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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의복은 체온을 조절하고 자연이나 작업환경으로부  

터 신체를 보호하고 피부의 분비물을 흡수하여 피부

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보건위생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소속을 표현하기도 한다 직업. , 

지위 신분 소속 단체 등을 표현하여 소속감과 사, , 

명감을 갖게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자. 

헤어샵 종사자의 유니폼 착용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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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n increased interest in having beauty regardless of ages and sex wit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income level and increase in social activities. Competition 

with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s increasing rapidly because of global impact within  

Korea wave. Thus, active public relations and offering distinguished service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are important. Also, unifo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n image 

differentiated from other brands and presents professionalism to the customer. Therefore, 

we determined function and design of uniforms required in beauty service industry by 

researching wearing realities, satisfaction, preferred designs and functions of uniforms from 

hair shop staff. Functional and aesthetic uniforms play an important role to enhance the 

staffs’ sense of belonging. In addition, it is good for the image of hair shop. Special 

design mirroring job characteristics with expression of differentiated personalities is needed. 

However,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ly in the hair shop in Seoul, Daejeon, and 

Gyeonggi-do. Further studies on much wider area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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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속한 집단에서 승인되고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입고 있는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직  

업 신분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을 표현한다 즉 의, , , , . , 

복은 개인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무언의 시각적 

언어이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의복은 . 

사회적인 승인을 얻어 내기도 하고 다른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잘 조절하며 직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한 편의적인 적응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또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공통적 정체성은 의. 

복에 의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회 구(Kim, 2005). 

성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의복규정에 부합되

는 이상적인 의복을 지각하게 되고 그 집단에 적합

한 의복을 입어 타인에게 승인을 얻고 싶어 하는 욕

구를 충족시켜 준다. 

유니폼 은 라틴어의 하나 와   (uniform) unus( ) forma

형태 의 합성어로써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리킨( )

다 유니폼은 자유복과 달리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 

특정한 형태와 필요한 장식 및 기능을 구비하는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수(Park, 2000). 

행을 위하여 인체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작업능률을 

올려 줄 수 있는 의복으로서 기능성 및 미적 감각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국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사회활동 증가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많은 관

심을 갖게 되었다 한류열풍과 함께 미용서비스 산. 

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나

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서비스 산업에 있. 

어 적극적인 광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무엇보

다 중요하게 되었다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기업의 . 

이미지와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과 업무수행을 하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니폼은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포트 는 인간이   (G.W. Allport) “

모르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첫인상을 자신의 머

리 속에 남기는 데는 불과 초 내외의 시간이 필요30

하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의 성별 나이 체격 , , , 

등은 물론 성격 신뢰감 성실성 등도 어느 정도 파, , 

악된다 고 함으로써 첫 이미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

다 서비스의 특성은 무형성으로 (Park et al., 2011).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종업

원의 의복인 유니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형성 행동 서. , , 

비스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 

감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 . 

미용서비스 산업분야의 유니폼에 대한 연구는 그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니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 경찰복에 대한 연구Park(2000) , 

의 백화점 여직원 유니폼에 관한 연구Lee(2006) , 

의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연구Lee(2008) , 

의 치과위생사 유니폼에 관한 연구Hwang(2003) , 

의 국립중앙박물관 유니폼에 관한 연구 Kim(2008)

등 많으나 미용서비스 산업관련 유니폼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와 대전지역 헤어  , 

샵 종사자를 대상으로 헤어샵의 유니폼 착용실태,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하는 유니폼 디자인 및 

기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용서비스 산업에서 요

구되는 유니폼의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II. 

유니폼의 개념  1. 

유니폼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양식  

의 복장으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위

해 특별히 고안되어 채택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제복을 말한다 유니폼은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의 .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으며 집단 안에서는 연, 

대의식을 높이고 집단 밖에서는 직업 계급 역할 , , 

등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아프리카 알래스카 뉴질랜드 등에서는 한   , , 

가족이나 종족이 그들 특유의 기장을 가져서 이를 

문신이나 그림으로 몸에 표시함으로써 집단을 나타

내기도 하였다 여기서부터 집단을 나타(Lee, 1983). 

내는 복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니폼의 기. 

원은 군인제복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기

원전 로마의 군복을 보면 투구와 갑옷에서 상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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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상력이 표현되었다(Ham, 2005).

사회학자 는 유니폼의 기  Joseph and Alex(1979)

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 번째로 체계화된 . 

조직에서 조직 내의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로 조직원은 같은 종류의 유니폼을 착용함

으로써 조직 내의 협동심을 길러준다 두 번째로 유. 

니폼은 어떤 사람의 현재 역할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모든 다른 역할에 대한 정보는 감춘다 세 번째로 . 

한 개인을 집단 구성원으로 증명함으로써 집단을 대

표하고 그 집단에 대한 각자의 행동을 위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역할을 합

법화한다 네 번째로 유니폼은 한 사람이 하나의 개. 

인이 아닌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억누르는 것으로서 조직이 개

인에 대해 할 수 있는 통제 정도를 상징한다 다섯 . 

번째로 유니폼은 조직의 문제를 다룬다. 

즉 정리해보면 어느 한 집단이나 단체에서 유니  , 

폼을 착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

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규율에 맞추어 행동하

게 만들며 소속된 집단을 상징하며 개인의 지위나 , 

구성원의 역할수행을 표시하도록 한다.

유니폼의 구성요소  2. 

유니폼은 소속 단체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목적과 소속 부서나 다른 단체와 구별을 위한 식별

상 목적 구성원의 소속감과 동료와의 일체감을 준, 

다 또한 착용한 유니폼으로 인해 단정하고 질서정. 

연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는 의례상 목적과 

업무에 있어서 능률과 생산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

는 기능상 목적이 있으며 아름답게 보이게 함으로, 

써 착용자와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심미적 목적이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는 심미성에 중점을 두고 기. 

능성과 상징성도 첨가된다 따라서 유니폼의 구성요. 

소로는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의 요소를 들 수 있, , 3

다. 

상징성  1) 

유니폼은 개인적인 미보다는 통일된 집단을 형성  

하게 하므로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Kim, 2004). 

사회적인 신분 직업 착용의도 등을 타인에게 전달, , 

하고 특히 직업적인 특성 등도 전달하게 된다 유, . 

니폼은 그 단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다른 단체와 

구별이 용이하게 하므로 색상 심볼 마크 등을 통해 ,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기능성  2) 

유니폼은 일을 할 때 입는 옷이므로 착용자가 일  

을 수행할 때 활동을 돕거나 그 일로부터 착용자를 ,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즉 유니폼은 장시간 착용하. , 

고 활동하는 의복이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작업환

경과 착용자의 업무 내용 활동량 계절 위생 등과 , , , 

관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착용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작업에 전념할 수 있어

야 하며 육체적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표면에 불필요한 장식(Yang & Choi, 2002). , , 

벨트 주머니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터지기 쉬, 

운 곳인 바지 밑 주머니 입구 겨드랑 밑 소매 부, , , 

리와 닿아서 해지기 쉬운 곳인 팔꿈치 무릎 바지 , , 

끝 소매 부리 등의 부위는 활동에 따른 많은 움직, 

임이 필요하므로 의복의 여유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Shin, 1984).

심미성  3) 

심미성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개성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패션의 아름다움

을 반영하여 착용자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니폼에 있어서의 . 

심미성은 개인적인 만족감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업무 영역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시각적

인 요소와 혼합하여 나타내야 한다(Jeong et al., 

2012).

연구방법III. 

연구대상 및 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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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대전지역의 유니폼을 착  , 

용하는 헤어샵 종사자로 단순무작위추출법(simple 

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random sampling method) . 

설문지 부를 배포하여 총 부를 회수하여 응220 185

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부를 분석자158

료로 사용하였다 년 월 일 년 월 . 2014 11 1 ~2014 11 5

일까지 대전지역 헤어샵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비설

문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는 년 월 2014 11 10

일 년 월 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피조사~2014 11 24 . 

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2. 

본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과 유니폼의 착용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문6 20

항으로 구성되었다 착용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 20

문항 중 유니폼의 오염도 관련 문항은 개 업무자11 , 

세에 관한 문항은 개 유니폼 사이즈에 관한 문항 6 , 

개 유니폼 착용 후 활동에 관한 문항 디자인관6 , 18 , 

련 문항으로 세부문항을 두어 총 문항으로 구31 78

성되었다(Table 1). 

설문지의 척도  3. 

설문지의 보기는 개로 구성되어 그 중 한 개  4~7

의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정도를 묻는 문항은 5

점 척도로 이루어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 ‘

Table 1. Content of Questionnaire 

Sorts Total questions Details

Demographics   variables 6  questions Age, working career, company 

name, main work   etc.

6  questions

The real wearing condition 

and preference of hair 

shop uniform

82 questions

Pollution degree 11 questions

Working posture 6  questions

Uniform size 6  questions

Movement after wearing uniform 18 questions

About design 31 questions

Total 78   questions

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서 선택할 수 ’, ‘ ’, ‘ ’, ‘ ’

있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4.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8.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program .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성별과 근무경력에 따른 유니폼에 대한 인, 

식 유니폼 디자인 개선에 대한 인식 유니폼 선호, , 

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을  test)

실시하였다 주요업무에 따른 유니폼이 활동 중 더. 

러워지거나 해지는 정도 많이 하는 자세 등의 차이, , 

주요 업무에 따른 유니폼의 편안함 차이 주요 업무 , 

및 근무경력에 따른 유니폼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으(one-way ANOVA)

며 집단 간 차이 규명을 위해 로 사후Scheffe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유니폼의 만족도 .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업무 t , 

중 많이 하는 자세와 유니폼의 더러워지거나 해지는 

정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의 상관Pears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IV.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와 대전지역 헤어샵 종  , 

사자를 대상으로 헤어샵의 유니폼 착용실태 유니폼, 

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하는 유니폼 디자인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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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용서비스 산업에서 요구되

는 유니폼의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이며 평. 26.9 , 

균 경력은 개월로 약 년 개월로 나타났다 연44.6 3 8 . 

령은 세 이상 세 미만이 로 가장 많았으20 25 41.1%

며 다음으로 세 이상 세 미만이 로 , 25 30 25.3% 20

대가 전체 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66.4% . 

여성이 남성이 로 여전히 여성 종사71.5%, 28.5%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 

미혼이 로 나타났다 주요업무에 있어서는 샴82.3% . 

푸와 커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타로 샴푸, 

드라이 커트 펌 등 모든 업무를 한다는 비율도 높, , 

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어 . 

경력이 낮을 때는 샴푸와 드라이가 주요업무로 나타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Age

Under 20 years 13  8.2

From 20 years to under 25 years 65 41.1

From 25 years to under 30 years 40 25.3

From 30 years to under 35 years 18 11.4

From 35 years to under 40 years  6  3.8

More than 40 years 16 10.1

Sex distinction female 113 71.5

male 45 28.5

Marital state married 28 17.7

single 130 82.3

Main 

works

shampoo 44 27.8

dry 15  9.5

cut 45 28.5

perm 15  9.5

others 39 24.7

Career

Under 1 year 46 29.1

From 1 year to under 3 years 49 31.0

From 3 years to under 5 years 20 12.7

From 5 years to under 7 years 17 10.8

More than 7 years 26 16.5

Total 158 100.0

났으며 경력이 높아지면 샴푸는 거의 하지 않고 커, 

트와 드라이 펌 등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조사대상자의 경력은 년 미만이 로 많은 . 3 60%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2). 

유니폼에 대한 인식  2. 

헤어샵 종사자들의 유니폼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니폼을 결정할 때 중요. 

한 요소로 기능성을 꼽았으며 다음은 심미성 상징, , 

성 경제성 순으로 나타나 작업할 때 착용하는 유니, 

폼의 기능성이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유니폼의 심미성에 있어 중요한 . 

요소로는 첫 번째로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이 색상의 조화 유행하는 개성 있는 스타일 순, 

으로 나타났다 너무 획기적인 디자인보다는 무난한 . 

디자인을 선호하지만 유행을 반영하고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 

니폼의 기능성에 있어서는 활동의 편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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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of Uniform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decision

Beauty  41 25.9

Function  70 44.3

Symbolism  35 22.2

Economic  12  7.6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beauty

Uncontentious design  76 48.1

Fashionable and individual style  28 17.7

Color combination  36 22.8

Beautiful print   3  1.9

Shapely design even if it is uncomfortable   9  5.7

Others   6  3.8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function

Activity convenience 108 68.4

Wrinkle free  22 13.9

Convenience of washing and management  26 16.5

Electricity free   2  1.3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symbolism

Sense of belonging  90 57.0

Emboss of job image  17 10.8

Easy recognition of others  15  9.5

Emboss of company image  36 22.8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economic

Purchase cost  53 33.5

Durability  74 46.8

Promotion  26 16.5

Others   5  3.2

Preference of uniform color 

Primary color  20 12.7

Pastel color  22 13.9

Achromatic color(black, white, grey)  96 60.8

Symbol color of company  20 12.7

Preference of uniform 

image

Calm image  24 15.2

Cute image  23 14.6

Luxurious image  60 38.0

Sophisticated image  51 32.3

Improve items of uniform

Design  68 43.0

Color  22 13.9

Size accuracy  35 22.2

Fabric  33 20.9

Clean state of uniform

cleanliness  80 50.6

normal  63 39.9

No cleanliness  15  9.5

Total 158 100.0

명 로 작업 시 불편하지 않은 유니폼에 68.4%(108 )

대한 선호를 알 수 있다 유니폼의 상징성에서는 무. 

엇보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디자, 

인을 선호하였다 유니폼의 경제성에 있어서는 내구. 

성이 우수하고 구입비용이 저렴한(46.8%), (33.5%) 

유니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 색상은 . 

무채색계열이 명 파스텔계열이 60.8%(96 ), 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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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원색계열이 명 로 나타나 무채색에 대), 12.7%(20 )

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니. 

폼의 이미지에서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에 대

한 선호가 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70.3% . 

유니폼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명 로 나타났으며 다43%(68 )

음으로 사이즈의 정확성 옷감 의 순(22.2%), (20.9%)

으로 조사되었다 즉 디자인과 착용 시 사이즈의 . , 

부정확성 원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청결상태에 대. 

해서는 대체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

가 로 대부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90.5%

수 있다(Table 3). 

근무경력에 따른 유니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  

과 유니폼 결정 요소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결정 , , , , 

요소 등에서는 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유니폼

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년 이상일 때 . 3

유니폼의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

율이 높았으며 색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 

경우는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의 원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는 년 이상 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무자1 3

가 높았으며 년 미만과 년 이상의 경력자에서는 , 1 3

비슷하게 나타났다(Table 4). 

유니폼의 착용실태  3. 

유니폼의 착용실태 중 활동 시 부위별로 유니폼이   

더러워지거나 떨어지는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

로 모든 부위가 고르게 더러워지거나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단 부분 소매 끝부분과 칼. , 

라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많이 더러워지고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주요 업무에 따른 유니폼의 더러워지거나 해지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팔꿈치부위 상의 주머니와 무, , 

릎부위는 드라이나 커트업무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더러워지고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단과 소매단. 

은 커트업무를 할 때 겨드랑이는 드라이 업무를 할 , 

때 칼라는 펌 업무를 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더러, 

워지고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부위나 바지. 

의 주머니는 업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바지단의 경우에는 샴푸업무를 할 때 다른 업. 

무를 할 때보다 조금 덜 더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다른 업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6).

헤어샵 업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자세를 살펴본   

결과 서서 하는 일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팔을 , 

위아래로 움직이는 일 걷는 일 팔을 앞뒤로 움직, , 

이는 일 허리를 굽히는 일 앉았다 일어서는 일의 , ,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업무 중 많이 하는 자세와 유니폼의 더러워지거나   

해지는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서서 , 

하는 일과 상의 겨드랑이의 더러워지거나 해지는 정

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이므로 서서 (r=-.350)

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상의 겨드랑이는 더러워지지 

않고 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하는 일과 상의 소매 끝의 더러워지거나 해지

는 정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여 서서 (r=.235)

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상의 소매 끝이 많이 더러워

지고 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착용하는 유니폼의 치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체로 잘 맞는다고 하였으며(Table 9), 

착용하는 유니폼의 편안함에 대해서도 모든 동작에 

있어서 대체로 편안하다고 답하였다.  

주요업무에 따른 유니폼의 편안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동작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 

편안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니폼의 품부

분에 대한 편안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커트 업무. 

를 할 때보다는 드라이 업무를 할 때 품부분의 불편

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유니폼의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 

유니폼의 디자인 유행성 색상 착용감과 유니폼의 , , , 

옷감 그리고 자사 이미지와의 부합 소속감 등 모, , 

든 항목에서 헤어샵 근무자들은 대체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와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통과 .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70%

정도를 나타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니폼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정도가 소속감. 79%

을 느끼며 외출 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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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form Recognition as Working Career                                           Unit: N(%)

Division Under 1year
1 year to under 

3years

More than 3 

years
Total χ2

Important 

factor of 

uniform choice

Beauty 10 (21.7) 13 (26.5) 18 (28.6) 41 (25.9)

10.917
Function 19 (41.3) 28 (57.1) 23 (36.5) 70 (44.3)

Symbolism 11 (23.9) 5 (10.2) 19 (30.2) 35 (22.2)

Economic 6 (13.0) 3 (6.1) 3 (4.8) 12 (7.6)

Important 

factor of 

uniform beauty

Uncontentious design 26 (56.5) 20 (40.8) 30 (47.6) 76 (48.1)

14.483

Fashionable&individual 

style
10 (21.7) 9 (18.4) 9 (14.3) 28 (17.7)

Color combination 6 (13.0) 16 (32.7) 14 (22.2) 36 (22.8)

Beautiful print 1 (2.2) 2 (4.1) 0 (.0) 3 (1.9)

Shapely design even if it 

is uncomfortable
2 (4.3) 2 (4.1) 5 (7.9) 9 (5.7)

Others 1 (2.2) 0 (.0) 5 (7.9) 6 (3.8)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function

Activity convenience 33 (71.7) 34 (69.4) 41 (65.1) 108 (68.4)

1.774

Wrinkle free 6 (13.0) 7 (14.3) 9 (14.3) 22 (13.9)

Convenience of washing 

and management
6 (13.0) 8 (16.3) 12 (19.0) 26 (16.5)

Electricity free 1 (2.2) 0 (0.0) 1 (1.6) 2 (1.3)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symbolism

Sense of belonging 28 (60.9) 25 (51.0) 37 (58.7) 90 (57.0)

6.566

Emboss of job image 2 (4.3) 7 (14.3) 8 (12.7) 17 (10.8)

Easy recognition of others 4 (8.7) 3 (6.1) 8 (12.7) 15 (9.5)

Emboss of company 

image
12 (26.1) 14 (28.6) 10 (15.9) 36 (22.8)

Important 

factors of 

uniform 

economic

Purchase cost 14 (30.4) 14 (28.6) 25 (39.7) 53 (33.5)

10.166
Durability 25 (54.3) 28 (57.1) 21 (33.3) 74 (46.8)

Promotion 6 (13.0) 7 (14.3) 13 (20.6) 26 (16.5)

Others 1 (2.2) 0 (0.0) 4 (6.3) 5 (3.2)

Preference of 

uniform color

Primary color 8 (17.4) 6 (12.2) 6 (9.5) 20 (12.7)

6.810
Pastel color 6 (13.0) 8 (16.3) 8 (12.7) 22 (13.9)

Achromatic color 27 (58.7) 25 (51.0) 44 (69.8) 96 (60.8)

Symbol color of company 5 (10.9) 10 (20.4) 5 (7.9) 20 (12.7)

Preference of 

uniform image

Calm image 8 (17.4) 4 (8.2) 12 (19.0) 24 (15.2)

9.705
Cute image 6 (13.0) 12 (24.5) 5 (7.9) 23 (14.6)

Luxurious image 17 (37.0) 21 (42.9) 22 (34.9) 60 (38.0)

Sophisticated image 15 (32.6) 12 (24.5) 24 (38.1) 51 (32.3)

Improve items 

of uniform

Design 16 (34.8) 16 (32.7) 36 (57.1) 68 (43.0)

14.849*
Color 11 (23.9) 6 (12.2) 5 (7.9) 22 (13.9)

Size accuracy 11 (23.9) 11 (22.4) 13 (20.6) 35 (22.2)

Fabric 8 (17.4) 16 (32.7) 9 (14.3) 33 (20.9)

Clean state of 

uniform

cleanliness 22 (47.8) 22 (44.9) 36 (57.1) 80 (50.6)

5.508normal 20 (43.5) 19 (38.8) 24 (38.1) 63 (39.9)

No cleanliness 4 (8.7) 8 (16.3) 3 (4.8) 15 (9.5)

Total 46 (100.0) 49 (100.0) 63 (100.0) 158 (10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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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rty and Shabby Degree of Uniform

Unit: N(%)

Items Too little little normal extreme
Too 

extreme
Total Mean SD

Elbow 20 (12.7) 31(19.6) 72 (45.6) 28 (17.7) 7 (4.4) 158 (100.0) 2.82 1.01

Front hem 16 (10.1) 9(5.7) 67 (42.4) 43 (27.2) 23 (14.6) 158 (100.0) 3.30 1.11

Armhole 37 (23.4) 41(25.9) 59 (37.3) 15 (9.5) 6 (3.8) 158 (100.0) 2.44 1.07

Sleeve hemline 12 (7.6) 27(17.1) 51 (32.3) 44 (27.8) 24 (15.2) 158 (100.0) 3.26 1.14

Collar 19 (12.0) 27(17.1) 68 (43.0) 32 (20.3) 12 (7.6) 158 (100.0) 2.94 1.08

Upper pocket 28 (17.7) 33(20.9) 70 (44.3) 22 (13.9) 5 (3.2) 158 (100.0) 2.64 1.03

Hip 26 (16.5) 41(25.9) 68 (43.0) 17 (10.8) 6 (3.8) 158 (100.0) 2.59 1.01

Waistline 29 (18.4) 54(34.2) 58 (36.7) 12 (7.6) 5 (3.2) 158 (100.0) 2.43 .98

Knee 31 (19.6) 31(19.6) 71 (44.9) 22 (13.9) 3 (1.9) 158 (100.0) 2.59 1.02

Pants hemline 29 (18.4) 40(25.3) 64 (40.5) 19 (12.0) 6 (3.8) 158 (100.0) 2.58 1.04

Under pocket 32 (20.3) 34(21.5) 68 (43.0) 16 (10.1) 8 (5.1) 158 (100.0) 2.58 1.08

Table 6. Dirty and Shabby Degree of Uniform as Task 

Item

Shampoo

(n=44)

Dry

(n=15)

Cut

(n=45)

Perm

(n=15)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Elbow 2.32b  .93 3.33a 1.11 3.18a  .94 2.87ab  .64 8.029***

Front hem 2.82b 1.19 3.07ab  .80 3.78a  .88 3.40ab  .74 7.410***

Armhole 2.11b  .99 3.20a 1.15 2.69ab 1.00 2.27b  .88 5.421**

Sleeve hemline 2.80b 1.17 2.87b 1.13 3.56a  .87 3.07ab  .96 4.419**

Collar 2.55b 1.19 2.80ab 1.01 3.13ab  .79 3.20a 1.01 3.097*

Upper pocket 2.20b 1.00 3.00a 1.07 3.04a  .80 2.73ab  .96 6.705***

Hip 2.32 1.07 3.00 1.20 2.71  .99 2.80  .56 2.299

Waistline 2.16b  .99 2.87a 1.30 2.67ab 1.00 2.53ab  .74 2.737*

Knee 2.25b 1.01 3.00a 1.07 2.91a 1.02 2.80ab  .77 4.112**

Pants hemline 2.14b 1.00 3.07a 1.22 2.93a  .96 3.00a 1.07 6.226**

Under pocket 2.25 1.10 2.73 1.03 2.73  .99 2.67 1.05 1.890

*p<.05, **p<.01, ***p<.001

Table 7. Common Posture for Working 

Unit: N(%)

Item Too little Little Normal Many So many Total Mean SD

Stand up 3 (1.9) 2 (1.3) 27 (17.1) 43 (27.2) 83 (52.5) 158 (100.0) 4.27  .92

Walking 3 (1.9) 4 (2.5) 50 (31.6) 67 (42.4) 34 (21.5) 158 (100.0) 3.79  .87

Bend one’s back 2 (1.3) 20 (12.7) 58 (36.7) 58 (36.7) 20 (12.7) 158 (100.0) 3.47  .91

Stand up after sit down 3 (1.9) 19 (12.0) 63 (39.9) 51 (32.3) 22 (13.9) 158 (100.0) 3.44  .94

Rise and down one’s arm 2 (1.3) 14 (8.9) 35 (22.2) 48 (30.4) 59 (37.3) 158 (100.0) 3.94 1.03

Move one’s arm to front 

and back
5 (3.2) 11 (7.0) 49 (31.0) 55 (34.8) 38 (24.1) 158 (100.0) 3.7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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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between Posture and Degree of Dirty and Shabby 

Division Elbow 
Front 

hem
Armhole 

Sleeve 

hemline
Collar 

Upper 

pocket
Hip 

Waist

line
Knee 

Pants 

hemline

Under 

pocket

Stand up -.191* .162* -.350*** .235** -.055 -.238** -.216** -.300*** -.254** -.217** -.321***

Walking -.187* -.157* -.228** -.175* -.053 -.148 -.298*** -.244** -.355*** -.335*** -.188*

Bend one’s 

back
-.181* -.147 -.240** -.074 -.186* -.158* -.262** -.248** -.237** -.171* -.194*

Stand up after 

sit down
-.181* -.258** -.140 -.244** -.176* -.123 -.125 -.105 -.068 -.048 -.011

Rise and down 

one’s arm
-.163* .028 -.252** .101 -.112 -.135 -.141 -.200* -.304*** -.280** -.121

Move one’s 

arm to front 

and back

-.141 -.110 -.151 .030 -.033 -.118 -.133 -.124 -.276** -.225** -.140

Table 9. Uniform Size                                                                     Unit: N(%)

Items Small Normal Large Total

Upper space 15 (9.5) 114 (72.2) 29 (18.4) 158 (100.0)

Upper length 12 (7.6) 128 (81.0) 18 (11.4) 158 (100.0)

Sleeve length 14 (8.9) 119 (75.3) 25 (15.8) 158 (100.0)

Sleeve space 17 (10.8) 121 (76.6) 20 (12.7) 158 (100.0)

Under space 17 (10.8) 123 (77.8) 18 (11.4) 158 (100.0)

Waist circumference 14 (8.9) 115 (72.8) 29 (18.4) 158 (100.0)

Table 10. Comfortable Differences of Uniform on the Main Work 

Item

Shampoo

(n=44)

Dry

(n=15)

Cut

(n=45)

Perm

(n=15)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tand up 3.48 .73 3.40  .74 3.60 .72 3.60 .63  .435

Sit down 3.34 .78 3.67  .72 3.33 .85 3.33 .62  .777

Bending of body 3.11 .75 3.40  .91 3.04 .90 3.27 .59  .845

Stretching arm 3.18 .62 3.20  .56 3.40 .94 3.40 .63  .798

Walking 3.39 .54 3.07  .70 3.40 .81 3.60 .74 1.525

Bending of knee 3.20 .76 3.47  .92 3.27 .91 3.33 .90  .371

Up and down of arm 3.18 .66 3.27  .88 3.36 .88 3.33 .62  .402

Take off and put on 3.41 .73 3.40 1.06 3.27 .86 3.27 .88  .274

Up and down of stairs 3.20 .63 3.13  .64 3.09 .90 3.33 .62  .461

Take off and on of car 3.23 .68 3.27 1.03 3.22 .77 3.60 .63 1.051

Armhole part 3.25 .44 3.60  .63 3.04 .85 3.13 .74 2.626

Neck part 3.27 .66 3.20  .77 3.22 .79 3.13 .52  .154

Waist part 3.27 .54 3.53  .74 3.20 .73 3.13 .52 1.238

Hip part 3.02 .73 3.27  .80 3.13 .76 3.27 .46  .680

Bust space 3.23ab .71 3.73a  .70 3.07b .69 3.27ab .59 3.536*

Sleeve part 3.23 .68 3.27  .96 3.18 .81 3.00 .65  .396

Open part 3.25 .53 3.07  .88 3.18 .75 3.27 .46  .352

Length 3.30 .59 3.27 1.16 3.16 .85 3.07 .59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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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 시 유니폼을 착용. , 

함으로써 활동을 편안하게 해주며 일의 능률 향상에 

Table 11. Satisfaction of Uniform 

Unit: N(%)

Item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Norm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Total Mean SD

1 Design 6 (3.8) 10 (6.3) 73 (46.2) 56 (35.4) 13 (8.2) 158 (100.0) 3.38 .87

2
Match of face 

shape
4 (2.5) 20 (12.7) 83 (52.5) 43 (27.2) 8 (5.1) 158 (100.0) 3.20 .82

3
Distinction of 

the other shop
6 (3.8) 33 (20.9) 76 (48.1) 36 (22.8) 7 (4.4) 158 (100.0) 3.03 .88

4 Design trend 6 (3.8) 13 (8.2) 81 (51.3) 51 (32.3) 7 (4.4) 158 (100.0) 3.25 .82

5 Good design 7 (4.4) 19 (12.0) 72 (45.6) 48 (30.4) 12 (7.6) 158 (100.0) 3.25 .92

6 Feeling of wear 8 (5.1) 31 (19.6) 70 (44.3) 40 (25.3) 9 (5.7) 158 (100.0) 3.07 .94

7 Color 5 (3.2) 20 (12.7) 72 (45.6) 53 (33.5) 8 (5.1) 158 (100.0) 3.25 .86

8

Color match of 

upper and 

under

4 (2.5) 12 (7.6) 66 (41.8) 69 (43.7) 7 (4.4) 158 (100.0) 3.40 .80

9 Color trend 3 (1.9) 22 (13.9) 77 (48.7) 49 (31.0) 7 (4.4) 158 (100.0) 3.22 .81

10
Uniqueness 

color
14 (8.9) 33 (20.9) 73 (46.2) 30 (19.0) 8 (5.1) 158 (100.0) 2.91 .98

11
Harmony of 

belongings
7 (4.4) 12 (7.6) 88 (55.7) 44 (27.8) 7 (4.4) 158 (100.0) 3.20 .82

12
Solidity of 

belongings
9 (5.7) 20 (12.7) 75 (47.5) 52 (32.9) 2 (1.3) 158 (100.0) 3.11 .85

13
Sewing and 

finishing
9 (5.7) 19 (12.0) 78 (49.4) 47 (29.7) 5 (3.2) 158 (100.0) 3.13 .87

14 Difficulty of dirt 22 (13.9) 24 (15.2) 68 (43.0) 40 (25.3) 4 (2.5) 158 (100.0) 2.87 1.03

15 Feeling 5 (3.2) 23 (14.6) 88 (55.7) 40 (25.3) 2 (1.3) 158 (100.0) 3.07 .76

16
Solidity of 

fabric
7 (4.4) 31 (19.6) 73 (46.2) 44 (27.8) 3 (1.9) 158 (100.0) 3.03 .86

17

Sweat 

absorbency of 

fabric

10 (6.3) 31 (19.6) 68 (43.0) 45 (28.5) 4 (2.5) 158 (100.0) 3.01 .92

18 Warm of fabric 10 (6.3) 35 (22.2) 69 (43.7) 39 (24.7) 5 (3.2) 158 (100.0) 2.96 .92

19
Stretch of 

fabric
8 (5.1) 35 (22.2) 64 (40.5) 47 (29.7) 4 (2.5) 158 (100.0) 3.03 .91

20
Wrinkling of 

fabric
9 (5.7) 28 (17.7) 65 (41.1) 53 (33.5) 3 (1.9) 158 (100.0) 3.08 .90

21
Activity of 

fabric
4 (2.5) 18 (11.4) 73 (46.2) 59 (37.3) 4 (2.5) 158 (100.0) 3.26 .79

22
Immutability of 

shape
10 (6.3) 25 (15.8) 61 (38.6) 57 (36.1) 5 (3.2) 158 (100.0) 3.14 .94

23 Comfortable 10 (6.3) 21 (13.3) 75 (47.5) 47 (29.7) 5 (3.2) 158 (100.0) 3.10 .90

24
Efficiency 

improve
7 (4.4) 24 (15.2) 74 (46.8) 45 (28.5) 8 (5.1) 158 (100.0) 3.15 .89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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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Unit: N(%)

Item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Norm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Total Mean SD

25
Fitting of body  

 size
9 (5.7) 22 (13.9) 75 (47.5) 45 (28.5) 7 (4.4) 158 (100.0) 3.12 .91

26

Activity   

comfortable on 

working 

7 (4.4) 24 (15.2) 75 (47.5) 45 (28.5) 7 (4.4) 158 (100.0) 3.13 .88

27
Company logo 

adhesion
19 (12.0) 21 (13.3) 70 (44.3) 41 (25.9) 7 (4.4) 158 (100.0) 2.97 1.03

28

Correspondence 

of company 

image

5 (3.2) 20 (12.7) 92 (58.2) 33 (20.9) 8 (5.1) 158 (100.0) 3.12 .81

29
Harmony of 

symbol
12 (7.6) 10 (6.3) 86 (54.4) 42 (26.6) 8 (5.1) 158 (100.0) 3.15 .90

30 Belonging 5 (3.2) 19 (12.0) 79 (50.0) 46 (29.1) 9 (5.7) 158 (100.0) 3.22 .85

31
Behavior care 

at outside  
10 (6.3) 15 (9.5) 66 (41.8) 50 (31.6) 17 (10.8) 158 (100.0) 3.31 1.00

주요업무에 따른 유니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외출 시 행, 

동을 조심하게 되는 정도는 샴푸 드라이 커트업무, , 

가 주요 업무일 때가 펌 업무가 주요 업무일 때보다

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낮은 경우 샴. 

푸와 드라이 등이 주요 업무인 경우가 많아 경력이 

낮은 경우에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좀 더 행동을 조

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별에 따른 유. , 

니폼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항목에, 

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느질과 끝손질 항목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남성의 경우에는 바느질이나 끝손질에 대한 관심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바느질이나 끝손질 등 세밀

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

로 생각된다(Table 12).

유니폼 디자인 결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회사와   , 

직원이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회사, 

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나 직원들이 결정하

는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현재 착. , 

용하는 유니폼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를 물어본 결과 개선되어야 한다 가 로 , ‘ ’ 44.9%

가장 많았으며 꼭 개선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 경우, ‘ ’

도 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21.5%

가 전체 를 차지하였다 유니폼 디67.4% (Table 13). 

자인 개선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과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니폼의 선호도  4. 

유니폼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유니폼 아이템에   , 

있어서는 셔츠와 스커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39.9%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셔츠와 바지 티셔츠와 , , 

바지 원피스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와 바지 원피, . , 

스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도의 근무자가 70%

셔츠에 바지나 스커트를 매치하는 유니폼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의 소재로는 스판덱스 . 

소재를 선호하는 경우가 로 가장 높았으며35.4% , 

다음으로 면소재가 로 나타났다 헤어샵 근무31.6% . 

자의 경우 팔을 올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행동

을 많이 하므로 신축성이 있는 스판덱스 소재를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니폼의 색상으로는 . , 

검정이 남색이 로 이상의 헤어샵 57%, 15.8% 70% 

근무자들이 관리가 편리하고 오염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검정색과 남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니폼 여밈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가 단추를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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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atisfaction Differences of Uniform on the Sex Distinction 

Item
Female (n=113) Male (n=45)

t
Mean SD Mean SD

1 Design 3.39 .81 3.36 1.03 .220

2 Match of face shape 3.19 .82 3.22 .82 -.252

3 Distinction of the other shop 3.08 .85 2.91 .95 1.090

4 Design trend 3.29 .82 3.16 .82 .943

5 Good design 3.28 .91 3.16 .95 .785

6 Feeling of wear 3.12 .95 2.93 .91 1.153

7 Color 3.29 .80 3.13 .99 1.051

8 Color match of upper and under 3.40 .77 3.40 .86 -.013

9 Color trend 3.25 .82 3.16 .80 .644

10 Uniqueness color 2.95 1.00 2.80 .92 .853

11 Harmony of belongings 3.19 .77 3.24 .93 -.404

12 Solidity of belongings 3.19 .82 2.91 .90 1.904

13 Sewing and finishing 3.25 .82 2.82 .94 2.829**

14 Difficulty of dirt 2.89 1.05 2.82 .98 .395

15 Feeling 3.10 .73 3.00 .83 .727

16 Solidity of fabric 3.02 .81 3.07 .96 -.324

17 Sweat absorbency of fabric 3.07 .91 2.87 .92 1.265

18 Warm of fabric 3.04 .93 2.78 .90 1.591

19 Stretch of fabric 3.05 .84 2.96 1.07 .607

20 Wrinkling of fabric 3.12 .88 3.00 .95 .722

21 Activity of fabric 3.32 .71 3.11 .96 1.493

22 Immutability of shape 3.18 .93 3.04 .98 .798

23 Comfortable 3.12 .86 3.07 .99 .305

24 Efficiency   improve 3.15 .84 3.13 1.04 .108

25 Fitting of body   size 3.20 .84 2.91 1.04 1.846

26 Activity comfortable   on working 3.14 .85 3.11 .96 .195

27 Company logo   adhesion 2.94 1.06 3.07 .94 -.709

28 Correspondence of   company image 3.14 .81 3.07 .81 .524

29 Harmony of symbol 3.12 .87 3.22 1.00 -.616

30 Belonging 3.28 .83 3.07 .89 1.451

31 Behavior care at   outside 3.38 .98 3.13 1.06 1.403

가 지퍼를 선호하였다 유니폼의 26.6% (Table 14). 

선호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유니. 

폼의 여밈 방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근무경력이 년 이상일 때 단추를 선호하는 경. 3

우가 로 높았으며 경력이 년 미만이거나 년 60.3% 1 1

이상 년 미만으로 낮을 경우 벨크로나 끈에 대한 3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즉 헤어샵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유니폼은 셔츠와   , 

스커트나 바지를 매치하는 스타일로 스판덱스 소재

이면서 검정이나 남색을 선호하며 여밈은 단추나 , 

지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4

88

Table 13. Perception about Decision Methods and Improvement of Uniform Design 

Divison frequency(N) Percentage(%)

Decision methods of 

uniform design

Company decide one-sidedly 43 27.2

Employee decide as their desire 49 31.0

Company decide with employee 57 36.1

Request to expert 9 5.7

Perception about improve 

of uniform design

Satisfy 51 32.3

Be improved 71 44.9

Be improved certainly 34 21.5

Others 2 1.3

Total 158 100.0

Table 14. Uniform Preferences 

Division N(%)

Preference of Uniform Item

One piece 13 (8.2)

Shirts + Pants 40 (25.3)

Shirts + Skirt 63 (39.9)

T-shirts + Pants 15 (9.5)

T-shirts + Skirt 7 (4.4)

Cardigan + Pants 7 (4.4)

T-shirts + Apron 8 (5.1)

Others 5 (3.2)

Preference of Uniform fabric

Cotton 50 (31.6)

T/C 6 (3.8)

Mixed spinning 33 (20.9)

Spandex 56 (35.4)

New materials 9 (5.7)

Others 4 (2.5)

Preference of Uniform color

White 12 (7.6)

Black 90 (57.0)

Navy 25 (15.8)

Yellow 7 (4.4)

Red 6 (3.8)

Green 8 (5.1)

Others 10 (6.3)

Preference of Uniform open

Buttons 70 (44.2)

Zipper 42 (26.6)

Velcro 26 (16.5)

String 20 (12.7)

Total 1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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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Uniform Preference on Working Career 

Unit: N(%)

Division Under 1 year

Over 1 year 

to under 3 

years

Over 3 years Total 2χ

Preference of 

Uniform Item

One piece 5 (10.9) 3 (6.1) 5 (7.9) 13 (8.2)

11.534

Shirts + Pants 10 (21.7) 12 (24.5) 18 (28.6) 40 (25.3)

Shirts + Skirt 18 (39.1) 20 (40.8) 25 (39.7) 63 (39.9)

T-shirts + Pants 5 (10.9) 7 (14.3) 3 (4.8) 15 (9.5)

T-shirts + Skirt 3 (6.5) 1 (2.0) 3 (4.8) 7 (4.4)

Cardigan + Pants 4 (8.7) 1 (2.0) 2 (3.2) 7 (4.4)

T-shirts + Apron 0 (0.0) 3 (6.1) 5 (7.9) 8 (5.1)

Others 1 (2.2) 2 (4.1) 2 (3.2) 5 (3.2)

Preference of 

Uniform fabric

Cotton 15 (32.6) 17 (34.7) 18 (28.6) 50 (31.6)

12.046

T/C 1 (2.2) 2 (4.1) 3 (4.8) 6 (3.8)

Mixed spinning 12 (26.1) 13 (26.5) 8 (12.7) 33 (20.9)

Spandex 13 (28.3) 12 (24.5) 31 (49.2) 56 (35.4)

New materials 4 (8.7) 3 (6.1) 2 (3.2) 9 (5.7)

Others 1 (2.2) 2 (4.1) 1 (1.6) 4 (2.5)

Preference of 

Uniform color

White 1 (2.2) 2 (4.1) 9 (14.3) 12 (7.6)

15.669

Black 29 (63.0) 29 (59.2) 32 (50.8) 90 (57.0)

Navy 5 (10.9) 8 (16.3) 12 (19.0) 25 (15.8)

Yellow 4 (8.7) 2 (4.1) 1 (1.6) 7 (4.4)

Red 2 (4.3) 2 (4.1) 2 (3.2) 6 (3.8)

Green 3 (6.5) 4 (8.2) 1 (1.6) 8 (5.1)

Others 2 (4.3) 2 (4.1) 6 (9.5) 10 (6.3)

Preference of 

Uniform open

Buttons 12 (26.1) 19 (38.8) 38 (60.3) 69 (43.7)

23.643**
Zipper 11 (23.9) 12 (24.5) 19 (30.2) 42 (26.6)

Velcro 13 (28.3) 9 (18.4) 4 (6.3) 26 (16.5)

String 10 (21.7) 8 (16.3) 2 (3.2) 20 (12.7)

Total 46 (100.0) 49 (100.0) 63 (100.0) 158 (100.0)

**p<.01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헤어샵 종사자를 대상으로 헤어샵의 유  

니폼 착용실태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하는 , 

유니폼 디자인 및 기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용서

비스 산업에서 요구되는 유니폼의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헤어샵 종사자들은 유니폼  , 

의 기능적인 면을 중요시하였으며 개성을 표현해주, 

면서도 회사의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디자인을 선호

하였다 즉 유니폼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소속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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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색상에 있어서는 무채색에 대한 선. , 

호가 높아 작업 시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유니폼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니폼에 있어 색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 

생각하는 경우는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많았으며 디, 

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근무경

력이 많을수록 높았다. 

셋째 업무 중 많이 하는 자세와 유니폼의 더러워  , 

지거나 해지는 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 

서 하는 일과 상의 겨드랑이의 오염 및 낡음 정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서 하는 일과 소매 끝, 

의 오염 및 낡음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서서 하는 일이 많을수록 소매 끝이 많이 오염, 

되고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유니폼을 착용한 후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 

정도는 샴푸나 드라이 커트업무를 하는 경우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샴푸나 드라이 등의 업무는 경. 

력이 낮은 경우에 주로 하는 업무에 속하므로 경력

이 낮을수록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좀 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니폼의 아이템은 셔츠에 스커트나 바지  , 

를 매치 시키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신축성 있는 소, 

재와 검정과 남색 등의 짙은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작업을 하는데 활동의 편리성이 . , 

중요함으로 신축성이 포함된 소재를 선호하고 오염

이 묻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 색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헤어샵 종사자들에게 있어 유니폼은 무엇보다 작  

업의 편리성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뿐만 아니라 헤어샵의 이미지 및 근무

자들의 소속감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른 헤어샵과 차별화되는 개성을 표현하면

서도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의 헤어  , 

샵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헤어샵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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