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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ttern of flight attendant uniform shirts to provide better comfort for 

their work postures. Flight attendants’ work postures were evaluated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clothing and 

mobility during their work. The pattern of the flight attendants’ uniform shirt was altered by applying dynamic 

wearing ease(DWE). DWE was calculated from four standardized dynamic postures and a static posture. An ex-

perimental garment was made with the altered postures. The researcher redesigned the pattern of the uniform shirts, 

which minimizes physical limitations in movements. The fit and mobility of the shirts were evaluat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ve representative work postures were selected by “clothing stress” and 

“repetitiveness.” These postures included raised arms, twisting midriff and shoulder postures. Five representative 

postures were selected by using the ergonomic posture assessment device index(OWAS). Second, the experimental 

garment was developed by applying DWE across the back and at armhole depth, back length, and side length. 

Third, the fit and mobility of the experimental garments and the original uniform shirts were compared at the flight 

working environment set and 5 dynamic body postures of raising arms. The experimental garments made with an 

altered pattern provided better fit and mobility than the original sample shirts. 

Key words: uniform(유니폼), pattern(패턴), work clothing(작업복), posture(동작), flight attendant(승무원).

 

Ⅰ. 서  론

직업과 신분이 표현되는 유니폼은 복장 규범이 

강한 직장이나 단체에서 착용되는 특수 복장이다. 

이 중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은 기업의 이미

지
1)
를 나타내는 수단

2,3)
이며, ‘움직이는 CI(Corporate 

Identity)’로 인식된다.4～6) 항공사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7) 항공사들은 기업이미지를 높이

는 방안으로 유니폼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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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 여행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라는 의

미를 가지므로 항공사 승무원들의 유니폼 디자인

에는 항공사의 소속 국가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

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유

니폼에는 전통 복식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8) 예를 들어 대만의 중화항공사(China Airlines)9)

와 샤먼 항공사(China Xiamen Airlines)
10)

는 중국의 

전통복식인 치파오를 재현한 유니폼을 착용하며, 말

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11)과 싱가폴 항공

(Singapore Airlines)12)의 여성 승무원 유니폼은 카

바야(kabaya)와 사롱(sarong)이라고 불리는 전통 복

식디자인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미를 드러낸 유니

폼을 착용한다.  

우리나라 여승무원 유니폼의 형태는 서양 정장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나, 스카프와 같은 액세서리의 

문양에 전통적인 미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착용했던 대한항공(Korean 

Air) 유니폼은 태극문양을 모티브화하여 스카프에 

이용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은 오방

색을 모티브하여 스카프나 니트의 네크라인 등에 

색동을 삽입함으로써 전통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여승무원의 유니폼 품목은 재킷, 바지, 

스커트, 셔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항공은 국내

에서 처음으로 2005년에 여성 승무원 유니폼에 바

지를 도입하였다.
13)

 1989년도부터 국제 항공 사업

을 시작한 아시아나 항공은 셔츠 대신 니트 셔츠를 

착용시키고 있다.14) 니트 셔츠의 채용은 작업 시 승

무원들의 상지 활동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승무원 유니폼

의 변화는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항공사의 이미

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작업복으로의 기능성도 필

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승무원의 유니폼 착용은 승객의 탑승 전 준비단

계 부터 승객이 내린 후 기내 확인까지로 구성되며, 

업무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승객을 맞이하는 이륙 

전까지는 정장 재킷을 착용하고, 이륙 후 음료 및 

식사 서비스, 기타 업무 처리 지원 시에는 재킷을 

벗고 유니폼 셔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승무원의 유니폼 셔츠는 작업복의 기

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옷이라고 할 수 있다. 

승무원들의 작업 동작 특성은 작업 공간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객실 승무원들의 업무 

공간은 주로 통로와 준비공간이다. 통로에서는 몸

을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측면 좌석의 승객에게 물

품을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평균 폭이 약 45cm

의 좌석이 3열로 배치된 경우 통로에서 서비스 하

는 동작은 측면으로 최대 155cm 정도를 커버해야 

한다. 좌석 상단에 승객 짐을 보관하는 보관대의 

높이는 약 190～207cm이다.15) 따라서 승무원들은 

좁은 통로에서 좌, 우, 상측 방향의 공간을 업무 영

역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상지, 등, 허리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게 된다. 따라서 승무원 셔

츠 유니폼은 이러한 동작 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되

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복으로서의 활동적 기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항공사 여성 승무원 셔

츠 패턴을 개선하고, 패턴 설계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의 

객실 업무 중 상의의 동작 기능성에 제한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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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동작을 추출하고, 표준화된 동적 자세에

서의 주요 측정 항목의 체표면길이 변화를 파악하

였으며, 이를 활동 여유량으로 활용하는 패턴 설계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활동 기능성 평가 

실험을 통해 개선된 패턴으로 제작한 셔츠의 착용 

만족도와 동작편이성을 검증하였다.  

Ⅱ. 연   절차

본 연구는 승무원의 기내 업무 수행 동작을 고려

한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3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3가지 실험은 대표동작

추출 실험(실험(1)), 체표면길이 변화 측정(실험(2)), 

개발된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의 활동기능성 평

가실험(실험(3))으로 수행하였다. 

1.  업 동  선정  

승무원의 작업동작은 장거리 비행 시 비행기 탑

승부터 하기 시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95개 동작으

로 세분화하였다. 비행 경력 4년 이상인 여성 승무

원을 대상으로 기내 규격에 맞추어 취한 작업자세

를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 실험자극물을 사용하

였다. 대표동작 선정을 위해 각 동작은 ‘의류 스트

레스 지수’(5점)와 ‘반복성 지수’(3점)에 따라 장거

리 비행 경력이 4년 이상인 승무원(n=10)이 평가하

였다. 의류 스트레스 지수는 업무 시 유니폼 셔츠

의 당김이나 흐트러짐의 정도(1점: 매우 당기거나 

흐트러짐, 5점: 변화 없음)로 평가하였고, 반복성 

지수는 10회 미만 반복되면 1점, 10회 이상 50회 미

만 반복되면 2점, 50회 이상 반복되면 3점으로 평

가하였다. 95개 동작 중 스트레스 지수가 3.5점이상

이며, 반복성 지수가 2점 이상인 자세를 주요 작업 

동작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주요 작업 동작은 의복구성연구 경력 5

년 이상인 연구원들(n=5)이 인간공학적 동작 평가 

도구(OWAS)에서 제시한 섬/앉음, 허리 비틈, 팔의 

위치와 승무원의 작업자세에서 중요시 하는 시선

높이를 기준으로 5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의류 스

트레스 지수와 반복성지수의 곱이 최고치를 나타

내는 자세를 각 집단의 대표 작업 동작으로 설정하

였다. 

2.체 길  변  측정

승무원의 대표 작업 자세를 분석한 결과, 상지와 

등, 허리를 좌우상하로 비트는 자세들이었으므로 

셔츠의 진동부위가 당기고 허리가 스커트 밖으로 

빠져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뒤품, 진동

깊이, 등길이, 옆선길이에 대한 동작 자세에서의 체

표면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대표작업자

세들은 상체나 어깨를 비트는 동작들이 많았으나 

어깨의 비틈 정도나 상체의 중심축이 변형되어 체

표면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준화된 동적 자세

를 사용하여 체표면 길이 변화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적 인체 측정 자세는 NASA16), 

U.S. Army
17)

의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설정하

였다(표 2). 뒤품은 정립자세와 팔을 전방으로 90° 

올린 자세, 팔을 어깨와 수평으로 하여 주먹을 맞

댄 자세에서 각각 측정하였고, 등길이와 진동깊이

는 정립자세와 등을 90° 굽힌 자세에서 측정하였

다. 옆선길이는 정립자세와 팔을 전방으로 180° 올

린자세에서 측정하였다(표 1).

연구 대상 품목이 승무원 유니폼 셔츠이므로 체

표면 변화측정 실험의 피험자는 K항공 승무원 입사 

기준
18)

에 의거하여 신장 162cm 이상이며, 승무원 유

니폼 셔츠 사이즈 8호 착용이 가능한 20대 여성

(n=10)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평균 신장은 166.0cm 

(SD=3.80cm)이었고, 허리둘레는 69.1cm(SD=3.37cm), 

가슴둘레는 86.1cm(SD=4.00cm), 체중은 52.2kg(SD= 

4.54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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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체표면길이 변화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

측정항목
1) 측정방법 측정자세

2)

뒤품

(1) 선자세의 양쪽 뒤 겨드랑이점 사이 거리 ⓐ

(2) 팔을 90° 올렸을 때 양쪽 뒤 겨드랑이점 사이 거리 ⓑ

(3) 팔꿈치를 수평으로 올린 상태에서 양쪽 뒤 겨드랑이점 사이 거리 ⓒ

진동

깊이

(1) 목뒷점부터 겨드랑이 둘레선까지 수직 거리 ⓐ

(2) 등을 90° 구부린 자세에서 목뒷점부터 겨드랑이 둘레선까지 수직 거리 ⓓ

등길이
(1) 목뒷점부터 뒤 허리 중심선까지 거리 ⓐ

(2) 등을 90° 구부린 자세에서 목뒷점부터 뒤 허리 중심선까지 거리 ⓓ

옆선

길이

(1) 겨드랑이점부터 허리옆점까지의 수직 거리 ⓐ

(2) 팔을 180° 올린 상태에서 겨드랑이점부터 허리옆점까지의 수직 거리 ⓔ
1) 항목(1)은 정립자세에서 측정한 항목이며, 항목(2) 또는 (3)은 변형 자세에서 측정한 항목이다. 
2) 측정자세(ⓐ, ⓑ, ⓒ, ⓓ, ⓔ)는 표 2 참조.

<표 2> 체표면길이 변화 측정 자세

자세

번호
ⓐ ⓑ ⓒ ⓓ ⓔ

자세 정립자세 팔을 90° 올린 자세

팔을 어깨와 수평으

로 하여 주먹을 맞

댄 자세

등을 90° 굽힌 자세 팔을 180° 올린 자세

내용

3.연  패턴  실험복 제

연구 대상인 유니폼 셔츠는 국내 A항공의 여승

무원 유니폼 셔츠(사이즈 8호)로 뒤중심에 3.6cm 

깊이의 맞주름이 있으며, 하이네트라인, 프린세스 

라인과 요크, 새틴 슬리브의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긴소매 셔츠였다(그림 1). 여 승무원 유니폼의 미적 

<표 3> 실험복 제작 소재 특성

특징

종류
혼용률1) 세탁후 치수 변화율2)

(경사)×(위사)

전체용 Polyester 100% (－0.8)×(0.3)

배색용

(칼라, 커프스)
Cotton 100% (－3.2)×(－0.7)

주) 시험방법: 1) KS K 0210:2002, 2) KS K ISO 5077:2007

기준을 맞추기 위해 디자인 요소는 원본과 동일하

게 유지하였으며 , 옆선, 뒤품 , 진동깊이, 등길이의

(a) 셔츠 앞모습 (b) 셔츠 뒷모습

<그림 1> 연구 대상 여승무원 셔츠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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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현주, 최혜선, 이경미, 김수아, “항공정비복의 인간공학적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2권 5호 (2008), p. 683.

체표면길이 변화량을 감안하여, 활동여유량을 선정

하고 배분하여 연구 패턴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은 

연구대상 셔츠 소재와 유사한 소재로 하여 기존 패

턴(A)와 연구 패턴(B)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4. 동기능성 평가

실험복(A)와 (B)에 대한 활동기능성은 착용감

에 대한 만족도와 동작 편이성에 대하여 평가하였

다. 활동기능성 평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승무

원 기내 업무 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항공기 객실 승무원(n=10)과 의류학과 

전공 석․박사 과정 대학원 연구원들(n=7)로 구성

하였으며, 두 집단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체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표 4).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는 ‘팔을 180도 앞으로 올

리기’동작을 5회 반복한 후 전체적인 품, 소매의 길

이, 진동부위의 편안함, 블라우스의 허리 빠짐 정도

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동작 편이성은 실험(1)에서 선정한 승무원의 대

표 작업 동작(n=5)(표 4) 외에도 정립자세와 상지의 

활동기능성을 평가한 선행 연구
19)

에서 사용한 팔의 

각도(전방으로 45°, 90°, 130°, 180°)를 각각 10회씩 

반복하게 하여 각 동작에서의 동작 편이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립자세는 팔을 자연

스럽게 내리고 발 앞을 30° 정도 벌리고 정면을 바

라보는 자세로 하였다. 평가 결과는 SPSS 12.0 통

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비모수 검

정(대응k-표본(s))으로 분석하였다.  

<표 4> 활동기능성 평가 피험자의 신체 치수                                                     (단위: cm)

항목

집단
가슴둘레 허리둘레 신장 체중

승무원(n=10)
86.65

(2.61)

67.86

(3.43)

167.60

(3.31)

52.50

(2.59)

연구원(n=7)
84.17

(3.10)

66.21

(2.40)

164.76

(2.38)

50.33

(2.12)

t-value       －1.783       －1.093       －1.943      －1.827

p값         0.095         0.292         0.071        0.088

Ⅲ. 연 결과

1.  업 동  선정

객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무원들의 작업동작들

(n=95) 중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작업 수행 시 신체

에 부담을 주는 대표 작업 동작들을 선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지수가 3.5점 이상(5점 척도)이고 ‘반복

성’이 1점 이상(3점 척도)인 주요 작업 동작(n=35)

을 선정한 후 이 동작들을 다시 인간공학적 자세평

가도구(OWAS)를 사용하여 평가 기준인 섬/ 앉음, 

허리비틈정도, 팔의 위치와 승무원들의 작업에서 

중요시 하는 요소인 시선 높이를 기준으로 5개 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의 대표 작업 동작을 

의류 스트레스 지수값과 반복성 지수값을 곱한 값

이 가장 큰 동작으로 설정하였다.

각 집단의 특징과 대표 작업 동작은〈표 5〉와 같다.

집단 Ⅰ은 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올리고 시선

을 위로 향하여 머리를 젖힌 상태로 작업하는 7개 

동작이 포함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4.3～5.0 이

었고 반복성지수는 1.8～2.3이었다. 이 중 대표동작

은 ‘천장 짐 보관대에 승객 짐을 올려 넣는 동작’

(스트레스 5.0, 반복성 2.3)이었다.

집단 Ⅱ는 정립자세에서 팔을 어깨 아래에서 앞

으로 내밀고 시선은 아래를 향한 동작이었다. 스트

레스 지수는 4.1이었고, 반복성 지수는 2.1이었으

며, ‘통로(Aisle)에서 카트 밀어서 옮기는 동작’이

었다.

집단 Ⅲ은 무릎을 구부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어

깨 아래로 내밀고 시선은 아래를 향한 8개 동작이 



136 항공기 승무원의 작업 동작을 반영한 여성용 유니폼 셔츠 패턴 개선 방안 복식문화연구

－ 1024 －

<표 5> 주요 작업 동작의 분류                                                                        (n=35)

집단
동작 사진

작업 설명
스트레스

지수(1)

반복성

지수(2)
(1)×(2)

정면 측면

Ⅰ

(n=7)

천장 짐 보관대에 승무원 짐 정리 5.0 1.8  9.0

천장 짐 보관대에 승객 짐 넣기* 5.0 2.3 11.5*

탑승 시 천장 짐 보관대 점검 및 닫기 4.4 2.0  8.8

착륙 후 천장 짐 보관대 점검 및 닫기 4.8 2.2 10.6

Compartment 정리 4.8 2.1 10.1

좌석 발걸이에 올라가 천장 짐 보관대 확인 4.5 2.1  9.5

착륙 후 천장 짐 보관대 열기 4.3 1.9  8.2

Ⅱ

(n=1)
통로에서 카트 밀어서 옮기기* 4.1 2.1  8.6*

Ⅲ

(n=8)

카트 하단 위치의 식판 정리  4.7 2.5 11.8

카트 중간의 Entree Setting 3.8 1.8  6.8

카트 하단의 Entree Setting 4.6 2.4 11.0

카트 중간에서 식판 빼기 3.7 2.8 10.4

카트 하단에서 식판 빼기 4.7 2.8 13.2

카트 하단에 회수한 식판 넣기* 4.9 2.8 13.7*

눈높이 자세로 서류 작성 돕기 4.7 2.3 10.8

눈높이 자세로 승객과 대화하기 4.4 1.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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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집단
동작 사진

작업 설명
스트레스

지수(1)

반복성

지수(2)
(1)×(2)

정면 측면

Ⅳ

(n=15)

창가 쪽 승객(3열) 물품 드리기 4.4 2.2  9.7

창가 쪽 승객(3열) Refreshing Towel 드리기 4.3 2.2  9.5

창가 쪽 승객(3열) Refreshing Towel 회수 3.7 2.2  8.1

창가 쪽 승객(3열) 음료 드리기 4.2 2.8 11.8

창가 쪽 승객(3열) 컵 회수 4.1 2.4  9.8

창가 쪽 승객(3열) 식판 드리기 4.6 2.4 11.0

창가 쪽 승객(3열) 와인 드리기 4.4 2.8 12.3

창가 쪽 승객(3열) 물 보충  3.6 2.2  7.9

창가 쪽 승객(3열) 컵 받아 음료 드리기 4.5 2.5 11.3

창가 쪽 승객(3열) 식판 회수* 4.5 2.8 12.6*

창가 쪽 승객(3열) Tray Base 음료 서비스 4.4 2.8 12.3

창가 쪽 승객(3열) Basket 간식 서비스 4.3 2.1  9.0

창가 쪽 승객(3열) Tray로 쓰레기 회수 4.3 2.7 11.6

창가 쪽 승객(3열) 이어폰 회수 3.8 2.1  8.0

착륙 후 Window Shade 올리기 4.7 2.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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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집단
동작 사진

작업 설명
스트레스

지수(1)

반복성

지수(2)
(1)×(2)

정면 측면

Ⅴ

(n=4)

창가 쪽 승객(2열) 음료 드리기 3.5 2.7  9.5

창가 쪽 승객(2열) 식판 드리기 3.6 2.4  8.6

창가 쪽 승객(2열) 식판 회수* 3.7 2.8 10.4*

창가 쪽 승객(2열) Tray로 음료 드리기 3.5 2.7  9.5

* 대표동작

포함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3.7～4.9이었고, 반

복성 지수는 1.8～2.8이었다. 이 중 대표동작은 ‘식

판을 회수하여 카트 하단에 넣는 동작’(스트레스 

4.9, 반복성 2.8)이었다.

집단 Ⅳ는 대부분 '3열 승객에게 식판이나 음료

를 서비스 하는 동작‘으로 정립자세에서 몸통과 상

지를 옆으로 크게 비트는 동작이며, 시선은 옆 아

래를 향하는 동작으로 가장 많은 동작(n=15)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스트레스 지수는 3.7～4.7이었고, 

반복성 지수는 2.1～2.8이었다. 이 중 대표동작은 

‘창가 쪽 승객(3열)의 식판을 회수하는 동작’(스트

레스 4.5, 반복성 2.8)이었다.

집단 Ⅴ는 집단 4의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2열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동작들로 허리비틈, 팔의 동

작 각도가 집단 Ⅳ보다 작은 동작들이었다. 총 4개 

동작이 포함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3.5～3.7이

었고, 반복성 지수는 2.4～2.8이었다. 이 중 대표동

작은 ‘창가 쪽 승객(2열)의 식판을 회수하는 동작’

(스트레스 3.7, 반복성 2.8)이었다. 

2.동적 세에서  체 길  변

팔을 올리거나 허리를 굽힌 동작 자세에서 측정

한 피험자들의 뒤품, 옆선, 등길이, 진동 깊이의 체

표면 길이를 정립자세에서 측정한 체표면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뒤품은 팔을 90° 올린 자세

에서 평균 22.6%(7.33cm) 증가하였고, 팔을 구부려 

주먹을 맞댄자세에서는 6.36%(2.11cm) 증가하였다. 

등을 90° 굽힌 자세에서는 진동깊이가 평균 6.67% 

(0.93cm) 증가하였고, 등길이는 평균 10.63%(3.72cm) 

증가하였다. 팔을 180° 올린 자세에서의 옆선의 체표

면 길이가 평균 34.69%(7.13cm) 증가하였다(표 6).

3.연  패턴  설계

실험(1)에서 선정한 대표 작업 동작 특성과 실험

(2)에서 측정한 체표면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연구 

패턴을 설계하였다. 주요작업들이 허리를 굽히거나

(집단 Ⅲ) 옆으로 비트는 동작(집단 Ⅳ, Ⅴ)과 팔을 

머리위로 올리거나(집단 Ⅰ) 옆으로 비트는 동작들

(집단 Ⅳ, Ⅴ)이므로 등너비와 옆선 길이를 조정하

여 유니폼 셔츠의 소매 달림선과 겨드랑이 부위의 

당김과 셔츠 허리단이 스커트 위로 빠져 나오는 점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패턴은 기존 승무원 셔츠의 디자인

을 유지하면서, 활동 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험(1)에서 선정된 그룹 Ⅳ와 Ⅴ에 속하는 팔을 옆 

아래로 비틀어 움직이는 동작들을 고려하여 겨드

랑이 점의 위치를 1.2cm 올려 옆선의 길이를 증가

시키고, 요크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설계하여 신축

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요크의 어깨점도 앞으로 2cm 

이동시켜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의 당김 현상을 완

화시키고자 하였다. 옆선의 체표면변화 길이는 팔

을 180° 올렸을 때에는 34.69%(7.13cm)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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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세에 따른 측정 치수                                                                (단위: cm) 

피험자

측정항목(자세)
1 2 3 4 5 6 7 8 9 10

평균
(S.D)

신장율 (주1) 
변화치수 

뒤품

1. 정립자세 35.5 35.0 34.0 35.0 34.2 36.0 33.0 32.0 33.0 33.0
34.07

(1.301)
-

2. 팔 90° 올림 39.5 40.0 43.0 40.0 44.0 45.3 41.5 40.0 39.5 41.2
41.40

(2.046)
22.60 (7.61)
 7.33 (2.05)

3. 팔 구부려 
주먹을 맞댄 자세

39.4 32.0 37.4 33.0 38.0 38.0 36.0 37.0 36.0 35.0
36.18

(2.314)
 6.36 (7.05)
 2.11 (2.60)

진동
깊이

1. 정립자세 16.4 18.0 15.0 12.5 15.0 13.5 11.0 16.0 11.8 12.8
14.20

(2.240)
-

2. 등 90° 굽힘 16.8 20.0 15.5 13.5 16.0 15.0 12.0 16.2 12.5 13.8
15.13

(2.350)
 6.67 (3.46)
 0.93 (0.53)

등
길이

1. 정립자세 37.5 39.0 35.7 33.5 36.5 31.5 31.8 35.0 36.0 34.0
35.05

(2.397)
-

2. 등 90° 굽힘 42.8 48.0 38.5 35.5 38.5 36.0 35.5 38.8 38.3 36.3
38.82

(3.901)
10.63 (5.48)
 3.72 (2.20)

옆선 
길이

1. 정립자세 20.0 23.0 19.5 17.5 22.0 20.0 19.0 22.3 23.0 20.0
20.63

(1.851)
-

2. 팔 180° 올림 29.0 34.0 28.5 25.5 26.5 25.5 23.5 32.5 28.0 24.6
27.76

(3.391)
34.68 (12.17)
7.13 ( 2.57)

주1. 신장율 


×    (* X0 : 정립자세에서의 신체치수, X1 : 변형 자세에서의 신체치수)

나 승무원 업무 중 팔을 180° 올리는 자세는 없었

으므로, 겨드랑이 점의 위치를 1.2cm만 올려 옆선의 

길이 변화를 반영하였다. 옆선 길이 변화에 따라 앞

(a) 앞판 (b) 뒤판 (c) 소매

주) 기존 셔츠 패턴:    연구 셔츠 패턴: 

<그림 2> 연구 패턴과 기존 셔츠 패턴의 비교(size 8호).

판의 어깨점의 위치도 2cm 아래로 변경시켰다. 팔을 

앞으로 내밀거나 비트는 작업에서 등이 당기지 않도

록 하기 위해 뒤품의 체표면 변화량(2.11～7.33cm)을 



140 항공기 승무원의 작업 동작을 반영한 여성용 유니폼 셔츠 패턴 개선 방안 복식문화연구

－ 1028 －

감안하여 뒤 중심선의 맞주름 너비를 3.6cm에서 

5.0cm로 증가시키고, 좌․우 겨드랑이점은 각각 0.6cm

씩 밖으로 내어 뒤품이 증가하도록 제도하였다. 등

길이는 체표면 변화량(3.72cm)을 감안하여 허리선

을 절개한 후 허리 옆점을 회전 중심점으로 하여 

뒤 허리 중심점을 1.5cm 아래로 회전하여 이동시키

고, 단의 뒤 중심점을 0.4cm 내려서 등 길이를 증가

시키고 셔츠 뒷단의 너비가 증가하도록 제도하였다. 

겨드랑이 점을 1.2cm 올려 몸판 옆선의 길이를 증

가시킴에 따라 암홀이 깊어지는 점을 반영해 소매의 

길이에 여유분을 주기 위하여 소매 길이는 1.5cm 더 

길게 설계하였다. 칼라와 커프스는 기존 패턴과 동

일하게 제작하였다. 

4.실험  셔츠  동 기능성 평가 결과

항공기 승무원 셔츠를 착용하고 기내에서 작업

한 경험을 가진 여승무원들(n=10)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의류학 전공 대학원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n=7)이 피험자로 참여하여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B)와 기존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A)의 착

용 만족도와 동작 편이성을 평가하였다.

1)착  만족도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B)에 대하여 승무

원 집단(n=10)은 의류학 연구자집단(n=7)보다 더 

유의적으로 높은 착용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B)가 기존 유니폼의 

<표 7> 착용 만족도 평가 결과                                                                     평균(S.D)

검사문항

승무원(n=10) 의류학 연구자(n=7)

기존 셔츠

(실험복 A)

개선 셔츠

(실험복 B)
t-값

기존 셔츠

(실험복 A)

개선 셔츠

(실험복 B)
t-값

전체적인 품은 몸에 잘 맞는가?
3.6

(0.5)

4.4

(0.5)
3.4**

3.6

(0.8)

4.9

(0.4)
4.0**

소매의 길이는 적당한가?
3.6

(0.5)

4.3

(0.5)
3.1**

3.4

(0.5)

3.9

(0.7)
1.3

진동둘레가 편안한가?
3.1

(0.6)

4.4

(0.5)
5.3***

3.1

(0.7)

3.7

(0.5)
1.8

허리에서 셔츠말단의 빠짐 현상이 나타나는가?
3.7

(0.9)

2.2

(0.9)
3.6*

4.3

(0.8)

2.4

(0.5)
5.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p≤0.05, **p≤0.01, ***p≤0.001)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A)보다 진동둘레가 더 편

안하며(p<0.001), 전체적인 여유분이나 소매길이가 

적당하고(p<0.01), 팔을 180° 앞으로 올려도 스커트

에 넣은 셔츠의 자락이 잘 빠져나오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p<0.05). 이에 비하여 승무원 셔츠를 착

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의류학 연구자 집단(n=7)은 

실험복(B)가 실험복(A)에 비하여 셔츠 하단의 빠짐 

현상(p<0.001)과 전체적인 품(p<0.01)이 개선되었

다고 평가하였다(표 7). 기존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

복(A)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표 7).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유니폼 

셔츠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이 진동둘레나 소매길이에 대한 개선 효과를 더 민

감하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작업복의 

착용감 평가를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작업자가 직

접 착의 실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2)동  편 성 

항공기 객실 업무의 대표 작업 동작으로 선정된 

5가지 동작인 ‘천장 짐 보관대에 승객의 짐을 넣는 

동작’(Ⅰ), ‘통로(Aisle)에서 카트 밀어서 옮기는 동

작’(Ⅱ), ‘카트 하단에 회수한 식판을 넣는 동작’

(Ⅲ), ‘창가 쪽 승객(3열)의 식판을 회수하는 동작’

(Ⅳ), ‘창가 쪽 승객(2열)의 식판을 회수하는 동작’

(Ⅴ)과 상지의 각도를 45°, 90°, 130°, 180°로 유지

하는 기본 동작 자세에서의 동작 편이성을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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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동작 편이성 평가 결과                                                                   평균(S.D)

실험 동작
승무원(n=10) 의류학 연구자(n=7)

기존 셔츠 개선 셔츠 t-값 기존 셔츠 개선 셔츠 t-값

대표

작업

동작

Ⅰ. 천장 짐 보관대에 승객 짐 넣기
1.6

(0.7)

3.9

(0.6)
 8.1***

1.6

(0.5)

4.0

(0.8)
 6.6***

Ⅱ. 통로에서 카트 밀어서 옮기기
2.1

(0.9)

3.8

(0.4)
 5.5***

1.9

(0.7)

4.3

(0.5)
 7.6***

Ⅲ. 카트 하단에 식판 넣기
1.5

(0.5)

4.5

(0.5)
12.7***

1.1

(0.4)

4.0

(0.0)
20.0***

Ⅳ. 3열 승객의 식판 회수
1.4

(0.7)

3.7

(0.5)
 8.6***

1.3

(0.5)

3.9

(0.4)
11.0***

Ⅴ. 2열 승객의 식판 회수
2.4

(0.5)

3.6

(0.7)
 4.4***

2.4

(0.8)

3.6

(0.8)
 2.7*

기본

상지

동작

정립자세
3.3

(0.5)

3.8

(0.6)
 2.0

3.4

(0.5)

3.9

(0.4)
 1.7

팔을 45° 올리기
2.6

(0.7)

4.1

(0.6)
 5.3***

2.3

(0.8)

4.1

(0.4)
 5.8***

팔을 90° 올리기
1.9

(0.3)

4.6

(0.5)
14.1***

2.0

(0.0)

4.1

(0.4)
15.0***

팔을 130° 올리기
1.3

(0.5)

4.6

(0.5)
14.8***

1.9

(0.4)

4.4

(0.5)
10.4***

팔을 180° 올리기
1.0

(0.0)

4.8

(0.4)
29.0***

1.3

(0.5)

4.6

(0.5)
12.1***

(1점: 매우 불편하다→5점: 매우 편하다, *p≤0.05, **p≤0.01, ***p≤0.001)

결과, 두 집단 모두 개선 셔츠 실험복(B)의 동작의 

편이성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표 8). 특히 승

무원들은 개선 셔츠가 쭈그려 앉아 앞으로 몸을 숙

여서 작업하는 동작(Ⅲ)에서 매우 편안하다고 평가

하였다(4.5). 정립자세에서는 두 실험복 간의 차이

가 없었으나, 기존 셔츠에 대한 대표 작업 동작 수

행의 동작편이성 평가는 해당 동작들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의류학 연구자 집단의 평가가 승무원 

집단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표 8).

평가자들은 기존 승무원 셔츠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A)가 상지를 머리위로 올려 작업하는 동작

(Ⅰ),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동작(Ⅲ), 3열 좌석

의 고객으로부터 식판을 회수하기 위하여 몸통을 

비튼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뻗는 동작(Ⅳ) 수행 시 

매우 불편하다고 하였다(1.1～1.6점). 이는 상지 동

작 중 팔을 130°와 180°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경

험하는 불편함(1.0～1.9)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상지 기본 동작

에서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기존 셔츠인 실험복(A)

에 대해서는 상지를 높이 올려 상지와 몸통 사이의 

각도가 커질수록 불편하다고 하였으나, 개선한 패

턴으로 제작한 실험복(B)에 대해서는 상지와 몸통 

사이의 각도가 커질수록 편안함의 평가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팔을 높이 올리면 

불편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미묘한 패턴 수정의 차이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Ⅳ. 결론  논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사 여승무원의 유니폼 셔

츠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승무원의 기내 작업 시 

편안함을 제공하는 유니폼 셔츠 패턴개선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에서는 작업 환경의 



142 항공기 승무원의 작업 동작을 반영한 여성용 유니폼 셔츠 패턴 개선 방안 복식문화연구

－ 1030 －

이해 및 작업 경험을 가진 피험자를 참여시키기 위

하여 객실 승무원을 실험 피험자로 참여시켰으며, 

의류의 기능성 개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의류학 연구자들을 포함시켰다. 또

한 패턴 개선을 위해 고려한 대표 동작 선점을 위

해 승무원의 기내 작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승무원의 작업 자세는 팔의 동작 범위

가 크며, 허리와 어깨 비틈 동작이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연구 패턴은 팔을 올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뒤품, 등길이, 옆선 길이가 변화하는

지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참고하여 연구 패턴을 제

안하였다. 개선된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의 동작 

기능성 개선 효과를 검토한 결과, 개선 셔츠는 진

동부위, 소매길이, 전체적인 품, 셔츠하단의 빠짐 현

상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과거 경험

을 통해 유니폼의 특정 부위의 불편함 정도를 인지

하고 있는 집단에서 연구 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

의 착용 만족도와 활동기능성을 더 민감하게 인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작업복의 

기능성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평가단은 정확한 작

업 동작과 작업복 착용 경험이 있는 피험자가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니폼 셔츠의 원래 디자인을 훼손하

지 않기 위해 동적 자세에서 파악한 체표면 변화값

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어깨선의 위치와 옷감

의 올방향, 겨드랑이 점의 위치, 등의 주름분량의 

변화를 통해 활동에 필요한 여유량을 반영한 연구 

패턴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니폼 셔츠의 

기능성 개선이라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상체를 중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승무원 업무 특성상 

쪼그려 앉기의 동작도 자주 반복되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승무원 작업의 스커트나 바지의 패턴 개선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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