2003), pp. 443-452.
16) 권윤경, 채선미, Op. cit., pp. 842-853.
17) 김민자, 박주희, Op. cit., pp. 125-139.
18) 양리나, "외식기업 종사원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2호 (2002), pp. 132-145.
19) 김시중, 양리나, Op. cit., pp.1-24.
20) 정혜영, 이명희, "도우미의 유니폼 착용실태 조사 내레이터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6호 (2004), pp. 707-714.
21) 김영호, "박람회 도우미 유니폼 디자인 및 배색에 관한 연구," 서울디자인포럼학회 디자인학연구집 6 권 

1호 (2000), pp. 320-340.
22) 엄경화, 강순제, "한식당 생활한복 구매 및 착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권 3/4호 (2005), 

pp. 462-469.
23) 강미정, "간호사 유니폼 선호도에 따른 패턴설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4)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Op. cit., pp. 455-470.
25) 황정순, 서미아, Op. cit., pp. 1-12.
26) 양리나, Op. cit., pp. 132-145.
27) 전경애, "한국 집배원 유니폼의 개선요소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3호 (2003), pp. 221-226.
28) 정지숙, "간호사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직 자기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00).
29) 강미정 Op. cit.
30)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유니폼 실태조사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II," 복식 33권 (1997), pp. 229-253.
31) 표유경, 이명희, "야구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8호 (2000), pp. 43-55.
32) 양승진, "사무직 여성을 위한 유니폼 스타일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1권 5호 (1999), pp. 9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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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간호사와 

치과의사 유니폼 선호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이경희打)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원피스를 선 

호하는 반면 의사와 환자들은 블라우스와 팬츠 스타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순학利의 연구에 

서는 색상으로 무늬가 없는 흰색을 선호하였으며 형 

태에 있어서 평간호사들은 바지투피스를, 간호감독 

이상의 경우에는 원피스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미정호의 연구에서는 상의와 팬츠 스 

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치과의사 유니폼에 대한 위유민36)의 연구에서는 흰 

색의 무늬 없는 가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니폼 만족에 따른 직무 관련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유니폼은 착용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적인 측면으로 

는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조직의 규범과 목표에 자 

신들을 동일시하려고 하며,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게 

되므로刑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목표와 기준에 

적합한 행동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 

직 구성원이 직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인 직무 태도 

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啊. 직무 태도는 그 직업에 대 

해 갖게 되는 신념이나 인상 또는 인식인 직업 이미지 

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 이미지는 일의 성과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 

으나* 치과위생사 유니폼의 직업 이미지에의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능적인 측면 

으로 선행 연구들은 유니폼의 형태够와 착용감©이 

역할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지막으 

로 유니폼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역할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조형 

적 특성⑶, 기호 체계的, 여성성叫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33) 이경희, "간호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34) 심순학, Op. cit.
35) 강미정, Op. cit.
36) 위유민, 소아환자의 치과의사복장에 대한 선호도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9권 2호 (2002), pp. 

168-179.
37) 이형룡, 하인주, 이종직, "호텔직원의 유니폼이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5권1호 (2003), pp. 201-218.
38) 김민주, 장연진, ”외식산업 종사자의 유니폼 지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7권 3호 (2004), 

pp. 43-63.
39) A. Rafaeli and M. G. Pratt, "Tailed meanings: on the meaning and impact of organizational dr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8 (1993), pp. 32-55.
40) 이형룡, 하인주, 이종직, Op. cit., pp. 201-218.
41) 고천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42) 김화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복 색채기획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43) 박윤숙, "섬유업체 근로자의 작업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44) M. A. Dickson and A. Pollack, Op. cit., pp. 65-72.
45) 한연희, 박명희, ”유니폼디자인의 조형성,” 한국의류학회지 29권 5호 (2005), pp. 649-661.
46) 한명숙, "복식의 기호체계 연구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권 6호, (1999), pp.

1 시 4.
47) 김승민, 하웅용 (2000), ”한국 여자농구 유니폼의 여성학적 고찰;' 체육사회학회지 5권 1호, pp. 57-66.
48) 조수희,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 치과위생사

치과 위생사제도는 1913년 미국의 치과의사 Alfred 

C. Fones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구강보건 교 

육과 예방처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런 분야를 다 

루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코네티컷주 브리 

지포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 

기 위한 첫 교육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 
년 지헌택 박사가 구강병의 예방적 관리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 

속 세브란스병원내에 의학 기술과에서 처음으로 치 

과위생사 양성제도를 2년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였다 

的. 1974년도 비로소 의료기사법에 의한 저11회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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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국가시험이 실시되었고, 그 후 2005년 2월 치 

과위생사 면허취득자는 총 28,263명에 이르고 있디灼.

치과위생사는 보사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해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 

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를 말한 

다. 최근 중소형의 치과의원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그 

곳에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 

고, 치과위생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과거의 단 

순 기술이나 기능에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차츰 예 

방, 교육, 대인관계 기술,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로 폭 넓게 전환되고 있다刈.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 

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치과임상부분에서는 치과진료 

보조(방사선 촬영, 구강검사 및 진단, 발치 및 수술 보 

철, 교정 등에 관한 진료보조), 치과 예방처치(스케일 

링, 불소도포), 공중보건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구강 

보건활동으로서 공중보건, 구강보건교육, 예 방치 과 

처礼 기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업무나 직업 

의식과 관련되어 수행되어져 왔는데, 치과위생사는 

스스로의 직업관에 대해 긍정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나 낮은 사회적 대우와 부적절한 업무의 부과로 

인해 잦은 이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对. 

치과위생사 스스로가 느끼는 전문직업 이미지에 관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자기 개발로 치과위생 

사들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는 구축형,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 및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부정적 

관점에서 지각하는 갈등형, 전문성을 인식하고 자신 

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밝게 인지하는 자긍형 

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남용옥과 나윤숙彩의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치과위생사들은 업무량, 운영 체 

겨),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대인관계로 인해 스트레 

스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특히 직업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승주와 조명숙49 50 51 52 53 54〉의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78.8%가 요통을 경험하였고 

원인으로는 주요 업무인 스케일링 시에 체간을 앞으 

로 굽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49) 대한치과의생사협회, ［온라인게시판］ (2005년 3월 ［2005년6월 25일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dha.or.kr/

50) 김양균, 최문실, 정기택, 김영훈, "치과위생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몰입,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관한 연 

구," 한국병원경영학회지 8권 4호 (2003), pp. 77.
51) Ibid., pp. 76-110.
52)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53) 남용옥, 나윤숙,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7권 

2호 (2000), pp. 125-149.
54) 이승주, 조명숙, ”일부 치과위생사의 요통경험 및 관련요인(2),”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1호 2권 (1999), pp. 

123-130.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치과위생사는 비교적 역사 

가 짧은 새로운 직종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떨어지므로 효과적인 역할수행이 어렵고 

더 나아가 의료 서비스의 생산과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를 높이고 조직에 더욱 몰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유니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 실태를 알 

아본다.

연구문제 2. 치과위생사의 인구통계학적 및 근무 

특성(연령, 결혼 상태, 학력, 병원 규모 근무 지역 근 

무 경력)에 따른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 

본다.

연구문제 3.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만족도가 전문 

직업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디자인 평가를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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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 

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 

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226부를 수집하였고, 치과위생사 관련 

인터넷카페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게시판 등 온라인 

을 통해 89부를 수집하여 총 315부를 자료로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산출, ANOVA,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들의 연령은 22세 이 

상~29세 미만이 8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0세~34 

세가 11.4%, 35세 이상이 6.7%였으며, 결혼 여부는 미 

혼이 77.8%, 기혼이 22.2%였다. 학력은 수습원 졸업자 

가 5.7%, 전문대 졸업자가 79.4%, 대학 졸업자가 

10.5%, 대학원 이상 학력 소유자가 4.4%였으며, 근무 

장소는 치과의원 54.6%, 치과병원 20.0%, 종합병원 치 

과 14.9%, 치과대학부속병원 8.6%였다. 근무경력은 1 

년 미만이 17.8%, 1년 이상~3년 미만이 27.9%, 3년 이 

상~5년 미만이 23.2%, 5년 이상-10년 미만이 22.5%, 

10년 이상이 8.6%였다. 업무 유형은 진료 업무(66.6%) 

와 접수 및 안내(27.2%)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진료 

과목으로는 보철(29.9%) 교정(17.0%), 구강(11.7%), 

치주《10.9%), 보존10.4%), 소아치과(5.8%), 기타 (14.3 

%) 등이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 실태, 유니폼 만족도 전문 직업 이미지, 선호 디 

자인 및 색상 평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5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유니폼 착용실태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형태, 색상, 무늬, 교체시 

7], 유니폼 수, 치수 결정방식을 포함한 6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문직업 이미지 

는 선행 연구对洵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사 

회적 이미지, 직업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를 포함한 

9문항으로 구성하여，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니폼 만족도는 선행연 

구泓9)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5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유니폼 디자인 평가는 선행 연구55 56 57 58 59 60 61时를 참고로 상 

의, 원피스, 투피스 자극물에 대하여 각각 선호 미적, 

기능적, 전문적, 친근함, 적합함 측면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자극물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치과에서 착용하고 있거나 국내 치과 위생사 유니폼 

업체 카다로그에 포함된 유니폼 80종을 수집하였다. 

그 후 패션전공 대학원생 23명을 대상으로 80종의 유 

니폼 중에서 선호 전문적, 기능적, 심미, 친근,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여 상의 6종, 원피스 8종과 투피스 

12종을 선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의상학과 교수 및 디자이너) 18명의 자문을 통해 상 

의 4종, 원피스 5종, 투피스 10종의 유니폼을 선정하 

여 자극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연령, 결혼 상태, 학력과 근 

무특성으로 병원 규모 근무 지역, 근무 경력 등의 6문 

항이 포함되었다.

55) 엄경화, 강순재, Op. cit., pp. 462-469.
56) 이선미, Op. cit.
57) 조수희, Op. cit.
58)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Op. cit., pp. 455-470.
59) 강미정, Op. cit.
60) 남윤자 외, Op. cit., pp. 229-253.
61) 양승진, Op. cit., pp. 933-945.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 

bach's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 값이 

0.76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신뢰 수준임을 확 

인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 실태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 

여 형태, 색상, 무늬, 교체시기, 유니폼 수, 치수 결정 

방식의 빈도를 분석하고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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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와 팬츠가 조합된 투피스가 77.5%로 가장 높았으 

며, 상의와 스커트 형태, 12.7%, 원피스 형태 7%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유니폼 형태로 상의와 슬

〈표 1＞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 실태

유니폼 착용 실태 빈도 퍼센트(%)

유니폼 형태 원피스 7 2.2

상의•스커트 40 12.7

상의•슬랙스 244 77.5

기타 24 7.6

유니폼 색상 흰색 57 18.1

파란색 50 15.9

초록색 46 14.6

노란색 40 12.7

붉은색 38 12.1

베이지 37 11.7

보라 14 4.4

남색 10 3.2

브라운 9 2.9

회색 6 1.9

기타 7 2.2

유니폼 무늬 무늬 없음 216 68.6

스트라이프 38 12.1

꽃 26 8.3

체크 8 2.5

병원심벌마크 7 2.2

추상 6 1.9

기타 14 4.4

유니폼 1년에 2회 70 22.2
디자인 1년에 1회 121 38.4
显제수시 2년에 1회 38 12.1

3년에 1회 9 2.9

기타 74 23.5

유니폼 2벌 174 55.2
보유 수 3벌 56 17.8

4벌 이상 39 12.4

기타 46 14.6

합계 315 100

랙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김선희側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볼 때 치과위생사도 간호 

사와 마찬가지로 진료 시 활동에 신경이 덜 쓰이는 

편의성으로 인해 상의와 팬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색상으로는 흰색이 

18.1%로 가장 많았고 파랑(15.9%)＞초록(14.6%)＞노랑 

(12.7%)＞붉은색(12.1%) 순이었는데, 이 결과 역시 간 

호사 유니폼 색상으로 흰색이 가장 많다는 김선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유니폼의 무늬는 무늬가 없다 

가 6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스트라이프 

(12.1%), 꽃무늬(8.3%) 순이었다.

유니폼의 디자인 교체시기는 1년에 1회가 38.4% 

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 또는 2회가 60.6%를 차지 

해 자주 디자인을 교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빈 

번한 유니폼 디자인 교체는 치과위생사는 물론 병원 

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유니폼 벌 수는 2벌이 55.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 치과위생사의 인구통계학적 및 근무 특성에 따 

른 유니폼 만족도

치과위생사 유니폼 만족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2〉와 같다. 고유치와 scree plot을 기준으 

로 최종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설명력은 

63.70%였다. 요인 1은 심미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요 

인 2는 기능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상징성이라 

명명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인구통계학적(연령, 결혼 상태, 학 

력) 및 근무 특성(병원 규모, 근무 지역, 근무 경력)에 

따른 유니폼 구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test, AN0VA와 Duncan's test를 실시하 

였다.〈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만족도는 

중간값인 3.0으로 치과위생사들은 현재의 유니폼에 

보통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 

인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심미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 

장 높고，기능성, 상징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능성과

62) 김선희, "국내 간호사복 착용현화에 대한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2001), pp. 168-178.

-99 -



100 치과위생사 유니폼 착용실태, 만족도, 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표 2> 치과위생사 유니폼 만족도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분산

（누적 설명 분산）
Cronbach's a

우리 병원 유니폼의 색상이 예쁘면서도 입는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78

（요인 1）
심미성

우리 병원 유니폼은 디자인, 색상, 무늬 둥이 유행에 맞 

게 디자인되었다.

우리 병원 유니폼은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

.76

.73
3.26 21.74 .88

우리 병원 유니폼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67

우리 병원 유니폼은 봉제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 .60

우리 병원 유니폼은 세탁 및 손질 둥 관리가 편하다 .78

우리 병원 유니폼의 소재는 신축성이 있어 근무나 작업 

시 활동이 편하다.

.75

（요인 2） 
기능성

우리 병원 유니폼의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여 쾌적함을 

느낀다.

.74 3.23
21.50

(43.24)
.76

우리 병원 유니폼 착용 시 촉감이 좋고 가볍다. .74

우리 병원 유니폼은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다. .50

우리 병원 유니폼은 타 직종과 구별이 가능하다. .82

우리 병원 유니폼은 치과위생사 역할에 잘 맞는다. .80

（요인 3） 
상징성

우리 병원 유니폼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이미지를 잘 

나타내준다.

.80
3.07

20.46
(63.70)

.78

우리 병원 유니폼은 치과위생사의 권위를 잘 나타내준다 .78

우리 병원 유니폼은 우리 병원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67

상징성은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불만 

족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 

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만족도나 구성요인 

에 대한 만족도에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 반면 학력, 병원 규모, 그리고 근무 경력에 따라 만 

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전체 

만족도와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 소유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학원 이상 학력의 치과위생사는 진료업 

무보다는 각 병원의 리셉션 리스트나 경영기획과 같 

이 상대적으로 육체적 노동이 덜 필요한 직책에 있으 

므로 유니폼의 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적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 전체만족도에서는 대학원 이상 학력 

소유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높았다.

병원 규모에 따라서는 전체 만족도, 심미성, 상징 

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심미성과 전체 만족도 

에서는 종합병원치과 위생사가 가장 높았다. 이는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의료행위 자체뿐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강조됨에 따라 비쥬얼적인 측면 특히 유 

니폼이 병원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 

기 때문에 규모가 큰 종합병원 치과에서는 가격이 비 

싸더라도 디자인력이 인정된 전문업체에서 유니폼을 

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상징성에서는 종 
합병원치과, 치과대학부속병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 

원, 그리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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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치과위생사의 인구통계학적 및 근무특성에 따른 유니폼 만족도

유니폼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특성

평균값

전체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연령

22〜25세 («=129) 2.97 3.18 2.96 2.77

25〜29세 (，了비29) 3.00 3.14 3.02 2.83

30〜34세 (片=36) 3.05 3.22 2.98 2.93

35세 이상 (忙21) 3.09 3.28 3.04 2.94

庄Value .27 30 .16 .51

결혼 여부

기혼 3=70) 3.07 3.21 3.04 2.97

미혼 (幵=245) 2.98 3.17 2.98 2.79

/-Value 1.12 .50 .65 1.60

학력

수습원졸 3=18) 2.73C 2.98 2.64B 2.59

전문대졸 3=250) 3.02B 3.21 3.03A 2.83

대졸(刀=33) 2.82C 2.95 2.80C 2.72

대학원 이상3=14) 3.30A 3.37 3.20A 3.30

序 Value 2.90* 2.07 2.73* 2.13

병원 규모

치과의원3=172) 2.94B 3.10B 3.06 2.66C

치과병원(〃=63) 3.02B 3.27B 2.97 2.81C

종합병원치과("=47) 3.30A 3.49A 3.00 3.41A

치과대학부속 병원(”=27) 2.89C 2.98C 2.67 3.03B

기타(=6) 2.62D 2.80C 2.77 2.30D

戶Value 3.73** 4.11** 1.87 9.10***

근무 경력

1년 미만(”=56) 2.77B 2.94B 2.78B 2.61B

1 〜3년3=88) 3.12A 3.31A 3.13A 2.92A

3 〜 5년(幵=73) 2.87B 3.07B 2.87B 2.68B

5 〜 10년 (w=71) 3.10A 3.25A 3.08A 2.97A

10년 이상("27) 3.13A 3.33A 3.07A 2.98A

戶Value 4.07** 3.31* 3.05* 2.54*

전체 (人上315) 3.00 3.18 2.99 2.83

*p〈.05, **p<.01, **%v.O이.

대학병원에서는 미적으로 뿐 아니라 위생사의 상징 으로 생각된다.

적인 의미도 강조된 유니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근무 경력에 따라서는 전체 만족도, 심미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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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징성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1년~3년 경력자와 5년 이상 경력자들이 1년 미만 경 

력자와 3~5년 경력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는 1년 미만 경력자들은 아직 일에 익숙지 않으며 또 

한 3〜5년 경력자들은 같은 직무에 대한 권태감을 갖 

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이미지 인식과 유니폼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만족의 구성요인이 전문직 

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4〉와 같다. 유니폼 

만족의 구성요인이 전문 직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기분석을 통해 대해 알아보면 심미성 측면 

의 만족도만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15.9%였다. 지금까지 치 

과위생사의 유니폼과 전문 직업 이미지와의 관련성 

을 연구한 선행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는 유니 

폼의 기능이나 상징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측면 

을 만족할수록 치과위생사 전문 직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 또한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결과이다.

4.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디자인 평가

치과위생사들의 유니폼을 상의, 원피스 투피스 스타 

일로 나누고 대한 선호 전문적, 기능적, 미적, 친근함, 적 

합함에 해당되는 평가유형을 보면〈표 5〉~〈표 7〉과 

같다. 항목별로 기대빈도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 유니

〈표 4>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 이미지 인식에 대한 

유니폼 만족도의 영향

종속변수 전문직업 이미지

독립변*、
母 T 商、F)

심미성 .29 3.90***

.159
(19.63)***

기능성 .08 1.20

상징성 .08 1.12

*p<.05, **pv•이, ***p〈.001.

폼은 칸을 어둡게 표시하였다.

상의 유니폼에 대해 살펴보면 선호, 미적, 친근함, 

적합함의 항목에서 2번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특히 미적과 친근함은 각각 62.7%와 68.5%로 압도적 

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피터팬 칼라와 벨트가 

있고 허리에 주름이 있는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유니폼에 

대한 응답으로는 5번이 58.9%로 압도적인 빈도를 보 

였는데, 테일러드 칼라가 있는 전형적인 의사가운 스 

타일을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적인 유니폼으로는 3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 

더), 3번의 유니폼디자인이 칼라가 없고 아랫단이 둥 

글게 처리되어 있어 착용에 간편하고 활동적으로 생 

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선호하는 원피스 유니폼은 4번(36.2%)으로 

평가되었으며 1번(29.9%)>2번(25.3%)>3번(8.6%) 순 

이었다. 4번은 상의 유니폼에서 선호되었던 것과 유 

사한 스타일인데, 이를 통해 볼 때 공통적으로 피터팬 

칼라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적, 기능적, 

그리고 적합함과 관련해서는 1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1번 스타일이 수술실에서 입는 유니폼 

과 유사한 형태로 전문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다른 디자인과 비교해 볼 때 허리선이 넉넉한 H라인 

실루엣에 라운드 네크 라인으로 기능적인 면을 추구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적과 친근 

함과 관련해서는 2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2 
번 유니폼이 크로스 머플 칼라에 턱이 있는 소매 인 

셑 포켓, 그리고 허리가 들어가면서 아래로 갈수록 퍼 

지는 곡선적인 실루엣으로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디 

자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투피스 유니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선 

호하는 투피스 유니폼과 치과위생사 유니폼으로 가 

장 적합하다는 투피스 유니폼은 7번(25.7%)으로 평 

가되었다. 7번 유니폼은 앞서 상의와 원피스에서도 

선호되었던 피터팬 칼라의 상의에 팬츠가 조합된 스 

타일이었다. 선호도를 스커트와 팬츠로 나누어 살펴보 

면 전체의 69.4%가 바지 투피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했 

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以64) 결과와

63) 강미정, 2003, Op. cit.
64) 심순하,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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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의 유니폼 평가

상의유니폼

1 2 3 4 5

55 (17.5%)선호 63 (20.0%) 127 (40.3%) 12 ( 3.8%)

전문적 34 (10.8%) 25 ( 8.0%)
빈 

도 

(%)

기능적 73 (23.35%)；

미적 33 (10.5%)

친근한 39 (12.4%)

38 (12.1%)

198 ((그.7'%)

216 (68 ??；.)

적한함 65 (20.8%) 105 (32.9%)

24 ( 7.6%)

122 (北 平이

3 ( 1.0%)

15 ( 4.8%)

22 ( 7.0%)

46 (14.6%)

63 □(니'%)

53 (16.9%)

38 (12.1%)

61 (19.5%)

58 (18.4%)

18()(50 ()"；>)

19 ( 6.1%)

28 ( 8.9%)

7 ( 2.2%)

62 (19.8%)

〈표 6> 원피스 유니폼 평가

원피스

유니폼

1 2 3 4

紡质*3 
M - A \ 
이V fl r LJ 
U :u 

1 f I 1
li H 
f ! 1 I

1 1 1

S 了E
I', " l\

l '-1 i L.：J 
hi J hH 麥後 . W'S 

/■ \\ 
f i"車 § t 1 * I kf : i

i i k :
I 1 I I
j i I i.
[J 1 |l

专 %,

>.Y j 
b,1 iJ

?氛 1 f £ 
*竟 s j窿 
b n
讨■■■! %

1 -〔

I [ J

"f A
A 1

> 1 kr £ I M

L U 

j jl 1 ]] 

jLj丄_4」

빈도
(%)

선호 (시 口() 누%) X。U3%) 27 (8.6%) 114 (3S“시

전문적 17K (56.5%) 26 ( 83%) 69 (21.9%) 42 (13.3%)

기능적 142(45.1%) 30 ( 9.5%) 89 (28.3%) 54 (17.1%)

미적 42 (13.3%) IKK (59 7M 11 ( 3.5%) 74 (23.5%)

친근함 19 ( 6.0%) 165 (52.4%) 17 ( 5.4%) 114 (.柄2%)

적합함 HW(31.6%) 65 (20.6%) 42 (13.3%) 5J(31.5%)

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장 전문적인 투피스 유니폼은 순이었다. 10번은 테일러드 칼라의 형태로 상의 유니 

10번(30.2%)이고 5번(24.0%)>6번(11.2%)>9번(11.2%) 폼 평가 결과와 같은 결과인더］, 이는 활동성과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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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투피스 유니폼 평가

1 2 3 4 5

f' % 扌％ ? 11,¥■ >r » 1 , I / ” L
..:,J
f 广L

.» i
! . 、

? ' f «
7 : 1 'J

「 -

Hi
"、1 

li
I a/,

1 i !
투피스 [ ! k h 4 1 上 1 *쪄*虾 * **礴 s

I — ?
유니폼 ； ‘ \

* « / L 1 '
S 1 >,I , J Lj 〜『

<、 L §

i 1
「5—1 Ly f
I i

j '
1 1

1 I
I 1

1 1

i 1
1 ] 1 I

“ffnyEiEf妍叶

1 1 L....J 1 j .
선호 15 (4.8%) 39( 12.4?；>) 4 (1.3%) 7 (2.2%) 30 ( 9.5%)

전문적 15 (4.8%) 6 ( 1.9%) 4 (1.3%) 8 (2.5%) 76 (24 1%)

빈도 기능적 12 (3.8%) 3 ( 1.0%) 13 (4.1%) 10 (3.2%) r( 2 2-0)

(%) 미적 16 (5.0%) 118 (47.(>Jo) 3 (1.0%) 14 (4.4%) 33 (ID 다!시

친근함 19 (6.0%) 136( P 그%) 2 ( .6%) 17 (5.4%) 14 ( 4.4%)

적합함 12 (3.8%) 21 ( 6.7%) 0 (0 %) 12 (3.8%) 38 (12 CM

6 7 8 9 10

£ % 牵‘…M ，'貫二％ 、
、* ■ /1 ■ , 1 -Mbs *<< « .■ ； ； r

i s : ; I'.X 1 1 >< \-4
AJd

I " 1 !i : < 平寸 ,1! ■-
尸s i广

h ：｛
H : A 卜 .* i Mr i.- 辛

i \ ' h
투피스 ； ' ”：：飞 14一.一L; b “

•?31E3SI쎠쎠
유니폼 ; -

11 r 1 1
1丨：

i; i
h 111 
iijji

1 1
IL!

!| I 
ljj.ll

1 ;: i h
1 H M 
Ijjj

선호 52 (16.5%) 81 (25.7%) 8( 2?%.» 45 (14.3%) 34 (10.8%)

전문적 35 (11.1%) 18 ( 5.7%) 23 ( 7.3%) 35 (11.1%) 05 (30.2%)

빈도 기능적 5X(181%) 4l(g 句 % (305%) 56 (17.8%) 19 (

(%) 미적 12 ( 3.8%) 4 ( 1.3%) 15 ( 4.8%) 10 ( 3.2%)

친근함 12 ( 3.8%) 89 (28.3%) 7 ( 2.2%) 15 ( 4.8%) 4 ( 1.3%)

적합함 50 (159%) 89 (28.3%) 1 14 ( 4.4%) 36 ULI%) i 43(13.7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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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하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동시에 테일러드 자켓과 팬츠 수트가 유능하고 권위 

있는 전문직 여성의 전형적인 복장으로 인식된 영향 

으로 보인다. 가장 기능적인 투피스 유니폼으로는 라 

운드 네크라인에 팬츠가 조합된 8번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다. 미 적, 친근함은 모두 2번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는데, 2번 스타일은 상의 유니폼 평가 시 미 

적과 친근함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피터팬 칼 

라에 스커트가 조합된 스타일이다. 또한 미적과 친근 

함과 관련해서는 스커트가 조합된 투피스가 각각 

67.7%와 59.5%로 팬츠형보다 더욱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스커트를 미적이고 친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실태 

와 유니폼 만족도를 파악하고, 유니폼 만족도가 전문 

직업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치과위 

생사의 유니폼 디자인 평가를 실행함으로써 바람직 

한 치과위생사 유니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기초한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유니폼 착용 실태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형태는 상의와 팬츠 

의 투피스 스타일, 횐색의 무늬 없는 소재가 가장 많 

았으며, 유니폼 교체시기는 1 년에 1 회, 벌수는 2벌이 

가장 많았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전체적인 유니폼 만족도는 보 

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 만족의 하위 차원 

을 조사한 결과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심미성을 제외한 기능성과 상징성은 

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인 만족 

도는 학력, 병원 규모 근무 경력에 따라, 기능성은 학 

력과 근무 경력에 따라, 심미성과 상징성은 병원 규 

모,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과 

근무 경력에 따라 유니폼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 

과는 세부 역할에 따라 유니폼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내에서 역 

할에 따른 디자인 차별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서비스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유니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치과위생사의 유니폼에 대한 심미적 만족도 

는 전문직업 이미지 인식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적가치가 중시되는 

사회흐름과 함께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의복에 대한 

홍미가 높은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 

려할 때 심미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넷째, 치과위생사의 유니폼에 대한 평가를 상의, 

원피스, 투피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의와 팬츠로 

이루어진 투피스 스타일 그리고 디테일로는 피터팬 

칼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피스 스타일 중 

에서는 선호 전문적, 기능적, 적합함은 팬츠 투피스 

가, 그리고 미적, 친근한 유형은 치마 투피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기능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실에서는 팬츠 투피스 유니폼이, 그리고 환자와 

첫 대면을 하여 친근함이 요구되는 데스크에서는 치 

마 투피스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디테일을 보면 

선호하는 칼라는 피터팬 칼라, 기능적인 유형은 라운 

드 네크라인, 전문적인 이미지는 테일러드 칼라가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 날에는 치과병원이 경쟁이 심 

화되고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치과 

병원의 아이덴티티와 일관된 이미지의 유니폼 디테 

일을 사용하면 치과병원 아이덴티티 확립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전문직종 중 하나인 치과위생사 

의 유니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유니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법을 이용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으 

므로, 유니폼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를 알아볼 수는 

있었으나 근무 동작과 자세, 그리고 업무와 역할 등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관찰과 심 

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역할과 직업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 

문지에 포함된 자극물들을 실물이 아닌 전면만을 도 

식화로 제시하여 평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정확한 자극물 개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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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유니폼의 실루엣, 스 

타일과 디테일만을 다루었는데, 문양, 색채, 심벌 마 

크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니폼은 

입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견해도 매우 중요 

하므로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 

구되어진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 

구에서는 실제 디자인 제시 및 실물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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