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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여직원 유니폼 개선을 위한 블라우스 패턴연구

-D백화점사례를 중심으로-

 이영숙 · 김순분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f Blouse Pattern to Improve the Uniform of the Women Empolyee of 
Department Store

-Focused in the Case of D Department Store-

 Yeong-suk Lee and Soon-Boon Kim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Kyung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available date to improve the uniform e of the wom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more aesthetical and functional on the base of the former studies on their situation of uniform wearing.
The process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studied uniforms made of elastic material with the one two
times after pattern amendment. The nine subjects composed of threes of 20s, 30s and 40s of age and the evaluators were
5 clothing experts. The 5 scored scale of sensory evaluation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appearance and the moving
function. The data were analysed with mean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lowers: 1.The material of blouse was changed with Poly-span to improve the appearance and the
moving function. 2.The new uniform got far more good evaluations in the appearance and the moving function show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p<.001 level. 3.The improved uniform blouse pattern was presented fig2 and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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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니폼(uniform)이란 제복을 말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

해진 일정양식의 복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니폼은 19세기 말

에서 20세기 초 개화기에 제복이라는 개념으로 접하게 되고 서

양의 신문물에서 유니폼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의 제복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근무복으로써 기능적이고 편

리하며, 대 내외적으로 평범한 모습의 일체감과 통일감만을 강

조한 제복 즉 유니폼이었다고 볼 수 있다(함은정, 2005). 1960

년대부터 사회가 안정되면서 시작된 경제 발달과 더불어 기업

에서 종업원들의 유니폼을 채택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 각 기

업은 고객 유치 경쟁, 서비스의 강화 등의 극대화 전략과 더불

어 기업이미지 단일화로써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가

도입되어 유니폼은 이때부터 활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

작했다고 볼 수 있다(남윤자 외 1997). 

유니폼은 소속된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목적과 소

속 부서나 타 기업과 구별을 위한 식별상 목적, 근무자의 기업

에 대한 소속감과 동료들과 일체감을 준다. 유니폼 착용의 목

적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는 의례

상 목적과 업무에 있어서 능률과 생산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능상 목적이 있으며, 현대패션 감각을 도입해 미적효과

를 높이게 함으로써 근무자와 고객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

는 심미상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들어 할인점의 매출신장과 대형 전문점, 급성장하고 있

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점포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고급스럽고

행복한 쇼핑 공간의 연출을 갈구하는 소비자와 고객들에게 다

양한 제품들을 진열하고서 깔끔한 외모의 종업원들이 고객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로 차별화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지고 있다(김혜원, 박경애, 2003). 

유니폼은 용도에 맞게 색상은 상징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시대 패션 감각에 적합한 미적 표현이 있

어야 하고, 소재는 활동량을 고려하여 시감각적, 심리적, 기능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백화점의 특성과 이미지를

반영하는 판매사원 유니폼은 고객과 차별성 및 심미성을 나타

내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판매사원의 신뢰성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인의 유니폼은 그 기업을 상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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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하고 착용자의 업무내용, 기호,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하므로 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서지영, 2000). 최근 백화점 여직원 유

니폼은 활동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수트형이 선호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스커트 수트형을 입다가 오늘날 팬츠 수트도 보편화

되었다(한연희, 박명희, 2005).

유니폼은 위의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에는 상징성과 심미적인 측면의 디자인개발에 주력

하여 기업의 이미지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유니폼 설계는 육체피로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작업

능률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볼 때 우리나라의 유니폼은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소재나 설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착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된 유니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착용만족도 및 선호도(남윤자 외, 1997; 이종직,

2003; 김민주, 2006; 마선영, 2007) 유니폼의 디자인 개발 연

구(서지영, 2000; 김시중, 양리나, 2002; 양리나, 2002; 장선옥,

2005)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니폼 착용자의 착용현황과 만

족도 등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제작하여 착용평가를

거친 미적이고 기능적인 유니폼 개발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

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유니폼 개발업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패턴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유니폼 착용수가 많은 백화점 여직원을 대상으로

유니폼 착용실태를 조사,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김순

분, 이영숙, 2007) 착의평가를 거친 새로운 패턴을 제시하여 보

다 미적이고 기능적인 유니폼 생산에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2.1. 개선 품목 선정

백화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니폼 평가의 선행연구(김순

분, 이영숙, 2007) 결과를 토대로 유니폼 개선이 가장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 품목별 소재 만족도는

모든 품목에서 약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블라우스 품목의 소재 만족도가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동작에 따른 부위별 불편정도는 상의는 평균 3.24(매우 불편

하다:5)로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블라우스의 수선 비

율은 26%였고 수선을 한다고 응답한 착용자의 대부분이 줄이

는 수선을 하고 있었다. 줄이는 수선을 많이 하는 항목은 가슴

둘레, 허리둘레의 품이 크거나 소매길이, 블라우스 전체 길이가

길어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 유니폼 개선요구가

가장 큰 품목은 블라우스였다. 불만족 내용은 소재에 대한 불만

족이 가장 높고 치수적합성이 낮으며 수선비율이 높았다. 이 결

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선 품목을 블라우스로 선정하였다.
 

2.2. 실험복 설계

2.2.1. 소재 설계

유니폼 소재에서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신축성, 세탁 견뢰도,

촉감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착용되고 있는 블라우스 소재는 신

축성이 없어 활동성을 위해 품은 크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하였으

므로 동작 시 활동량이 허리 벨트 위로 빠져 올라와서 외관상이

나 기능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선 블라우스 소재는 활

동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의의 블라우스 기능성을 고려하여

신축성이 높은 Poly-span 소재로 선정하였다. 소재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2.2.2. 디자인 설계

선행연구에서 기존 착용 유니폼의 경우 심미적인 측면에서

착용자들은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개선요구 사항에

서 디자인에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유

니폼의 디자인 개발에 있지 않고 기존 유니폼의 착용편의성과

적합성을 위한 개선에 있으므로 현재의 외관을 벗어나지 않으

면서 블라우스의 전체적인 길이와 품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신축성 소재로 바뀜에 따라 뒤 중심의 활동량을

Table 1. 소재 물성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결과  권장기준  비고

 혼용률(%)
 KS K 0210

 : 2002
 폴리에스테르 94.6

 폴리우레탄 4.6

 혼방 ± 5% 이하
 모 - 3% 이하
 모이외의 섬유

 +1% 이하

 울마크부착시
 는-0.3%이하

 밀도
(올/5.0 cm)

 KS K 0511

 : 2004 C법
 경사 294.2
 위사 174.6

 경사 +4% 이하
 -3% 이하

 위사 +7% 이하
 -5% 이하

 중량
 (g/m2)

 KS K 0514
 : 2001

 129.2  +6% 이하
 -8% 이하

 마찰견뢰도 (급)
 KS K 0650

 : 2001 크로크미터법
 건조 4-5
 습윤 4-5

 건조: 4급 이상
 습윤: 3급 이상 

 수축률(물)
 (%)

 KS K 5077: 2002

 (세탁방법 : KSK 5077 ISO 6033:2001 9B)
 경사방향 -0.4
 위사방향 -1.2

 ± 3% 이하  물세탁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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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름을 없애고 뒤 허리 다아트를 양쪽에 주었으며, 앞판

은 언더 암 다아트를 주고 엉덩이 둘레선에서 바깥쪽으로 여유

분을 내어 밑단을 곡선으로 처리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살

렸다. 뒤판의 요크는 어깨선을 중심으로 앞판과 연결된 요크로

변경하였으며 소매둘레의 주름을 없애 셔츠형식의 소매를 블라

우스 트임 소매로 변형하였다(Fig 5. 실험복 제작 개요 내 도

식화 참조). 

2.2.3. 패턴 설계

유니폼 착용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유니폼에서 요구

되는 기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활동성이 가장 높았으

며, 동작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근무 시 상체의 팔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가장 많이 취하며, 팔을 위로 올리는 동

작에서 가장 많이 불편하다는 응답이었다. 기능성과 디자인적

인 측면에서 활동량의 여유분은 신축성 소재의 사용으로 필요

한 여유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어, 기존복에서 전체적

인 여유분을 줄이고 실루엣을 트렌디하게 하고 활동에 적합하

도록 실험복 패턴을 변형하였다. 

실험복은 기존 블라우스 제품치수인 M치수(가슴둘레:104.2,

허리둘레:102.4, 엉덩이둘레:108, 블라우스 앞길이:65, 뒷길이:64,

뒤 어깨 끝점 사이 길이:40.5, 소매통 넓이:34.8, 소매길이:59,

커프스길이:19.5, 목둘레:40.5)를 기준으로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2.2.3.1. 1차 블라우스 패턴 수정

(1) 블라우스는 착용 시 하의와 언더웨어 형태로 착용하고 그

위에 베스트를 착용하므로, 길이가 길다는 의견에 따라 블라우

스 길이를 앞 5.0 cm, 뒤 7.0 cm 줄였다. 

(2) 진동둘레는 팔 동작 시 활동량이 많아 여유량이 필요하

나 설문조사 결과 진동이 크다는 응답이 많아 겨드랑이 점에서

진동깊이를 2.0 cm 올려주었다. 

(3) 블라우스의 품은 크다는 결과와 함께 신축성 소재를 사용

함에 따라 유두 위 가슴둘레는 뒤품의 활동주름(8 cm)이 없어지

고 앞 1.5 cm, 뒤 0.5 cm씩 줄여 전체 가슴둘레를 12 줄였다.

(4) 요오크는 어깨선을 앞판 쪽으로 2내려 앞 요크와 뒤 요

크를 맞추어 한 장의 요크로 변형 시켰다.

(5) 1차 소매패턴은 신축성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활동량인

소매부리의 주름(6 cm)을 없애면서 커프스길이를 2 cm 늘리고,

소매 길이는 커프스넓이를 기존복(5 cm)보다 1 cm 줄이고 소매

길이에서 2 cm 늘려 전체 소매길이를 1 cm늘렸다. 

2.2.3.2. 2차 블라우스 패턴 수정

1차 패턴 수정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착의평가를 한 결과

전문가평가단이 소매의 길이 항목에서 기존복에 비해 소매 길

이가 길어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매패턴 설계에서 기

존복의 소매길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매통을 줄이며 활

동량을 위해 소매길이는 1 cm 늘리고 커프스길이를 2 cm 늘려

준 결과 나타난 평가이므로 

(1) 2차 블라우스 패턴수정은 블라우스 길이, 진동둘레, 품,

요오크는 1차와 동일한 패턴수정을 하였다.

(2) 소매는 1차 패턴 수정 시 늘린 소매길이 1 cm와 커프스

길이 2 cm를 다시 줄여 기존복과 동일한 소매길이와 커프스 길

이로 패턴을 수정하였다. 

2.2.4. 치수 전개

실험복 치수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착용하는 블라우스

품목의 기준 치수 M(55)을 기준으로 그레이딩 룰 값을 정하여

Fig. 1. 실험복 상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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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4), M(55), L(66), XL(77)의 4 치수로 전개하였다. 그 내용

은 Table 2와 같으며, 룰 값을 이용한 블라우스 패턴의 그레이

딩 룰은 Fig. 3, 4와 같다.

2.2.5. 실물 제작

Fig. 2의 그레이딩 룰 값을 적용하여 4 치수의 개선된 유니

폼 블라우스의 생산용 패턴을 설계하였으며, 실험복제작 내용

은 Fig. 5와 같다. 
 

 2.3. 착의평가

2.3.1. 피험자선정

착의평가의 피험자 선정은 선행연구 결과 백화점 근무자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Size Korea의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를 근거로 각 항목별 표준편차 내에서 20, 30, 40대 각각

3명씩 선정하였으며, 유니폼을 착용한 동작적응성 평가자 9명

을 외관평가도 겸하게 하였다. 외관평가단은 석사 학

위이상의 관련전공자 5명을 전문가 평가단으로 선정하여 평

가지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9명의 상의 신체 측정치는

Table 3와 같다. 실험복의 착용기준은 기본적인 언더웨어만 착

용하고, 그 위에 기존복과 실험복을 각각 착용하게 하였다. 

2.3.2. 관능평가 방법

착의 평가는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김혜경 외, 2001)

을 참조하여 기존에 입던 유니폼 블라우스와 실험복으로 제작

된 패턴개선 블라우스를 피험자가 직접 착용하는 방법으로 관

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 평가에 참여한 피험자는 기본적으

로 언더웨어만 착용하고, 그 위에 기존복과 실험복을 정해진 순

위 없이 각각 착용하게 하였다. 

외관평가: 외관평가는 피험자가 기존복과 실험복을 각각 착

용하고 바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전문가 5명이 외관 상태를

평가하고 동시에 피험자는 3면경에 비친 외관을 관찰하여 평

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지는 기존복과 실험복을 각각 평가하는

문항으로 모두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

렇다)로 구성하였다.

동작적응성 평가: 동작적응성 평가는 피험자 9명이 기존복과

실험복을 각각 착용하고 기본동작을 취한 뒤 피험자가 평가지

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본 동작은 백화점 매장 내에서 여직

원들이 취하는 동작을 시간당 횟수를 조사하여 근무 시 가장

많이 취하는 동작(김순분, 이영숙 2007)으로 ①양 팔 옆으로

90o 올리기, ②양 팔을 앞으로 90o 올리기, ③양 팔을 최대 위

로 180o 올리기, ④양 팔을 팔꿈치 관절만으로 앞으로 90o 올

리기, ⑤쪼그리고 앉아 양 팔을 앞으로 90o 올리기(시선정면)로

구성하였다. 평가지 문항은 블라우스 착용의 상체에 해당되는

동작으로 기존복과 실험복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

Fig. 2. 실험복 소매 수정 패턴

Table 2. 블라우스 치수 전개를 위한 기본rule                                                                             단위: mm

앞 뒤판너비 어깨너비/앞품/등품 목옆젖꼭지길이

155 160 165 155 160 165 155 160 165

82 (S) -7.5 -7.5 -7.5 -5.0 -5.0 -5.0 -5.0 -5.0 -5.0

85 (M)  0.0  0.0  0.0  0.0  0.0  0.0  0.0  0.0  0.0

88 (L)  7.5  7.5  7.5  5.0  5.0  5.0 10.0 10.0 10.0

91(XL) 15.0 15.0 15.0 10.0 10.0 10.0 20.0 20.0 20.0

젖꼭지사이수평길이 등길이 팔길이

155 160 165 155 160 165 155 160 165

82 (S) -5.0 -5.0 -5.0 -10.0 0.0 10.0 -10.0 0.0 10.0

85 (M)  0.0  0.0  0.0 -10.0 0.0 10.0 -10.0 0.0 10.0

88 (L)  5.0  5.0  5.0 -10.0 0.0 10.0 -10.0 0.0 10.0

91(XL) 10.0 10.0 10.0 -10.0 0.0 10.0 -1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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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매우 불편하다→5점: 매우 편하다)로 구성하였다.

2.3.3. 평가자료 처리

기존복과 실험복의 착의평가 자료처리는 SPSS 11.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문항별 점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t-test

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1차 외관 평가

기존복과 실험복의 외관 평가를 위하여 기존복과 실험복을

피험자 9명에게 각각 착용시킨 후 피험자와 전문가 5명으로 구

성된 평가단이 외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험자 집단에

서는 모든 문항에서 기존복보다 실험복의 외관이 더 좋은 결과

를 얻었으며, 특히 소매의 전체적인 외관, 뒤판의 전체적인 외

관에 대한 평가는 실험복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 기존

복과 실험복의 평가 값의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

시한 결과 앞 중심선 수직, 앞 진동둘레선, 요크의 위치, 뒤 진

동둘레선, 손목둘레 여유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기존복과 실험복을 비교평가 한 결과 소

매 길이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실험복이 더 좋은 평가

를 얻었으며, 소매길이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어 실험복이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

Fig. 3. 둘레요인에 의한 블라우스 Grading Ruls

Fig. 4. 높이요인에 의한 블라우스 Grading Ruls

 봉제사양 샘 플

 앞여밈  히든 플래킷(히요꼬)

 솔기처리
 겉감/몸판-뉨솔 
 겉감/소매-뉨솔

 요 크  한 장 요크

 소매 트임  블라우스 트임

 단 추  앞 중심 여밈 부착 원 자 재

 단추 구멍
 나나인치

 가로: 칼라밴드, 커프스
 세로: 앞여밈

 소재 명  폴리스판

 소재 폭  44“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95%, 폴리우레탄 5%

 단추달기  손 달이  요 척  1.5Yd

 

 

Fig. 5. 실험복제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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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허리둘레 여유 문항이 가장 유의차가 크게 나타나 좋

은 평가를 얻었다. 허리둘레 여유의 좋은 평가는 신축성 소재

의 기능성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여유량을 줄여서 외관의 실루

엣을 트렌디하게 살려 설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매길이의

적합성 문항에서는 기존복보다 실험복이 길다는 낮은 평가 결

과가 나타나 2차 소매길이의 패턴수정이 필요하였다.

3.2. 2차 외관 평가

기존복과 실험복의 2차 소매부분 외관 적합성의 비교를 알

아보기 위하여 1차 평가와 동일한 피험자 9명에게 각각 착용

하게 한 후 피험자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외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외관 평가결과 전문가 집단에서 실험복의 낮은 점수를

나타낸 소매길이, 손목둘레 여유 항목은 피험자, 전문가 두 집

Table 4. 기존복과 실험복 부위별 외관 비교평가

문 항

피험자(n=9) 전문가(n=5)

평균(표준편차)
t-value

평균(표준편차)
t-value

기존복 실험복 기존복 실험복

앞판

앞 중심선 수직임 3.4(1.1) 3.8(1.2)  -.61 3.7(0.8) 4.1(0.6)  -2.72**

앞품의 여유분 적당함 1.8(0.8) 3.7(1.0)  -4.36*** 3.1(0.9) 4.0(0.9)  -4.80***

허리둘레 여유분 적당함 1.9(1.3) 4.1(0.6)  -4.75*** 2.6(1.1) 4.1(0.6)  -8.02***

진동둘레선 자연스러움 2.4(1.0) 3.3(1.1)  -1.77 2.9(0.9) 4.1(0.6)  -7.40***

목둘레선 자연스러움 2.9(1.1) 4.2(0.4)  -3.50** 3.2(1.0) 4.0(0.5)  -5.29***

칼라 놓임은 편함 2.8(1.1) 4.3(0.7)  -3.59** 3.3(0.8) 4.1(0.4)  -5.67***

앞 길이 적당함 1.8(1.0) 3.4(1.2)  -3.18** 2.1(0.9) 4.2(0.7)  -12.12***

앞판 전체적 외관 좋음 2.1(0.6) 3.7(1.1)  -3.68** 2.9(0.8) 4.0(0.6)  -7.17***

블라우스 앞판 전체 2.33(.61) 3.82(.50)  -5.67*** 2.97(.51) 4.07(.44)  -10.92***

뒤판

뒤품 여유 적당함 2.1(1.1) 3.9(0.8)  -4.06*** 2.2(0.8) 4.1(0.8)  -11.87***

허리둘레 여유 적당함 1.6(1.0) 3.9(0.8)  -5.47*** 1.5(0.6) 4.1(0.6)  -20.48***

요크의 위치 적당함 2.6(.9) 3.3(1.0)  -1.75 3.3(0.9) 4.2(0.7)  -5.46***

어깨넓이 적당함 1.8(1.0) 3.3(1.0)  -3.35** 2.8(0.9) 4.3(0.7)  -9.08***

진동둘레선 자연스러움 2.7(1.0) 3.4(1.0)  -1.64 2.6(0.8) 4.2(0.6)  -11.06***

뒤 길이 적당함 1.7(1.0) 3.4(1.1)  -3.53** 2.0(0.7) 4.2(0.8)  -13.58***

뒤판의 전체적 외관 2.1(0.9) 4.2(0.7)  -5.54*** 2.0(0.6) 4.3(0.6)  -17.18***

블라우스 뒤판 전체 2.06(.59) 3.65(.56)  -5.88*** 2.35(.35) 4.20(.48)  -20.73***

소매

소매의 길이 적당함 1.7(0.9) 3.1(1.2)  -2.98** 3.0(1.3) 2.9(1.1)  .17 

윗 팔둘레 여유 적당함 1.7(1.0) 3.7(0.7)  -4.90*** 2.6(1.1) 3.7(1.0)  -4.93***

손목둘레의 여유 적당함 2.4(1.2) 3.1(0.9)  -1.29 3.2(1.1) 3.7(0.9)  -2.02*

소매의 전체적 외관 1.8(0.4) 3.4(0.5)  -7.28*** 2.9(1.1) 3.8(0.9)  -4.49***

블라우스 소매 전체 1.89(.57) 3.33(.54)  -5.47*** 2.91(1.04) 3.53(.65)  -3.42***

*p≤ .05 **p≤ .01 ***p≤ .001

Table 3. 피험자의 신체 측정치                                                                                            단위:cm

계측 항목 피험자1 피험자2 피험자3 피험자4 피험자5 피험자6 피험자7 피험자8 피험자9 평균(S.D)

나이 26 42 46 33 31 35 49 52 28  38

키 160.0 160.1 160.8 158.2 165.0 163.0 162.9 156.2 163.0 161.0(2.8)

가슴 둘레 80.1 92.1 92.5 81.0 81.0 86.1 88.5 89.0 84.1 86.1(5.3)

허리 둘레 65.2 82.9 83.0 72.0 72.1 68.3 77.8 83.3 67.2 74.6(7.3)

엉덩이 둘레 86.1 97.0 96.7 88.0 86.7 87.2 96.0 97.0 95.2 92.2(5.0)

등 길이 40.1 40.5 40.5 40.0 40.0 38.3 40.0 40.5 40.2 40.0(0.8)

뒤어깨끝점사이길이 39.0 41.0 40.0 37.5 38.0 38.0 39.1 41.5 38.3 39.1(1.4)

팔 길이 54.5 54.0 54.7 51.0 56.0 55.0 56.0 52.0 53.1 54.0(1.7)

착용치수 S(44) XL(77) XL(77) S(44) S(44) M(55) L(66) L(66) 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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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두 높은 평가의 점수를 얻었다. 기존복과 2차 실험복의

평가 값의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매 길이의 비교 항목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3.3. 동작적응성 평가

기존복과 실험복의 동작적응성 비교 평가결과 모든 문항에

서 기존복보다 실험복이 더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팔을 옆으

로 90o 올렸을 때의 등부위와 팔을 앞으로 90o 올렸을 때 허

리부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모든 동작에서 부위별

유의차를 보였고, 양팔을 팔꿈치 관절만 이용하여 앞으로 90o

올리는 동작은 팔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근무 시 동작이 실험에서 설정된 180o 최

대동작을 많이 되풀이 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근무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효과를 보리라고 사료된다. 외관평가 결과와 달리 기

존복의 뒤품 활동주름과 낮은 진동둘레높이에서 얻어지는 여유

분은, 동작 시 불편함에 있어서 많은 활동여유분은 오히려 만

족도를 높혀 주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축성소재 사용으

로 여유분을 많이 줄인 실험복과의 비교평가에서 신체부위별

불편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큰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동작에서는 개선 실험복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복에서는 착용자가 활동성을 위해 불필요한 여유

분을 가진 한 치수 큰 유니폼을 선택 착용하여 동작 기능성을

유지하였으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착용자들이 심미적인 측면에

서 디자인의 개선을 요구한 것을 보면 외관평가의 중요성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결과는 착용자의 입장에서 외관

과 함께 동작기능성 향상이 이루어진 유니폼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관 및 동작기능성평가에서 더 좋

Fig. 6. 기존복과 실험복의 외관

 
Table 5. 기존복과 2차 실험복 소매 외관평가

 문  항

피험자(n=9) 전문가(n=5)

평균(표준편차)
t-value

평균(표준편차)
t-value

기존복 실험복 기존복 실험복

소매의 길이 적당함 1.7(0.9) 3.6(0.7)  -5.01*** 3.0(1.3) 4.1(0.6)  -5.27***

윗 팔둘레 여유 적당함 1.7(1.0) 3.7(0.7)  -4.90*** 2.6(1.1) 3.9(0.9)  -6.07***

손목둘레의 여유 적당함 2.4(1.2) 3.9(0.7) -2.85* 3.2(1.1) 4.1(0.7)  -4.46***

소매의 전체적 외관 1.8(0.4) 3.4(0.5)  -7.28*** 2.9(1.1) 3.9(0.9)  -5.05***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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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얻은 유니폼 블라우스 패턴은 최종 수정된 실험복

패턴으로 Fig.1의 앞뒤 몸판과 Fig. 2의 수정된 소매패턴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니폼 착용수가 많은 백화점 여직

원을 대상으로 유니폼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입고 있는

유니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적합성을 분석 비교 검토하였

다. 그 결과로서 가장 불만족한 품목을 선정하여 착의평가를 거

쳐 기존 유니폼보다 우수한 개선 유니폼의 새로운 패턴을 제시

하여 보다 기능적이며 미적인 유니폼 생산의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가장 불만족한 품목

으로 선정된 블라우스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외관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기능적인 유니폼 블라우스의 실험복을 제작하여 기존복

과 비교 평가 한 결과 개선 유니폼 블라우스의 평가 점수는

외관평가에서 피험자집단은 기존복(2.10)보다 실험복(3.60)이 더

좋은 평가를, 전문가 집단 역시 기존복(2.74)보다 실험복(3.93)

이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 동작기능성 평가에서도 기존복

(2.83)보다 실험복(3.77)이 더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외관평가

와 기능성평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유니폼의 소재 만족도

가 매우 낮아 차후 유니폼 생산 시에는 전 품목에서 기능성과

외관을 고려하여 신축성과 흡수성, 내구성이 향상된 스트레치

소재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체형의 변화가 다

Table 6. 기존복과 실험복 동작적응성 평가

동작구분 부  위
평균(표준편차)

t-value
기존복 실험복

팔을 옆으로 90o 올렸을 때

어깨부위 3.00( .87) 3.33(1.23)     -.67

겨드랑이부위 2.78( .83) 3.33(1.23)    -1.13

팔 부위 2.89( .60) 3.89( .93)    -2.71*

등 부위 2.89( .60) 4.33( .71)    -4.67***

허리부위 3.00( .87) 3.78(1.20)    -1.58

전   체 2.82( .34) 3.76( .71)  -3.58**

양 팔을 앞으로 90o  올렸을 때

어깨부위 2.67( .87) 3.22(1.20)    -1.13

겨드랑이부위 2.44(1.01) 3.33(1.12)    -1.77

팔 부위 3.00( .71) 3.89( .60)    -2.87*

등 부위 3.22( .44) 3.67( .71)    -1.60

허리부위 3.00( .71) 4.00( .00)    -4.24***

전   체 2.80( .41) 3.62( .48)   -3.88***

양 팔을 위로 최대한 180o 올렸을 때

어깨부위 2.44( .88) 3.67( .71)    -3.24**

겨드랑이부위 2.67( .71) 3.11(1.17)     -.98

팔 부위 2.78( .67) 3.56( .73)    -2.37*

등 부위 3.11( .60) 3.56( .73)    -1.41

허리부위 2.89( .93) 3.78( .44)    -2.60*

전   체 2.69( .39) 3.53( .54)  -3.81**

양 팔을 팔꿈치 관절만 
이용하여 앞으로 90o 올렸을 때

어깨부위 3.22(1.10) 4.56( .53)    -3.30**

겨드랑이부위 3.44(1.01) 4.33( .71)    -2.16*

팔 부위 3.33(1.00) 4.11(1.10)    -1.61

등 부위 3.33(1.00) 4.56( .53)    -3.24**

허리부위 3.44(1.01) 4.67( .50)    -3.24**

전   체 3.24( .95) 4.44( .54)  -3.31**

쪼그리고 앉아 
양 팔을 앞으로 90o 

올렸을 때

어깨부위 2.78( .97) 2.89( .93)     -.25

겨드랑이부위 2.11( .93) 3.22(1.20)    -2.20*

팔 부위 2.78( .83) 3.56(1.01)    -1.78

등 부위 2.78(1.10) 3.78( .83)    -2.18*

허리부위 3.22(1.10) 4.00( .50)    -1.94

전   체 2.60( .58) 3.49( .55)  -3.33**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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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폭넓은 연령층이 하나의 사이즈체계로 생산된 유니폼을

입음으로서 모든 품목에서 치수적합성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

타내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사이즈 및 체형이 커버 될 수 있

는 맞춤형 조합식 사이즈 체계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D백화점의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서

새로운 유니폼으로 교체할 시에는 본 연구결과가 유용한 자료

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일부지원에 의

한 것임.

 참고문헌

김민주. (2006).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유니폼 지각에 관한연구. 관광
경영학연구, 20(1), 23-40.

김시중, 양리나. (2002). 패밀리 레스토랑종사원의 유니폼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8(1). 24-46.

김순분, 이영숙. (2007). 백화점 여직원의 유니폼속성, 동작적합성, 치
수적합성에 대한 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5). 528-537.

김혜경 외. (2001).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 서울: 교문사. pp.
339-390.

김혜원, 박경애. (2003). 백화점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1), 1270-1278.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1997).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연구(Ⅰ). 한국의류학회지, 21(2), 455-470.

마선영. (2007). 철도교통 접객종사자의 유니폼에 대한 지각과 만족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지영. (2000). 은행 여직원의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리나. (2002). 외식기업 종사원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복식문화연구, 10(2), 132-145.

이종직. (2003). 호텔직원의 유니폼 만족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
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선옥. (2005).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연희, 박명희. (2005).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 한국의류학회지,
29(5). 649-661.

함은정. (2005). 전통음식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서
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2008년 10월 23일 접수/ 2008년 11월 28일 1차 수정/2008년 12월 15일 게재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