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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uth Korea, hospital clothes for medical staff, which require high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are still regarded just as uniforms. Few researches have been made into the 
underwear for operating room staff, which is intended to protect medical staff against possible 
risks happening during an operation and allow them to do their job in an easy and comfortable 
manner. In order to present a new design of underwear for operating room staff at general 
hospitals 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was made into medical staff's preference for overseas 
brand samples, and it was found that they preferred to wear such clothes as are blue-colored, of 
a V-neck line, of a box style and has good absorptiveness and breathability. After developing the 
primary prototype and the conventional underwear for operating room staff at Hospital A, their 
appearances were evaluated, and it was found that the primary prototype was more favorably 
evaluated. After developing the secondary prototype, their preference for the colors and shapes 
was surveyed, and it was found that they preferred to wear No.6 blue colors and T/C materials.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a systematic research need be conducted into the designs of 
various hospital clothes, whose roles and functions are subdivided, including the underwear for 
operating room staff develop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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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병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편안

하고 쾌적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패션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환자복을 포함한 기타 병원복에 대한 디자인의 연구

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 중 수술복은 하나의 유

니폼으로서 의료진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미루

어 볼 때 편안함과 기능적인 문제가 다른 유니폼보

다 더 요구된다.

최근에는 간호사들의 유니폼이 다양한 색상과 디

자인으로 바뀌고 있고 환자복도 각 병원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이므로 병원

의 상징성을 담은 심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의료용

의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이

착용한 의복에서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고 이를 통해

2차 감염의 우려 또한 높아가고 있으므로 병원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고도의 기능성을 요하는 병원복은 아직 단순

히 유니폼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활동을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입는 것에 목적을 둔 수술복 이너웨어

에 관한 연구는 항균성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술복 이너웨어

는 획일적인 디자인의 거의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

고 있으며, 비효율성, 불만족, 비능률성 등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소재나 디자인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의료진들이 착용하는 의복은 기능적이면

서도 의료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

자들이나 자신들에게 만족과 좋은 느낌을 줄 수 있

는 미적인 측면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

들이 선호하고 바람직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파

악하고 이것이 패션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면

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조화될 수 있는 수술복

이너웨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 중 수술복 이너웨어에 관련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수술실에서 수술가운 안에 착용

하는 수술복 이너웨어 디자인을 유니폼으로서의 기

능을 가지면서 미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색상, 소

재,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병원복 디자인
1. 병원복 디자인의 특징
최근의 병원복 디자인의 특징은 수술로 인해 새로

운 환경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소독되지 않은 것

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수술복, 간호복, 의사복 등 위

생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병

원복 디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서 U-헬스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U-

헬스는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U-헬스

를 활용하면 센서가 부착된 휴대전화, IP TV(인터넷

TV), 혈압, 혈당, 심박수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바이

오셔츠 같은 환자복 착용 등의 디지털 장치를 활용

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상담하고 진찰받으며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의료장치의 역할로서 의복이 그 범위가 확대되

어 가고 있다.1)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의류제품은 환자복, 진료

복, 침구류, 의료보조용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2) 의사복과 간호사복 등

의료진의 의복도 기능적이면서도 의료진 자신을 보

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이나 자신들에게 만

족과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미적인 측면도 갖추어

야 할 것이다.3) 병원복은 전문직업인의 복장으로서

단정하고 활동적이며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

고 진료 및 간호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장의 중요성이 다른 직종보다 강조된다.4)

의료종사자들의 의복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과 함께 환자 및 의료종사자들 모두 병

원균의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재의 선택으로

청결함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5)

병원복 중 환자복은 환자역할을 받아들이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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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병원규범을 내재화 하는 사회화 과정의 도구로서

작용한다. 또한 병원의 상징성을 띈 환자복은 환자가

직접 착용을 하기에 병원과 의 일차적인 접점이 된

다. 결국 환자복은 환자와 병원이란 조직을 사회․심

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도구이며,6) 상처부위와 정도

에 관련하여 기능성을 가져야하고 위생적이고 실용

적인 직물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사용하기 쉬운 여밈

부속품의 종류와 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하

며 안락감과 동작의 여유를 위한 디자인을 통해 환

자 자신의 장애가 잘 보이지 않도록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7)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의 새로운 복장을

살펴보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가운과 넥타이를 맨

모습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반소매의 수술복 같은

복장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료진 가운에 묻은

세균이 환자에게 옮아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줄

이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수술복과 유사한 형태로

초록색과 구별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변화된 진료복, 근무복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8) 미

국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착용하는 일

반적인 근무복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

고 국내와는 다르게 개별 구매하는 등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형태의 디자인이 많으며, 또한 의료진들이

근무복 차림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유니폼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기능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2. 수술복 디자인의 특징
수술복은 한정된 장소에서 수술이라는 섬세하고 특

수한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의료진을 보호해

야하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9) 1991년 미국의 OSHA

(th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는 모든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병원내의 병원

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특

히 수술복은 의료진을 병원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편안하고 신체에 잘 맞아야 하며11)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액 또는

미생물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12) 따라서 수술

복은 병원균을 차단하고 신체에 잘 피트되어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가운의 여밈 역시 다양한 신체 형태

와 사이즈에 유연해야하며 충분한 내구성도 갖추어

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술복은 수술시 발

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보

다 수술시 발생되는 단순 오염으로부터 의료진을 보

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13) 무서운 바이러스가 환자의 피나

분비물을 통하여 의사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늘어감

에 따라 환자의 피나 분비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방

수성과 방균성을 가진 수술복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14)

또한 대부분의 수술복 디자인의 색상은 의료진들

이 긴장된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므로 색상이 현란하

거나 시선이 흔들리는 복잡한 차림의 수술복은 현실

적으로 착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수술복의 색상이 초록과 파란색 계열이 대부분인 이

유는 의료진의 피로해진 눈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며

수술복에 피가 묻었을 때 다른 색상의 옷에서는 피

의 붉은색이 그대로 보이지만 초록과 파란색에 묻었

을 때는 검은색으로 피 색상이 중화되어 보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에게 주는 긴장감과 혐오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색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때 나

타나는 잔상을 없애주어 수술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초록과 파란색 계열의 색상이 가장 일반적

으로 수술실에서의 의복 뿐 아니라 다양한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Ⅲ. 수술복 이너웨어 디자인
국내 종합병원에서 일반화되어 착용하고 있는 수

술복 이너웨어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국외 브랜드

샘플 선호도 조사, 시제품의 외관평가, 시제품의 색

상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수술복 이너웨어 브랜드 샘플 선호도 조사
수술복 이너웨어 샘플 선호도 조사를 위해 국외

브랜드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병원복 유니폼을 판

매하고 있는 미국의 Dickies와 O2 Uniforms, Peaches,



服飾 第61卷 5號

- 142 -

Actual, Blue Star 등의 브랜드 제품 중에서 일반적

으로 판매율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하여 수술복 이너

웨어 샘플제품을 구입하였다. 수술복 이너웨어 디자

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한 수술간

호사학회에 참석한 간호사 약 80명을 대상으로 2009

년 11월 3일~4일에 걸쳐 면접법을 통한 샘플제품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샘플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율이 높은 수

술복 이너웨어 상의 샘플로써 <그림 1>과 같다. 하의

디자인은 색상과 소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으

나 디자인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상의제품만을 샘플

로 선정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의 샘플

디자인을 살펴보면, 네크라인 형태가 블라우스처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V 라인 형태의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라운드 네크라인에 셔링 처리가 된 것과

스퀘어, V 라인에 포인트 배색된 것을 활용한 것 등

다양한 느낌의 수술복 이너웨어 상의 디자인이 나타

났다. 또한 색상과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린트 무늬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짧은 소매길이로 활동

성을 강조한 디자인이었으며 햄 라인에 포인트 배색

을 활용한 디자인도 다수 나타났다.

각각의 샘플에 대한 선호하는 스타일과 이유, 싫

어하는 스타일과 이유를 조사하여 각 스타일별 다양

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수술실 간호사들

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색상과 유사한 색상인 푸른

색계열의 수술복을 선호하였다. 수술 중 수술복의 색

상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집중력을 높

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의 선택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V 네크라인의

형태의 입고 벗기 편리한 디자인과 박스스타일의 수

술 중 활동성이 편리한 디자인에 높은 선호도를 나

타내었다. 의료진의 소매가 길면 의료과정에서 옷이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짧은 소매로 감염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짧은 소매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려한 무늬나

패턴에도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수술 중 오퍼레이터

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직접 착용에는 무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수술복 이너웨어 샘플 선호도 분석 및

디자인 전개

2. 시제품 외관평가
수술복 이너웨어 샘플 선호도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복 이너웨어 디자인을 개발하고 1차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기존 병원의 사용하고 있는 수

술복 이너웨어 제품과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시제품의 외관 평가는 2009년 11월 6일~7일

에 걸쳐 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통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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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병원

수술복

이너웨어

1차 개발

시제품

<표 1> 1차 개발 시제품 및 기존 A병원 수술복 이너웨어

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를 위해 개발된 시제

품은 하늘색 계열의 V 네크라인 디자인에 네크라인

에 바이어스로 포인트 준 수술복 시제품과 기존에 A

병원에서 착용하고 있는 현행 수술실 이너웨어의 디

자인을 시제품과 동일한 소재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두 제품의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개발된 1차 시제품 디자인 설계는 국외 브

랜드 수술복 이너웨어 샘플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입고 벗기 편리하며 작업성 및 외관의 아름

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상의 디자

인은 V 네크라인으로 여밈 없이 편안한 움직임을 위

한 박스 스타일로 입고 벗기가 편리하도록 제안하였

으며, 두 개의 주머니를 디자인하여 소품수납에 용이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늘색 계열의 컬러에 네크라인

배색을 옐로 바이어스 컬러를 사용하여 산뜻한 느낌

을 연출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하의 디자인은 허리사

이즈 조절이 가능하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뒤허리

는 고무밴드로 처리하고, 앞허리는 끈 여밈으로 디자

인하여 상의와 바지를 세트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1차 시제품과 현행 수술복 이너웨어 샘플

비교를 위하여 대학병원 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면

접법을 통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는 전체

외관 및 적합성 위주로 문항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5점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되도록 실시하였다.

기존 수술복 이너웨어에 비해 1차 시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평가 및 착탈의 편리성 항목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간결한 디자인 및 입고 벗기 편리

하며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평가가 높게 나왔으며 상

의의 경우 색상 및 배색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는데 네크라인 포인트 배색이 잘 어울려 신선한 느

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의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

존 샘플과 1차 시제품이 비슷하게 평가되었는데 착

탈의 편리성에서 1차 시제품의 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외관평가를 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므로 다양한 의

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기타 의견으로 소재에 대한 요

구사항이 제시하였다. 수술가운을 착용하고 그 안에

수술복 이너웨어를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흡수나 통풍 여부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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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상태 평가항목 간호사 집단

전체외관 3.8(0.48)

색상 및 배색 3.6(0.72)

소재적합성 3.9(0.47)

치수적합성 4.1(0.58)

소매길이 3.8(0.52)

전체길이 3.9(0.44)

동작편리성 3.9(0.49)

착탈의 편리성 3.6(0.56)

상품성 3.9(0.62)

전체외관 3.8(0.49)

색상 및 배색 3.6(0.63)

소재적합성 3.9(0.49)

치수적합성 4.1(0.59)

바지길이 3.8(0.46)

전체길이 3.9(0.53)

동작편리성 4.2(0.47)

착탈의 편리성 3.8(0.45)

상품성 3.8(0.61)

전체외관 4.2(0.46)

색상 및 배색 4.3(0.36)

소재적합성 3.9(0.47)

치수적합성 4.1(0.58)

소매길이 3.9(0.52)

전체길이 4.0(0.41)

동작편리성 4.0(0.68)

착탈의 편리성 4.2(0.52)

상품성 4.1(0.56)

전체외관 4.1(0.49)

색상 및 배색 3.8(0.39)

소재적합성 3.9(0.47)

치수적합성 4.0(0.52)

바지길이 3.8(0.50)

전체길이 4.0(0.47)

동작편리성 4.3(0.78)

착탈의 편리성 4.2(0.49)

상품성 4.0(0.59)

<표 2> 외관평가 결과

평균(표준편차)

이는 의료진들은 수술실이 일정온도가 유지되는 특

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땀을

많이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소재에 대한

개발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술실 내부의 온도가 매우

낮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술실에 머무는 시간

이 많아서 추위를 느끼는 간호사들이 많다는 의견으

로 덧입는 아이템인 수술실용 조끼나 카디건에 대한

개발도 요구하였다.

3. 시제품 색상 및 소재 선호도 분석
외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시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에 소재와 색상을 달리하여 <표 3>과 같이 6

개의 2차 시제품을 제작하여 색상과 소재별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1,2차로 개발된 7벌의 수술실

이너웨어 시제품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2010년 3월

12일 대한수술간호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약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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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제품

No. 1

2차 시제품

No. 2

2차 시제품

No. 3

2차 시제품

No. 4

2차 시제품

No. 5

2차 시제품

No. 6

1차 시제품

No. 7

초록색 계열

소재:T/C

베이지색계열

소재:면/레이온

핑크색 계열

소재:T/C

붉은색 계열

소재:면/레이온

노랑색 계열

소재:면

푸른색 계열

소재:면

하늘색 계열

소재: T/C

<표 3> 1, 2차 시제품 디자인

의 간호사 대상으로 3차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

하였다.

상의 네크라인에 다양한 컬러 배색을 매치하여 디

자인한 결과, 컬러배색은 초록색 계열에 베이지, 베이

지 계열에 자주, 핑크색 계열에 연핑크, 붉은색 계열

에 그레이, 노랑색 계열에 아이보리, 푸른색 계열에

하늘색을 사용하여 컬러 매치하였으며, 소재는 T/C,

면/ 레이온, 면의 3종류로 구분하여 디자인하였다.

1차 시제품과 함께 총 7벌의 수술복 이너웨어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복 이너웨어

로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색상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술실 간호사들이 현재 착용하

는 초록색보다는 푸른색 계열의 이너웨어(2차 시제

품 No. 6)를 더 선호하는 것(34%)으로 나타났으며,

1차 시제품으로 제작한 하늘색 계열의 이너웨어의

선호도(22%)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록색계열보다

는 파란색계열의 색상을 수술복 이너웨어로 선호하

며 파란색은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여 수술실에서의

작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반면,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현재 착용하는

수술복 이너웨어와는 다른 느낌의 노란색 계열, 베이

지색 계열, 핑크색 계열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수

술실에서 개성을 표현하며 자신의 의복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간호사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림 2> 색상(상), 소재별(하) 디자인 선호도 결과

또한 수술복 이너웨어용 소재는 T/C, 면/레이온,

면 총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2>

와 같이 T/C(46%), 면/레이온(34%), 면(20%) 순으

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레이온이 함유된 부드러운 소

재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만큼 세탁에 대한 염

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병원 수술실 이너웨

어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대부분이 면소재이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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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볍고 유연하며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필요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품은 구김이 잘 가고 때가

잘 묻으며 또한 흡습성 좋은 반면 속건성이 좋지 못해

쾌적성이 낮은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에도 면소

재의 수술실 이너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병원의 공급

실 입장에서 경제성과 고온 살균시 세탁용이성으로 인

한 편리성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간호사들

은 가장 먼저 살균과 소독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 항균성, 속건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으므로 기능성 소재개발을 통한 병원복 디자인의 소재

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Ⅳ. 결론
현재 국내 병원복은 생산업체에서 일정한 규격과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의료시설에 공급되는 형태이다.

수술용 이너웨어의 경우 국내에서 다양한 제품생산

과 연구가 부진함으로 참신한 종류와 디자인, 시장성,

소재특성, 사용실태와 적용가능 분야를 조사하여 전

문적인 의료용 의복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수술복 이너웨어의 개발로 실용적이면

서 동시에 심미적인 이너웨어로 의료진들의 개개인

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의류 전문 업체의 부재로 인하

여 고도의 기능성을 요하는 병원복 중 수술복 이너

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체에서 기획,

생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니폼의 개념

으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도 점차

적 으로 수술용 헤어 캡이나 마스크 등에서 개인의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디자

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수술복 이너웨어에서도

순차적으로 디자인, 소재, 색상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수술복 이너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

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 및 외관평

가를 통해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적이며 심미적인 수술

복 이너웨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적인 푸른색 계열의 색상과 T/C 소재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간호사들은 새로운 디자

인, 색상, 소재의 수술복 이너웨어를 요구하고 있으

므로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의복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수술복 이너웨어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세분

화되고 있는 다양한 병원의 의복에 대한 체계적인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술복 이너웨어

의 다양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통기성 및 흡수성이

우수하며 가볍고 부드러워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개발이 요구되며 변화하는 병원 환경 속

에서 의료인들에게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편리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자료검색일 2010. 12. 3, http://www.satc.or.kr

2) 정인희 외 (2010),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병․의원의

의류제품 소비경험 -환자복 및 의료보조용품 개선 방

안 도출을 위해-, 한국의류학회지, 34(1), pp. 138-152.

3) 이현미 (2002), 일회용 의료용 의복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비즈니스학회, l6(1), pp. 20-30.

4) 강정민, 하지수 (2007), 병원복을 위한 UFC(Ubiqui-

tous Fashionable Computer)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5), pp. 717-728.

5) 김정숙, 권헌선, 성수광 (2004), 수술가운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p. 341-346.

6) 진기남, 김연희, 주현실 (2010), 환자복과 병원만족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34(7), pp. 1197-1204.

7) 박상희 (2004), 환자복의 디자인과 개선점에 관한 연

구, 대한가정학회지, 42(4), p. 8.

8) “어! 세브란스 의사들은 반소매로 진료하네”, 자료검색
일 2010. 1.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

_dir/2009/11/30/2009113001703.html

9) 박상희 (2004), 수술가운의 생산 및 착용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4(3), pp. 65-71.

10) May-Plumlee, T., & Pittman, A. (2002), Surgical

gown requirements capture: A design analysis case

study,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2(2), pp. 1-10.

11) Slater, K. (1998), Textile use in surgical gown design,

Canadian Textile Journal, 115(4), pp. 16-18.

12) “Surgical Scrub and Surgical Attire”, 자료검색일 20

10. 12. 13, http://www.engenderhealth.org

이용완 (2002), 의료용 간호용 섬유제품, 토프론 섬
유, 2, pp. 33-34.

13) 박상희, op. cit., pp. 65-71.

14) 송민규 (1993), 수술가운의 방수성과 방균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 pp. 3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