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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current police raincoats for professional policemen and con-

scripted policemen. Interviews and a survey were completed to investigate the wearing conditions of cur-

rent police raincoat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current wearing conditions of rain-

coat, motional adaptability, dimensional compatibility, design suitability and demographic information on

the research targe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wearing frequency of raincoats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ty and age range. The main reason for the low wearing frequency was the uncomfortable-

ness of working while wearing the raincoat, followed by the inconvenience of managing the raincoat after

use and feeling hot while wearing the raincoat.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wearing a raincoat

was pleasantness, activity capability and the functionality of the fabric. The satisfaction on body parts during

motions tended to be evaluated lower as the raincoat size increased. The results of the dissatisfaction factors

indicated that the raincoat hood had the most problems. There was inconvenience when using the equipment

belt because officers have to wear their belts inside the raincoat. In regards to the fabric satisfaction level,

respondents were less satisfied with ventilation, hygroscopicity, and drying time. Therefor it appeared that

the current raincoat had problems due a lack of functionality in regards to ventilation, hygroscopicity, and

quick drying;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on motional adaptabil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aincoat size.

Key words: Public policemen, Conscripted policemen, Raincoat, Wearing conditions, Functional; 경찰공

무원, 의무경찰, 우의, 착의실태, 기능성

I. 서 론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작용”(“경찰 [Po-

lice]”, n.d.)을 의미한다. 1894년 고종 때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생활안전, 수사, 사이버 안전, 교통, 경비, 정보,

외사업무 등을 통하여 민생치안과 사회질서유지를 담

당하고 있다. 현재는 치안에 관련한 사무를 위하여 행정

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사무의 지역적 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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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시 ·도지사의 소속 하에 16개의 지방경찰청과

251개의 경찰서, 515개의 지구대, 1,438개의 파출소를 두

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

per, 2015).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권력을 집행해야 하

는 경찰 임무의 특성상 권위 있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최

근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국민보호에서부터 범죄수사, 교통, 경비 ·경

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직업특성상 계절이나 기상상황에 상관없이

장시간 외근업무를 수행하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의복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증발은 열손실에 매우 효과적이며 인체는 발한 및 불

감증설을 통하여 증발냉각으로 체온을 조절한다(Wat-

kins, 1984/1998). 따라서 수분은 의복 내 기후와 매우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착용자의 쾌적감 및 업무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의

는 우천 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의

복으로, 의복이 젖어 있는 경우 착용자는 불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증발로 인한 급격한 열손실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Watkins, 1984/1998) 강우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하며 착용자의 활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많은 기능성을 요한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현행 경

찰 우의는 쾌적성과 활동성 측면에서 착용자가 많은 불

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직 남성 경찰공무원과 복무 중인 의

무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경찰 우

의의 착의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행 경찰 우의

2009년 12월 9일 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의는 경찰

제복에서 제외되었다(「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Rules on

police uniforms]」, 2016). 현재 경찰 우의는 사용 후 반납

하여야 하는 ‘대여품’ 중 장구류로 분류되며(「경찰공무

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Rules on police officer supply pro-

ducts]」, 2014)「(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Ko-

rean National Police Agency) Rules on the management

of riot police, patrol officer, etc.]」(2012)에 따라 전경 제

복에 속한다.

우의 착용에 관한 규정 또한 경찰공무원과 의무경찰

에 차이가 있다. 경찰공무원은「경찰장비관리규칙 [Rules

on the management of police equipment]」(2014)에 따라

관급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해석에 따라 우산을 사용할

수도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경찰의 경우「(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Rules on the Manage-

ment of riot police, patrol officer, etc.]」(2012)에 따라 제

복 착용 시 원칙적으로 우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우천

시 우의 착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우의는 크게 내근경찰에게 지급되는 상 ·하의 일

체형 우의(이하 일체형 우의)와 외근경찰에게 지급되는

상 ·하의 분리형 우의(이하 분리형 우의)가 있으며 여성

경찰공무원은 코트 형태의 여경 우의를 착용하도록 되

어 있다. 일체형 우의와 여성용 우의는 사이즈에 차이가

있으며 형태는 동일하다.

현행 경찰 우의의 형태는 <Table 1>과 같다. 우의 겉감

은 폴리에스터 100% 혼용률에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형광색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안감은 매쉬소재를

사용하였다. 앞여밈은 지퍼와 스냅으로 여미도록 되어

있으며 깃은 스탠드칼라의 형태이다. 가슴과 등 부위에

통풍구가 있으며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가슴과 등, 소

매, 분리형 우의 하의의 무릎 부위에 반사테이프를 부착

하였다. 소매는 벨크로를 이용하여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으며 안쪽으로 고무줄이 부착된 소매가 한 겹 더 있어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였다. 우의 후드는 스냅으로 탈 ·부

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양 어깨에 견장이 있다. 우

의 및 후드의 봉제는 투명방수테이프를 부착하는 심실

링(Seam-sealing)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체형 우의의 경우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에 활

동성을 위하여 뒤에 트임이 있으며 허리부분에 벨트가

있는 형태이다. 분리형 우의는 상의와 하의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의는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기장이다. 하의는

고무줄바지의 형태로, 바짓단 또한 소매단과 같이 벨크

로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양 옆에 지퍼로 된

주머니가 있다.

2. 경찰복 관련 선행연구 조사

Byun(1997)은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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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우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간

공학적인 설계를 통하여 우천 시 임무수행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우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원단과 봉제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wave lock 원단을 선정하였

으며 봉합방식 또한 기존의 봉제식 대신 고주파 융착식

으로 변경하였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버버리 형태

의 우의를 투피스 형태로 제작하고 개구부를 통하여 통

풍성을 향상시켰다. 평가결과 실험복 원단이 기존 원단

에 비하여 방수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디자인 측면에서는 실험복이 기존 우의에 비하여 대

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안이 기

존복에 비하여 임무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Paek(2010)은 시대에 맞는 경찰 복제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을

반영하여 일반인이 느끼는 경찰 제복의 시각적 이미지

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 경찰 제복의 이미지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Park(2015)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여성 경찰 정복의 변

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여성 경찰 창립 초창

기인 194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복 재킷, 스커트, 블라우

스로 한정하여 각각의 색상, 실루엣, 소재, 디테일을 분

석하였다.

Lee and Kim(2011)은 육상경찰과 차별화되는 한국 해

양경찰의 고유 복제를 개발하였다. 모자류와 제복류, 색

상, 재질, 형태를 중심으로 클래식, 노티컬, 테크노 쉬크

의 3가지 컨셉을 제안하였으며 선호도 조사와 5차례의

평가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Kim(2015)은 우리나라 남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착의실태를 조사하고

경찰 보호복 개발을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찰 보호복에 필요한 기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성, 활동

성, 신체적합성, 쾌적성, 편의성, 디자인성의 6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특성을 반영

한 플라스틱 보호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Kim and Kim(2015)은 우리나라 여성 기동대원은 남자

기동대원의 보호대와 동일한 형태의 보호복을 착용하여

신체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피험자

의 3차원 인체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여경 보호복 보호대

를 설계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실험복의 신체적합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업무효율과 착용만족

감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찰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경찰복의 디

자인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경찰 정복과

근무복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 우의와 관련된 연구는

Byun(1997)의 연구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소재와 봉제기술, 경찰 우의의 형태에 많

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경찰 우의의 착의

Table 1. Current police raincoats

One-piece raincoat (front) One-piece raincoat (back) Two-piece raincoat (front) Two-piece raincoat (back)

From 장비소개 [Equipment report]. (n.d.).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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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남성 경찰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경찰공무

원 중 내근경찰에 비하여 업무상 착용기회가 많은 외근

경찰과 기동대원, 그리고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우의의 동작 및 치수적합성 평가에 대한 문항에서

는 두 가지 우의 중 원칙적으로 외근경찰에게 지급하도

록 되어있는 상 ·하의 분리형 우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착의실태 조사는 인터뷰와 예비조사, 본 조사의 과정

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 설문지 문항은 지구

대 및 파출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현직 남

성 경찰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총 31부를 회수하였으며 예비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항목을 구체화하여 수정

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2015년 12월 2일

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56일간 총 524부를 배포하였

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67부를 제외한

45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의 설문지 문항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관한 문항 2개, 우의 착의현황에 관한 문항 8개, 현

행 경찰 우의 동작 및 치수적합성에 관한 문항 2개, 현행

경찰 우의 설계적합성에 관한 문항 2개로 구성하였다.

이 중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4개로, 모두 5점 척도로 평

가하도록 하였다(Table 2).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1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Scheffe 및 Ga-

mes-Howell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응답

자의 직무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 225명(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무경찰 176명(38.5%),

교통경찰 26명(5.7%), 기동대원 23명(5.0%), 내근경찰

등 기타 직무 7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9세로 나타났으며 20대

가 272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0대

90명(19.8%), 40대 58명(12.7%), 50대 35명(7.7%) 순서

로 많았으며 경력은 평균 6.4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73명(5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의무경찰의 영향

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는 20년 이상

59명(12.9%), 5년 이상 10년 미만 50명(10.9%), 15년 이상

20년 미만 21명(4.6%), 10년 이상 15년 미만 18명(3.9%)

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신장

Table 2. Composition of evaluation items

Evaluation item (Number of items) Content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earch target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earch target

(age, career, height, and weight), Duty

Current wearing condition of raincoats (8)

Raincoat size, Mainly worn raincoat type, Wearing frequency

of police raincoat, Reasons of not wearing the raincoat,

Necessity of raincoat, Mainly worn season, Important factors

when wearing raincoat, Intention of purchasing an advanced raincoat

Motion and dimensional suitability

of current police raincoats (2)

Motion suitability of current police raincoat,

Dimensional suitability of current police raincoat

Design suitability

of current police raincoats (2)
Dissatisfaction factors of the current police raincoat, Fabric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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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중을 각각 5cm, 5kg 간격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75.1cm, 평균 체중은

71.9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170cm 이상 175cm

미만인 사람이 177명(38.7%), 175cm 이상 180cm 미만

Table 3.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earch target

Item n (%) Mean (S.D.)

Duty

Traffic police 026 (005.7)

-

Community police 225 (049.2)

Conscripted police 176 (038.5)

Police squad 023 (005.0)

Others 007 (001.5)

Total 457 (100.0)

Career

Under 5 years 273 (059.7)

06.4 (08.5)

5 years to under 10 years 050 (010.9)

10 years to under 15 years 018 (003.9)

15 years to under 20 years 021 (004.6)

20 years or more 059 (012.9)

Total 421 (100.0)

Age

20's 272 (059.8)

29.9 (10.4)

30's 090 (019.8)

40's 058 (012.7)

50's 035 (007.7)

Total 455 (100.0)

Table 4. Physical traits of the research targets

Item n (%) Mean (S.D.) Mean*

Height

Under 170cm 036 (007.9)

175.1 (05.1) 171.7

170cm to under 175cm 177 (038.7)

175cm to under 180cm 142 (031.1)

180cm to under 185cm 073 (016.0)

185cm or over 022 (004.8)

Total 450 (100.0)

Weight

Under 70kg 158 (034.6)

071.9 (07.7) 071.0

70kg to under 75kg 127 (027.8)

75kg to under 80kg 093 (020.4)

80kg or over 070 (015.6)

Total 448 (100.0)

BMI

Under 18.5 (underweight) 002 (000.4)

023.4 (02.2) 024.0

18.5 to under 21 (normal) 057 (012.7)

21 to under 23 (normal) 139 (031.0)

23 to under 25 (overweight) 149 (033.3)

25 or over (obese) 101 (022.5)

Total 448 (100.0)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 http://sizekorea.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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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이 142명(3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체중은 70kg 미만이 158명(34.6%), 70kg 이상 75kg 미만

이 127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지수를 계산한 결과 평균은 23.4였으며, 23 이상 25

미만이 149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1 이상 23 미만이 139명(31.0%)으로 많았으며 25 이상

인 응답자 또한 101명(22.5%)으로 조사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8.5 미만을 저체중,

18.5 이상 25 미만을 정상, 25 이상을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10 facts on obesity”, n.d.) 대

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과 다른 기

준이 적용되어 18.5 미만을 저체중, 18.5 이상 23 미만을

정상,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

으므로(Kim, 2009), 설문대상자 집단의 체중이 정상체

중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를 제6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KATS, 2010)와 비교하

여 볼 때 조사대상자 집단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 평균 신

장에 비하여 약 3.4cm, 체중은 약 0.9kg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비만도(BMI지수)는 조사대상자 집단

이 평균 23.4로 한국인 평균(24.0)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

며, 따라서 일반적인 치수체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불편

이 예상되며 체형에 맞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2. 우의 착의현황

<Table 5>는 응답자들의 착용 우의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이다. 중 사이즈를 착용하는 응답자가 233명(51.4%)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 사이즈 착용자가

189명(41.7%)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93.1%

가 중 또는 대 사이즈의 우의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무 시 주로 착용하는 우의의 형태에 관한 항목으로

는 상 ·하의 분리형의 상의만 착용하는 응답자가 190명

(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 ·하의 일

체형(158명, 34.9%), 상 ·하의 분리형의 상 ·하의 모두 착

용(104명, 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 ·하의 분리

형의 하의만 착용하는 응답자(3명, 0.7%)는 거의 없었으

며<Table 6>, 우의 하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하의 착용이 불편하여 기

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에 따라 주로 착용하는 우의 형태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χ
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때, 분리형 우의의 하의만 착

용하는 응답자는 3명(0.7%)으로 빈도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교통경찰과 의무경찰의 경우 각각 57.7%

(15명), 49.7%(87명)로 일체형 우의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Table 6. Mainly worn raincoat type

Item n (%)

One-piece 158 (034.9)

Two-piece (top and bottom) 104 (022.8)

Two-piece (top only) 190 ( 41.7)

Two-piece (bottom only) 003 (000.7)

Total 457 (100.0)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Table 7. Raincoat type mainly worn on duty                                           (Unit: n (Col.%))

Duty

Raincoat type

Traffic

police

Community

police

Conscripted

police

Police

squad
Total χ

2

One-piece 15 ( 57.7) 051 (022.9)  87 ( 49.7) 05 (022.7) 158 (035.4)

49.54***
Two-piece (top and bottom) 03 (011.5) 070 (031.4) 019 (010.9)  9 ( 40.9) 101 (022.6)

Two-piece (top only) 08 (030.8) 102 ( 45.7) 069 (039.4) 08 (036.4) 187 (041.9)

Total 26 (100.0) 223 (100.0) 175 (100.0) 22 (100.0) 446 (100.0)

***p<.001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Table 5. Raincoat size

Size n (%)

Small 022 (004.9)

Medium 233 ( 51.4)

Large 189 ( 41.7)

Others 009 (002.0)

Total 453 (100.0)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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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파출소 경찰은 45.7%(102명)로 분리형 우의의

상의만을, 기동대는 40.9%(9명)로 분리형 우의 상 ·하의

를 모두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동대의 경우 집단의 수가 적고 상 ·하의 모두

착용하는 응답자와 상의만을 착용하는 응답자 수의 차이

가 1명뿐이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이는 직무에 따른 업무내용이 상이하기 때문

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의무경찰의 경우 최근 상 ·하

의 일체형 우의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형태의 우의를 착

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착용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우의를 잘 착용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133명(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1명 차이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132명, 28.9%)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 이하의 착용빈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280명으로(61.4%) 높은 착용빈도를 보

이는 응답자 176명(38.6%)에 비하여 많았다(Table 8). 자

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시 그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착용 시 활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77명(41.2%)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 전후 보관 및 정리가 번

거롭다, 착용 시 덥다는 응답이 각각 54명(28.9%), 40명

(21.4%)으로 나타나 세 항목이 미착용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9). 우의가 없다는 응답의

경우 희망품목인 우의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

석되며 기타 응답으로는 우의 착용 시 순찰차 탑승이 불

편하다, 냄새가 난다, 노후된 우의가 많다, 비가 갑작스

럽게 올 때가 많다 등의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본 수가 적은 기타 직무를 제외하고 교통경찰, 지구

대 ·파출소 경찰, 의무경찰, 기동대 등 네 가지 직무에

따른 경찰 우의 착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조사결과 교통경찰

과 의무경찰, 기동대의 우의 착용빈도는 높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지구대 ·파출소 경찰은 착용빈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지구대 ·파출소 경찰의 경우 외근업무는

많으나 주로 우산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이동이 잦기 때문에 우의를 입고 순찰차를 타는 것이

불편하여 지역경찰의 경우 우의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

는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경찰 우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는 응답

이 397명(87.6%)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착용빈도

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찰공무원과 의무경찰이 우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1). 그러나

많은 착용자가 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양한

Table 9. Reasons for not wearing a raincoat (multi-

ple response)                                            (N=141)

Item n (%)

Feel uncomfortable to work

while wearing a raincoat
 77 ( 41.2)

Inconvenient to manage

the raincoat after use
 54 ( 28.9)

Feel hot while wearing the raincoat  40 ( 21.4)

Dislike the design of the raincoat 005 (002.7)

Do not have a raincoat 006 (003.2)

Others 005 (002.7)

Total 187 (100.0)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Table 10. Wearing frequency by the duty                                      (Unit: n (Col.%))

Duty

Wearing frequency

Traffic

police

Community

police

Conscripted

police

Police

squad
Total χ

2

Low frequency 05 (019.2) 103 ( 46.0) 033 (018.8) 05 (021.7) 146 (032.5)

52.76***
Medium frequency 03 (011.5) 066 (029.5) 054 (030.7) 08 (034.8) 131 (029.2)

High frequency 18 ( 69.2) 055 (024.6)  89 ( 51.7) 10 ( 43.5) 172 (038.3)

Total 26 (100.0) 224 (100.0) 176 (100.0) 23 (100.0) 449 (100.0)

***p<.001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Table 8. Wearing frequency of police raincoat

Frequency n (%)

Never worn 015 (003.3)

Hardly worn 133 ( 29.2)

Average 132 ( 28.9)

Frequently worn 103 (022.6)

Always worn 073 (016.0)

Total 456 (100.0)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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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착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편사

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한 경찰 우의의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의 착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두 가지에 대한

조사결과 쾌적성이 265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활

동성(246명, 29.9%), 소재의 기능성(238명, 28.9%), 형

태 및 색상 등의 디자인적 요소(55명, 6.7%), 치수(20명,

2.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활동성, 쾌적성, 기능

성 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우의 미착용 이유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

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현행 경찰 우의의 동작 및 치수적합성

현행 경찰 우의의 치수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 ·

하의 분리형 우의의 사이즈에 따른 동작별 신체 부위 만

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기타(특대) 사

이즈는 빈도 수가 적어(n=9) 제외하고, 소, 중, 대 사이즈

착용자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대 사이즈 착

용자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3점)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

사이즈 착용자가 소 또는 중 사이즈의 착용자에 비하여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 동작과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업무수행 시 팔 동작이 많을 뿐 아니라 하의에 비하여

상의의 착용빈도가 높아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

인다.

하의의 경우 부위별 치수만족도에 관한 조사결과 모

든 사이즈에서 착용자가 바지통을 넓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른 부위에 비하여 동작 시 불편

Table 11. Necessity of raincoat

Necessity of raincoat n (%)

Necessary 397 ( 87.6)

Unnecessary 056 (012.4)

Total 453 (100.0)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Table 13. Satisfaction on body parts during motions by raincoat size                           (N=444)

Variables
Small

(n=22)

Medium

(n=233)

Large

(n=189)
F-value

When bending

the upper body forward

Jacket hem rises 2.82 (0.91) 2.83 (0.87) 2.66 (0.91) 01.88

Feels tight at the armhole
1)

3.41 (0.80) B 2.99 (0.86) B 2.66 (0.89) A 11.84***

Feels tight across the back
1)

3.27 (0.88) B 3.00 (0.83) B 2.71 (0.85) A 08.63***

When in

a squatting position

Bottom waist pulls down 2.96 (0.95) 2.94 (0.90) 2.74 (0.91) 02.81

Bottom hem rises 2.73 (0.88) 2.94 (0.86) 2.80 (0.94) 01.60

Feels tight at the crotch 3.18 (0.80) 3.13 (0.80) 2.83 (0.80) 07.65**

Feels tight at the knees
1)

3.23 (0.92) B 2.93 (0.82) B 2.71 (0.86) A 05.84**

When raising the arms
Jacket hem rises

2)
2.77 (1.07) AB 2.81 (0.83) B 2.53 (0.94) A 05.22**

Feels tight at the armhole
2)

3.05 (0.84) B 2.96 (0.86) B 2.56 (0.90) A 11.95***

When bending the arms
Jacket hem rises

2)
2.82 (0.85) AB 2.92 (0.89) B 2.67 (0.97) A 03.74*

Feels tight at the elbow
2)

2.96 (0.79) AB 3.00 (0.81) B 2.64 (0.89) A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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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heffé test results A<B

2): Games-Howell test results A<B

1: Highly agree → 3: Normal → 5: Highly disagree

Table 12. Important factors when wearing a raincoat

(N=457)

Item n (%)

Pleasantness 265 ( 32.2)

Activity capability 246 ( 29.9)

Functionality (fabric) 238 ( 28.9)

Design 055 (006.7)

Size 020 (002.4)

Total 824 (100.0)

 Shading indicates items with a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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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다소 적게 느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쪼그

려 앉는 동작 시 무릎 부위의 경우 대 사이즈 착용자가

소 사이즈 착용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사테이프와 평면적인

패턴 때문에 소 사이즈에 비하여 바지통을 비교적 덜 넓

게 느끼는 대 사이즈 착용자가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분석된다.

4. 현행 경찰 우의의 설계적합성

<Table 14>는 현행 경찰 우의의 구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3점) 미만의 낮

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만족도는 2.21로 후드

착용 시 습기가 차서 불편하다는 항목이었다. 이는 현행

경찰 우의에서 시야 확보를 위하여 후드 앞부분에 사용

하는 PV소재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

이며, 뿐만 아니라 후드 착용 시 시야가 좁아진다, 잘 벗

겨진다, 후드를 착용하여도 경찰모가 젖어 불편하다 등

후드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2점 초중반의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여 현행 경찰 우의 후드의 소재 및 패턴상의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시야 확보와 관련

한 항목의 경우 업무효율성뿐 아니라 착용자의 안전과

도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우의 설계 시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근혁대를 우의 안쪽으로 착용하여 사용이 불

편하다는 항목이 2.51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인터뷰 시에도 많이 지적되었던 불편사항으로, 장비 휴

대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외근혁대를 우의 안으로 착용

함으로써 기동성이 저하되고 지퍼를 열어 장비를 사용

할 때마다 여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와 내부에 착용한 옷

이 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가 젖지 않기 위하여 우

의 위로 착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비 사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우의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찰 직무에 따른 불편사항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

로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설문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에 상관없이 유사한 것

으로 판단된다.

분리형 소매와 관련한 항목의 경우 반팔소매로 분리

시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기는 하나 노출된 부분이 젖어

우의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향후 경찰 우의의 소매 설계

시 분리형 소매의 설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와 관련한 만족도는 <Table 15>와 같다. 가장 낮

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는 항목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땀 흡수가 안 돼 불편하다, 우의

사용 후 건조가 불편하다 등의 항목이 만족도가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에 따른 소재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어 모든 직무에서 유사한 불편을 느끼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보통(3점) 이하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 중 방수가 잘 되

지 않아 물이 샌다는 항목의 경우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

Table 14. Dissatisfaction factors of current police raincoats                                       (N=457)

- Items Mean (S.D.)

Rating (1: Highly agree → 5: Highly disagree)

1

n (%)

2

n (%)

3

n (%)

4

n (%)

5

n (%)

General

Feel uncomfortable using equipment belt due

to wearing it under the raincoat
2.51 (0.96) 72 (15.8) 150 (32.8) 168 (36.8) 58 (12.7) 7 (01.5)

Sleeve chafes skin when separated 2.75 (0.92) 44 (09.6) 115 (25.2) 212 (46.4) 68 (14.9) 12 (02.6)

Size does not fit well 2.89 (0.84) 19 (04.2) 115 (25.2) 233 (51.0) 74 (16.2) 15 (03.3)

Rain leaks through the closure 2.93 (0.91) 25 (05.5) 114 (24.9) 202 (44.2) 99 (21.7) 17 (03.7)

Hood

Feel unpleasant due to humidity 2.21 (0.96) 128 (28.0) 142 (31.1) 149 (32.6) 35 (07.7) 3 (00.7)

Causes short-sightedness 2.26 (0.94) 107 (23.4) 168 (30.2) 138 (30.2) 38 (08.3) 4 (00.9)

Comes off easily when worn 2.44 (0.92) 93 (20.4) 147 (32.2) 145 (31.7) 69 (15.1) 3 (00.7)

Police cap gets wet even after wearing the hood 2.45 (0.92) 75 (16.4) 157 (34.4) 174 (38.1) 45 (09.8) 5 (01.1)

Color /

Design

Unsatisfied with the color due to its similarity

with other uniform raincoats
2.93 (0.98) 42 (09.2) 90 (19.7) 202 (44.2) 103 (22.5) 19 (04.2)

Feel unstable due to thickness and weight 2.99 (0.87) 27 (05.9) 81 (17.7) 235 (51.4) 98 (21.4) 1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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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았을 때 초기에는 방수가 잘 되지만 몇 차례 세탁

을 하면 방수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탁 후에도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수 기능의 향상은 우의 사용 후 건조가 잘 되지 않는다

는 불편사항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착의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경찰 우의의 불편사항을 파

악하여 향후 기능성이 향상된 경찰 우의를 개발 연구하

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무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 225명

(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무경찰(176명,

38.5%), 교통경찰(26명, 5.7%), 기동대(23명, 5.0%), 기타

직무(7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에 따라 선호하는 우의의 형태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어 교통경찰과 의무경찰은 상 ·하의 일체형 우의를,

지구대 ·파출소 경찰과 기동대는 상 ·하의 분리형 우의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에 따른 우의

착용빈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통

경찰과 의무경찰, 기동대의 경우 높은 착용빈도를, 지구

대 ·파출소 경찰은 낮은 착용빈도를 나타냈다.

경찰 우의 미착용 시 그 이유는 활동이 불편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 전후 보관 및 정

리가 번거롭다, 착용 시 덥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세 항목이 미착용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의 착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쾌적성, 활동

성, 소재의 기능성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는 현행 경찰 우의의 미착용 이유와 상당부분 일치하므

로 활동성과 쾌적성, 소재를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즈에 따른 동작별 신체 부위에 따른 만족도의 차

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 사이즈 착용자

가 소 또는 중 사이즈 착용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 사이즈 착용자의 만족도는 모든 항

목에서 보통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팔을 들

어올릴 때 상의의 밑단이 당겨 올라가거나 진동이 당겨

서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사이즈별로 치

수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우의의 구체적인 불만족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후드와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

으며 외근혁대를 우의 안쪽으로 착용하여 불편함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쾌적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

도록 후드의 소재와 패턴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의 착용 후에도 외근혁대를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

으로는 땀 흡수가 안 돼 불편하다, 우의 사용 후 건조가

불편하다 등의 항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Byun(1997)의 연구와의 비교분석 결과 Byun

(1997)의 연구는 지역경찰 및 교통경찰을 설문대상으

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지역경찰과 교통경찰뿐 아니라 의

무경찰과 기동대 또한 설문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다양

Table 15. Fabric satisfaction                                                                       (N=457)

Items Mean (S.D.)

Rating (1: Highly agree → 5: Highly disagree)

1

n (%)

2

n (%)

3

n (%)

4

n (%)

5

n (%)

Poorly ventilated 2.38 (1.00) 85 (18.6) 185 (40.5) 129 (28.2) 42 (09.2) 15 (03.3)

Feel unpleasant due to poor hygroscopicity 2.40 (1.05) 96 (21.0) 162 (35.4) 131 (28.7) 48 (10.5) 17 (03.7)

Inconvenience in drying the raincoat 2.46 (1.17) 116 (25.4) 125 (27.4) 137 (30.0) 50 (10.9) 29 (06.3)

Uncomfortable due to the lack of elasticity 2.62 (1.02) 58 (12.7) 156 (34.1) 167 (36.5) 52 (11.4) 24 (05.3)

Uncomfortable to move in because the raincoat clings 2.70 (1.01) 54 (11.8) 137 (30.0) 179 (39.2) 64 (14.0) 23 (05.0)

Water leaks due to poor water resistibility 2.92 (0.98) 28 (06.1) 127 (27.8) 181 (39.6) 94 (20.6) 27 (05.9)

Tears easily 3.04 (0.97) 31 (06.8) 78 (17.1) 220 (48.1) 94 (20.6) 33 (07.2)

Uncomfortable to wear because it is heavy 3.11 (0.95) 26 (05.7) 71 (15.5) 220 (48.1) 105 (23.0) 3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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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Byun

(1997)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우의의 방수성이 부족한

것이(57.2%)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우의의

길이가 짧아 바지와 구두가 젖는다(19.2%), 우의 착용 시

장비의 사용이 불편하다(17.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동일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없

었으나 쾌적성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우의 미착용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착용 시 활동이

불편하다(41.2%), 사용 전후 보관 및 정리가 번거롭다

(28.9%), 착용 시 덥다(21.4%)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

였다. 우의의 소재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방수성에 대

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우의의 방수성에 대한 문제점

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yun(1997)의

연구에서는 당시 경찰 우의에 사용되는 원단이 나일론

의 한 면만을 PVC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기 때문

에 원단 자체의 방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원단의 방수성은 우수하나 세

탁 등의 물리적인 영향에 따라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것

으로 분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의 착용 시 장비

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

으로, 효율적인 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yun(1997)이 분석한 경

찰 우의의 디자인적 문제점 중 야광처리의 부재로 인하

여 지적되었던 안전성의 불량에 대한 문제는 당시 일반

경찰이 착용한 남색 경찰 우의가 형광 노란색 우의로 바

뀌고 가슴과 팔 부위에 재귀반사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결과를 기초로 기능성이 개선된 경찰 우의를

개발하기 위하여 착용 시 활동이 편리하도록 개선된 패

턴과 사이즈별로 적합한 치수의 설계가 필요하며, 쾌적

감을 위하여 투습성이 우수하고 세탁 후에도 방수성이

유지되는 원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착의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무수행에 적

합하도록 기능성이 향상된 경찰 우의 설계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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