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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of development of police officers' uniforms for the summer season has increased due to rises in 
temperature. This research developed a t-shirt typed of police officer's uniform for summer weather. We ana- 
lyzed the design cas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e officers' uniforms, similar types of uniforms, and 
t-shirts for summer weather. The satisfaction with current uniforms and preferences for these types of uni- 
forms were surveyed with 1,062 police officers and public participants. Designs were developed and design 
opinions were surveyed with 1,011 public volunteers. A total of 584 police officers wore developed proto- 
types for two weeks, an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328 police officers to reflect the final design results. 
More than 80% of police officers have very satisfied or satisfied opinions of the developed designs. The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police officers' satisfaction with the developed uniforms for summer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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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폭염은 기상 및 자연재해 중 인명 피해가 큰 재난 중 

하나이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는 

6,500명이었고, 그 중 약 40%는 실외에서 정오부터 오

후 5시 사이에 발생하였다(Kim, 201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 이상고온 현상에 

의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Kim, 2019), 야외근무

가 많은 경찰관의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

해 폭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구대⋅파출소는 

야외 단축 근무, 차량 탑승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Choi, 2018).

고온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근무자를 위한 의복의 

경우, 체온 조절을 위해 적합한 의복이 요구된다(Du et 

al., 2019; Song et al., 2019). 미국과 같은 해외 경찰 기관

들은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한 여름용 경찰 근무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전성과 편안함을 고려한 경찰 근

무복을 도입하여 경찰관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

였다(Coakley, 2016; Hoehn, 2014). 국내에서는 최근 기

동 경찰관의 야외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간이 기동복

을 개발하여 착용하고 있으나(Yoo, 2018), 지구대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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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의 일선 경찰관을 위한 여름 근무복 개발은 미미

한 실정이다.

또한, 경찰 근무복은 사회 노출 빈도가 높은 근무복

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

키는 중요한 요소이다(Paek, 2010). 경찰 근무복은 착

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시민

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사람들의 경찰관에 대한 이

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Bell, 1982). 여름용 경찰

관 근무복을 개발하여 경찰관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제복으로서 경찰관의 긍정적인 이

미지 형성을 도모하는 여름용 경찰 근무복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여름 경찰 근무복, 

119와 같이 외부 근무가 많은 유사한 직종의 근무복, 

기능성 티셔츠 등 국⋅내외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 현 

경찰 근무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경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티셔츠 타입

의 여름용 경찰 근무복 상의를 개발하였다. 디자인 시

안 및 기능성 원단을 개발한 뒤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

범평가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 및 수정방

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경찰관 

복제 시스템에 도입될 수 있는 여름용 경찰 근무복 상

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경찰관의 근무 만

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고찰

1. 경찰 근무복에 관한 고찰

1) 경찰 근무복 개념

근무복은 유니폼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

해 정해진 복장을 가리킨다(Paek, 2010). 근무복은 착

용자가 근무 시 입을 수 있도록 형태, 색채, 소재 등의 

디자인 요소를 통일하여 지정된 의복이다(Kim, 2004). 

경찰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위협과 불법으로부터 시

민의 안전, 재산, 인권 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경찰

은 지구대, 교통, 기동, 112 부서 등 다양한 기능의 부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

회 안녕과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근무

복은 경찰 이미지의 상징성, 활동성 및 내구성 등의 기

능성, 그리고 시각적 만족감을 주는 심미성이 요구된

다(Paek, 2010). 또한, 경찰 근무복은 일반 의복의 착용 

목적과 다르게 신분, 소속, 조직을 상징하며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이 요구된다(Shin, 2009). 경찰 근무복은 착

용자의 직업 목적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 기능, 구

조, 형태, 소재 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계절적 

환경과 위생적 측면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

야 한다(Lee & Han, 2009; Paek, 2010). 동시에, 근무복 

디자인의 경우 쾌적한 근무 활동 및 활동이 자유로운 

스타일이 요구되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무난하

고 단정한 스타일이 요구된다(Gaang, 1995).

 

2) 현행 여름용 경찰 근무복의 특징

2017년에 제정된 여름용 경찰 근무복을 살펴보면, 

주색은 청록색이며 남색 넥타이선 모양의 플래킷으로 

배색하였다. 칼라는 기본 셔츠 칼라이며 기본 셋인 소

매이다. 부착물은 흉장 걸이, 명찰, 태극4괘, 어깨 휘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소재는 폴리에스테르 92%, 폴

리우레탄 8%이다.

2. 경찰 근무복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경찰관 및 유사 유니폼 개발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Gaang(1995)은 경찰 복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심플하고 통일된 

스타일을 통해 제복 제작 및 관리성 향상방안을 제안

하였다. 또한, 경찰 각 부서별 차이와 계절에 따른 기능

성과 융통성이 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였다. 경찰 제복은 경찰의 상징적 이미지와 고급 소재 

등을 활용하여 높은 품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앞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Park and Yang(2001)은 여

경을 위한 유니폼을 디자인하였는데, 여성 경찰의 세

련됨과 여성스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기존의 파

란색 계열의 색상보다는 카키색, 베이지색, 빨간색, 검

정색, 아이보리색과 같은 색상들을 사용하였다는 점

이 특징이다. 합성과 천연섬유를 혼방하여 원단 주름 

예방 및 착용 편안함을 향상시켰다. 또한, 남성용 경찰

복과 다르게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간 재킷과 H 라인 

스커트를 적용하여 슬림한 실루엣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통과 같은 일부 부서를 위한 근무복 디자인

에 집중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Yang and Park(2003)은 

20~50세 교통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현행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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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및 디자인 만족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경찰 제복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점퍼의 색상은 

남색 계열로 현행복과의 통일성을 높였으며, 셔츠에

는 하늘색과 연보라 색상을 사용하여 다른 경찰 부서

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주머니는 가슴 양쪽 부위에 위

치하였으며, 상완에는 펜꽂이 디테일이 추가되었다.

기타 의복 연구와 다르게, Paek(2010)은 경찰 제복

의 이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찰관은 대외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직업으로서 착용자와 조직의 기호

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심미적 만

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Paek, 2010). 일반인을 대상

으로 경찰 제복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상

징적이고 제복적인 이미지가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의 제복은 높은 활동성과 기능적 이미지를 제

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의복 외에도, 경찰 근무복과 함께 매치할 수 있

는 안전조끼, 보호복, 우의 등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다. 

Han and Jeon(2012)은 교통 경찰을 대상으로 현행 조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인성 향상 및 신체 보호를 위

한 다기능안전조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높은 오

염 가능성, 맞음새, 내구성, 소재 등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되었으며, Light-emitting Diode(LED) 및 재귀반사 

소재 테이프 형태 및 소재 개선안, 발열 기능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Han et al.(2013)은 어두운 

환경에서 경찰관들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LED 및 재

귀반사 소재, 형광 소재를 적용한 조끼를 개발하였다. 

착용자의 높은 사용 의도를 위해서는 디자인, 움직임 

용이성, 재료, 기능성, 사이즈 등의 요소들에 대한 개선

을 제안하였다.

Kim and Kim(2014)은 여경기동대원을 대상으로 보

호복에 대한 착용 실태 및 쾌적성, 편리성, 디자인에 대

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열 쾌적성, 경

량성, 착탈 편리성 등의 개선을 위해 통풍 소재와 개구

부 디자인, 가벼운 충격보호 소재, 그리고 일체형 보호

복 구조 등이 요구되었다. Kim(2015)은 여성뿐만 아니

라 남성 기동대를 대상으로 보호복 착용 실태 및 만족

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부

분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땀 흡수 및 쾌적성

에 대한 기능 개선과 경량성 및 활동성 향상에 대한 보

호복 개선이 요구되었다. Kim and Kim(2015)은 3D 인

체스캔 데이터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보호복에 부

착할 수 있는 보호대를 제작하였다. 보호복은 인체 사

이즈와 곡률을 고려하여 제작되어, 신체 및 동작 적합

성과 착용 만족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Yu and Kim(2016)은 기존 근무복 위에 입을 수 

있는 우의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기능성 방수 

소재, 심실링, 매쉬 소재 안감, 재귀반사 테이프 등을 활

용하여 편안함과 통기성, 시인성 향상을 추구하였다.

경찰 근무복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의와 하의 등과 같이 전체 근무복 개발, 그리고 근무

복과 같이 입을 수 있는 조끼나 보호대와 같은 부분 의

복 타입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

름용 티셔츠 타입의 경찰 근무복에 대한 연구는 미미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많았으며, 

실제 의복 샘플 혹은 사진과 같은 문헌조사, 인터뷰, 착

용 평가 등도 이뤄졌다. 수집한 데이터 조사는 설문조

사법이 주로 적용됨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과 같은 기

술적 조사, 그룹 비교 등의 통계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제안된 경찰 근무복 디자인 전략들은: a) 상징성: 통일

성, 품위 향상; b) 기능성: 쾌적성, 편리성, 휴대성, 착탈 

용이성, 시인성, 경량성, 동작성, 관리 용이성; c) 심미

성: 단순성, 맞음새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지만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한 관련 연구

는 미비하다. 따라서, 의복이 경찰관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관과 일반인 모

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사례조사

1) 해외 경찰 근무복

해외 국가 사례분석을 위해 총 6개 대륙의 OECD 주

요 국가와 더운 지방을 포함한 28개국 39개 여름용 해

외 경찰 근무복 사례를 실제 샘플과 사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유럽(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칠레, 

페루, 브라질, 멕시코, 바하마, 쿠바), 오세아니아(호주), 

중동(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일본, 중

국-본토 및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인도, 태국),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찰 근무복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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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유사 근무복

국⋅내외 유사 근무복 디자인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Google), 핀터레스트(Pinterest)를 활용하

여(Park, 2017), 국⋅내외 안전 및 보안 업체 6군데의 근

무복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3) 국⋅내외 여름용 흡한 속건 기능성 티셔츠

국⋅내외 기능성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티셔츠 디자

인 및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7월 2일 기간에 브랜드스탁(Brandstock, 2018) 스포츠

웨어 및 아웃도어 분야의 Brandstock Top Index에 상위

로 리스트 된 브랜드 Nike, Under Armour, Adidas, The 

North Face, New Balance, Puma, Black Yak, Philosophia, 

Fila 등 10개 이상 브랜드의 여름용 흡한 속건 기능성 

티셔츠 34개 제품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2. 사전 설문조사

1) 현직 경찰관

현직 경찰관의 현행 의복 사용 현황과 개선점, 여름

용 티셔츠에 대한 선호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

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장소는 참여 의사가 있는 마포서 월드컵지구대,  4기동

단 43경찰관 기동대, 강북 교통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

행되었으며, 총 51명을 대상으로 답변을 수집하였다. 

설문문항은 사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Park, 2019), 선호하는 디자인에 관한  11문

항과 인구통계학적 문항 5문항, 주관식 답변 1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IBM의 SPSS 25.0을 이용

하여 기술적 분석(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교차분석, 

더미변수 t 검정, 비균등 소그룹 차이 분석을 위한 Welch

의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및 Scheffé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및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배경 및 계급과 근무지에 따른 그

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일반인

유의 추출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일반인 1,011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시 요구

되는 사항 및 선호하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15문항으로 여름용 

경찰 근무복 도입에 대한 의견 1문항과 선호하는 디자

인 9문항, 인구통계학적 4문항, 기타 연구 관련 기대하

는 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인터넷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IBM의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평균, 표준

편차, 백분율), 교차분석, 더미변수 t 검정, Welch's AN- 

OVA 및 Scheffé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통계학

적 그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3. 디자인 개발

1) 원단 개발

여름용 티셔츠에 많이 사용되는 흡한 속건 소재(Cool- 

max), 자외선 차단 소재(U-veil) 원사를 토대로 총 4차

례의 자체 원단 개발과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원단 소

재를 개발하였다. 원단 성능 검사는 기존 경찰복의 규

격서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섬유 혼용률(KS K 0210-1)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a), 필링(KS K ISO 12945-1)(KATS, 2014b), 세탁 견

뢰도(KS K ISO105-C06)(KATS, 2018), 마찰 견뢰도(KS 

K 0650-1)(KATS, 2017b), 일광 견뢰도(KS K ISO 105 B 

02)(KATS, 2015b), 자외선 차단률(KS K 0850)(KATS, 

2014a), 땀 견뢰도(KS K ISO105-E04)(KATS, 2017c), 공

기 투과도(KS K ISO9237)(KATS, 2017d), 방오성(KS K 

0610)(KATS, 2017a), 건조 및 흡수 속도(KS K 0642) 

(KATS, 2016a), 향균성(KS K 0693)(KATS, 2016b), 접촉 

냉⋅온감(KES-F7 Thermo Labo)(Kato Tech, 2017), 그리

고 흡습 발열성(ISO 16533:2014)(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14) 검사를 실시하였다.

2) 디자인 개발

사전 조사에서 도출된 디자인 사례 및 선호도 결과

를 바탕으로 현행복과 통일성이 높은 보수형 스타일

(Classical unity), 현행복과 혁신적 스타일이 절충된 스

타일(Gentle progress), 많은 디자인 변화를 보인 진보

적 스타일(Future modern)의 세 가지 디자인 타입으로 

개발하였다. 보수형, 절충형, 진보형으로 구분된 스타

일 중 디자인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부착물 종류와 위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자인을 수정하였다. 참

여자는 유의 추출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일반인 1,0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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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12문항으로서 여름용 경

찰 근무복 도입에 관한 1문항과 일반인이 선호하는 디

자인 방향 7문항, 인구통계학적 4문항, 기타 연구 관련 

기대하는 점 및 요구사항을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수집한 자료는 IBM의 SPSS 25.0을 이용하여 기

술적 분석(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더미변수 t 검정, 

Welch's ANOVA 및 Scheffé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그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시범 착용 및 설문조사

시범 착용은 2018년 8월에 2주간 실시되었으며, 총 

584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384명(1단 12기, 3단 

33기, 4단 47중, 5단 55중)은 기동대 경찰관과 의경이

었으며, 200명은 서울지방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티셔츠를 직접 착용

해본 참가자 중, 총 328명(56.2%; 156명 112 종합상황

실-설문조사, 172명 기동대-설문조사)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3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의 만족도에 관

련된 18문항, 개발 및 시범 착용 근무복 관련 11문항,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관한 5문항, 근무복 관련 개선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주관식 1문항을 포함하였다. 수집

한 자료는 IBM의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 검정, 카이제곱 검정, Wel- 

ch's ANOVA 및 Scheffé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인구

통계학적 그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례조사 결과

1) 해외 경찰 근무복

해외 경찰 근무복은 남색(29.3%, n=17)과 하늘색

(25.9%, n=15)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칼라의 형태

는 기본 폴로 칼라(78.72%, n=37)로 배색 단추(40.0%, 

n=2)로 디테일을 주었다. 소매는 중간 길이(46.34%, n 

=19)의 기본 셋인 소매(97.44%, n=38)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부착 장식 중 이름표는 오른쪽 가슴 상단(51.28%, 

n=20)에 부착되었으며, 제작 방식으로는 자수(28.2%, 

n=11)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흉장은 왼쪽 가슴(48.7%, 

n=19)에 가장 많이 부착되었으며, 흉장 또한 주로 자수 

방식(23.1%, n=9)으로 제작되었다. 어깨 견장은 주로 

탈부착(53.9%, n=21)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남색(41.0%, 

n=16)과 검정색(38.5%, n=15)이 많이 사용되었다. 휘

장은 밝은 아이보리색(33.3%, n=13)이 가장 많이 적용

되었고, 자수 방식(56.4%, n=22)이 가장 많이 나타났

다. 주머니는 양쪽 가슴(61.5%, n=24)에 주로 위치했으

며, 단추(53.9%, n=21) 장식이 가장 많이 보였다. 착용 

방법은 하의 속(79.5%, n=31)으로 입는 방법이 가장 많

았으며, 실루엣은 모든 국가의 사례에서 보통 여유분

을 지닌 일반형(100.0%, n=39)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디테일에는 칼라에 계급을 표시(34.8%, n=8)하는 디자

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국⋅내외 유사 근무복

국⋅내외 유사 근무복은 남색(37.5%, n=3)과 검정색

(25.0%, n=2)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반형 폴로 

칼라(100.0%, n=8)에 배색 컬러(50.0%, n=2)의 디테일

이 주로 나타났다. 소매는 기본 셋인 소매(75.0%, n=6)

로서 중간 길이(62.5%, n=5)가 가장 많이 보였다. 주머

니는 주로 없었으며(87.5%, n=7), 기타 디테일로는 가

슴 가로선 요크(50.0%, n=2) 등이 나타났다.

3) 국⋅내외 여름용 흡한 속건 기능성 티셔츠

국⋅내외 흡한 속건의 스포츠 의류는 검정색(32.4%, 

n=11)을 주색으로 회색(35.3%, n=12)을 배색으로 사용

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칼라의 형태는 라운드 넥(50.0%, 

n=17)이 많이 나타났으며, 소매는 중간 길이(55.9%, n 

=19)의 기본 셋인 소매(79.4%, n=27)가 가장 많았다. 부

착 장식과 주머니는 주로 없었으며(94.1%, n=32), 있

는 경우는 브랜드 로고가 다수였다. 실루엣은 슬림형

(55.9%, n=19)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디테일로는 절개

선 및 부분 배색(가슴 부위, 어깨, 겨드랑이, 밴드 테이

프, 어깨 및 목 부위), 버튼 다운 플래킷, V 넥, 소매 로

고, 반 집업 등이 나타났다. 해외 경찰 근무복, 국⋅내

외 유사 근무복, 그리고 여름용 흡한 속건 기능성 티셔

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2. 사전 설문조사 결과

1) 현직 경찰관

참여 경찰관은 20대(17.7%, n=9), 30대(41.2%, n=21), 

40대(33.3%, n=17), 50대 이상(7.8%, n=4)의 남성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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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경찰관의 계급은 경감 이하

(96.1%, n=49), 경감 이상(3.9%. n=2)이었으며, 근무 경

력은 5년 이하(37.3%, n=19), 5~10년(17.7%, n=9), 10~ 

20년(31.4%, n=16), 20~30년(11.8%, n=6), 30년 이상

(2.0%, n=1)이었으며 지구대, 교통, 기동대의 경찰관 

모두 외근이 주를 이뤄 여름철 야외의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용 경찰 티셔츠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의복에서 가장 선호된 이미지는 강인함/위엄/권위(33.9%, 

n=22)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련됨(32.3%, n=21)이었

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상은 남색(46.0%, n=29)이었

으며, 검정색(22.2%, n=14) 등 어두운 계열이 가장 선

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파란색, 밝은 아이보리 및 청

록색 등의 색상이 선호되었다. 검정색과 파란색 계열

은 Gaang(1995)과 Park(2019)의 경찰 제복 개선에 대한 

연구에서도 가장 선호된 색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남색이나 검정색과 같이 짙은 색상을 선호하는 것은 

강인함/위엄/권위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Lee & Kim, 2011; Paek, 2010).

칼라의 형태는 기본 폴로 칼라(27.1%, n=16)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맨투맨 티셔츠 칼라, 

그리고 리버스 칼라와 배색 컬러 및 플래킷이 선호되

었다. 소매는 기본 스타일(72.6%, n=37)을 가장 선호하

였으며, 라글란 소매와 같은 다른 형태의 소매(27.5%, 

n=14)가 그 다음으로 선호되었다. 이는 현행복과 Park 

(2019)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참여한 경찰관

은 기본적인 스타일의 칼라와 소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직한 디자인은 제작비 절감, 유니폼 제

작 및 배포의 효율적 운용,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는 장

점이 있다(Gaang, 1995; Lee & Kim, 2011).

부착 장식으로는 팔 부분 휘장(57.6%, n=38)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슴 부위 흉장과 어깨 

견장을 선호했다. 계급을 표시할 경우, 어깨 견장 부위

(32.1%, n=18)에 표시하거나 목 칼라 부위(39.6%, n= 

21)에 표시하기를 선호하였다. 부착 장식은 경찰관의 

권위와 같은 상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요소

이며, 동시에 위급 시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Han 

& Jeon, 2012; Paek, 2010; Park, 2019). 또한 밝은 색상 

혹은 재귀반사 소재 등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데(Gaang, 1995; Yu & Kim, 2016), 이러한 소

재의 부착 장식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경

찰관을 발견하고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주머니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39.6%, n= 

21), 주머니가 있다면 한쪽 가슴 부위에 달기를 원했다. 

또한, 주머니가 있는 경우 필기구 수납(41.0%, n=25)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덮인 노출형 포켓(26.4%, n=14)을 

가장 선호하였다. 주머니와 같은 디테일은 휴대성을 

높이나 외근 시 일반적으로 주머니가 많이 달린 조끼

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Han & Jeon, 2012), 티셔츠의 

주머니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

을 위한 티셔츠를 개발할 때에는 주머니 없는 디자인 

혹은 필기구와 같이 작은 수납이 가능한 덮인 노출형 

포켓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간소화된 

디테일의 경우 물건 수납에 의해 늘어난 부위의 수선

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Gaang, 

1995).

선호된 실루엣은 슬림형(47.1%, n=24), 그 다음으로

는 일반형(33.3%, n=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2019)의 일반형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다른데,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50대 이하의 젊은층이 주를 

이루는 것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Classification Police uniforms Similar uniforms Functional t-shirts

Color Navy (29.3%) Navy (37.5%) Black (32.4%)

Collar
Basic polo collar (78.7%)

Contrasted color button (40.0%)
Basic polo collar (100.0%)

Contrast colors (50.0%)
Round neck (50.0%)

Sleeve
Standard set-in sleeve (97.4%)

Medium length (46.3%)
Standard set-in sleeve (75.0%)

Medium length (62.5%)
Standard set-in sleeve (79.4%)

Medium length (55.9%)

Pocket
Upper breast (61.5%)

Button (53.9%)
None (87.5%) None (94.1%),

Silhouette Standard type (100.0%) Standard type (62.5%) Slim type (55.9%)

Table 1. Cas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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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방법은 대부분이 티셔츠를 바지 겉(92.2%, n= 

47)으로 꺼내 입기를 선호했다. 따라서 바지는 겉과 안

으로 모두 착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다양한 근

무 환경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요구

된다. 실루엣은 슬림형(47.1%, n=24)이 가장 선호되었

다. 따라서 움직이기 편안하면서도 날씬해 보일 수 있

는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주관식으로 받은 기타 의견에는 재질의 중요성

(28.6%, n=6), 내구성(14.3%, n=3) 등이 중요하게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주요 고려사항과 일치

한다. 즉, 유니폼의 경우 품위 향상을 위한 고급 소재의 

사용(Gaang, 1995), 착용 편안함이 우수한 원단 사용

(Park & Yang, 2001), 그리고 내구성(Han & Jeon, 2012)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특히 여름용 티셔츠 타입의 

유니폼의 경우 흡한 속건 및 방오성 등의 원단 기능성

뿐만 아니라 세탁 내구성, 염색 견뢰도, 필링 및 뜯김 

내구성 등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여름 경찰 근무복의 

규격서도 고려할 때, 세탁 견뢰도, 마찰 내구성, 필링 

내구성 등 전반적으로 4급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교차분석-Fisher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 결과, 

근무지에 따라 선호하는 소매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2). 외근-지역에서 근무

하는 경찰관은 일반형 및 라글란 소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없었으나, 외근-교통 및 기동대는 라글란 소매

보다 일반 소매를 더 선호하였다(Table 2). 따라서 지구

대와 같이 지역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위해서는 티셔

츠에 라글란 소매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일성이 요구

되는 유니폼의 특성상, 일반 셋인 소매를 티셔츠 디자

인에 적용하는 것이 전 부서의 더 많은 경찰관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통일성

은 경찰관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며(Lee & Kim, 2011; 

Paek, 2010; Yang & Park, 2003), 시민들에게 일관된 경

찰 이미지와 경찰 인식에 대한 혼동 예방 효과도 있다.

2) 일반인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성별은 50.2%의 남

성(n=507)과 49.9%의 여성(n=504)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일반인 참여자의 연령은 20~50대가 

1%  미만 차이로 각 나이대별로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지역은 서울특별시(33.8%, n=34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25.8%, n=261), 경상도(18.7%, 

n=189), 기타(12.2%, n=123), 충청도(7.4%, n=75), 강원

도(2.1%, n=21)의 순이었다. 직업은 직장인(51.4%, n= 

520)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10.5%, 

n=106), 자영업(10.1%, n=102), 공무원(14.9%, n=151), 

무직(14.9%, n=151), 그리고 기타(10.3%, n=104) 순이

었다.

여름용 티셔츠 타입의 경찰 근무복 도입에 대한 의

견은 긍정적(96.5%, n=976), 부정적(3.5%, n=35)으로 일

반인 대다수가 티셔츠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며, 경찰

관을 위한 여름용 티셔츠 타입의 근무복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경찰관 이미지에 관하여 신뢰감(47.0%, n=475)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인함/위엄/권위

(27.3%, n=276)와 친절함, 친근감(19.8%, n=20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신뢰감은 경찰 근무복이 전달해야 할 

주요 이미지 중 하나이다(Paek, 2010). 따라서, 일반인

이 선호하는 경찰관의 높은 신뢰감 이미지와 경찰관

이 가장 선호하는 강인함/위엄/권위 이미지의 조화로

운 전달을 위한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계열뿐

만 아니라 강인함/위엄/권위와 같이 어두운 색을 의복

Police
(department)

Sleeve type
Total
N (%)

χ2
Set-in sleeve

N (%)
Raglan
N (%)

Local 05 (050.0) 5 (050.0) 10 (100.0)

7.203*Traffic 16 (094.1) 1 (005.9) 17 (100.0)

Riot 16 (066.7) 8 (033.3) 24 (100.0)

*p≤.05

Table 2. Differences in preferences of sleeve types among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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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Johnson, 2001; Nickels, 

2007; Paek, 2010; Yu & Kim, 2016).

색상에 관한 질문의 응답은 배색을 고려하여 다중 

선택이 가능하였으며 응답결과,  체로 파란색 계열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하늘색: 32.5%, n=329, 파란색: 

30.6%, n=309, 남색: 27.5%, n=278). 그 다음으로는 밝

은 아이보리색(17.4%, n=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결과와 연관

된다고 사료된다. 파란색 계열의 색상은 경찰 유니폼

에 있어서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 색상 중 하나이다

(Paek, 2010).

칼라의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본 폴로 칼라

(27.6%, n=279)와 넥타이 디테일 칼라(26.6%, n=269)

가 선호되었다. 기본 폴로 칼라는 경찰관도 가장 선호

한 칼라였다. 따라서 티셔츠 개발 시, 기본 폴로 칼라의 

적용이 권장된다. 또한, 넥타이 디테일 칼라는 현행복

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며,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제복적 이미지의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는 기본 스타일(77.4%, n=783)을 가장 많이 선

호하였으며, 이는 경찰관의 선호도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티셔츠 디자인 개발 시, 기본 셋

인 스타일의 소매를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기본 스타일은 단정한 제복 이미지 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Gaang, 1995).

스타일 및 실루엣에 관한 질문에서는 보통의 여유

분을 가지는 일반형(73.1%, n=739)이 가장 선호되었

다. 본 결과는 슬림형을 선호한 경찰관들의 결과와 다

른데, 이는 20~60대 균등한 비율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티셔츠 시인성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절반 이

상이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73.6%, n=744)

라고 응답하여, 티셔츠의 시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시인성은 경찰복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Gaang, 1995; Han & Jeon, 2012; Han 

et al., 2013; Yu & Kim, 2016).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재귀반사 소재 등을 주머니 플랩, 소매 끝, 칼라 끝 

등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Gaang, 1995; Han & Jeon, 

2012; Han et al., 2013; Yu & Kim, 2016). 따라서 경찰 표

시 혹은 의류 부분에 재귀반사 소재 등을 적용하는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주관식으로 받은 티셔츠 관련 기대하는 점 및 중요

한 사항으로는 디자인(19.7%), 소재(18.3%), 편의성

(13.3%), 시인성(11.5%), 내구성(0.7%) 등으로 나타났

다. 특히 소재의 경우, 흡한 속건 소재와 같이 땀이 빨

리 흡수되고 마르는 원단과 내구성이 좋은 원단 사용

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일반인 또한 경찰관과 마

찬가지로 소재와 내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디자인, 편의성, 시인성 등에 대해서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과 시

인성은 실제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심미성과 시인성

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디

자인 개발 후 일반인과 경찰관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하는 디자인 선택이 

가능케 하고자 한다. 또한,  LED나 형광 색상에 비해 상

대적으로 디자인에 덜 영향을 주면서도 시인성을 높

일 수 있는 재귀반사 소재 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 여름

용 티셔츠 타입의 경찰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경찰관

과 일반인의 선호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t 검정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그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경찰관 이미지와 디자인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경찰관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신뢰감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실루엣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슬림형을 더 선호하였으며(p≤.001), 이는 선

행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슬림한 스타일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Yang, 2001). 칼라에 관

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기본 폴로 칼라(p≤.001)와 선 디

테일 칼라를 선호하였다(p≤.01). 경찰관 또한 이와 비

슷하게 기본 폴로 칼라를 가장 선호하였으므로, 티셔

츠 개발 시 기본 폴로 칼라의 적용이 권장된다. 통일된 

디자인의 유니폼 특성상 모든 시민의 선호도를 만족

시킬 수는 없으나, 경찰관과 시민들이 가장 선호했던 

디자인 옵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여름용 경찰 근무복 개발

1) 원단 개발

더운 환경에서의 신체 활동은 체온 증가를 유발하

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운 환경에도 쾌적함을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Sa- 

lata et al., 2018).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찰관 근무복 규

격서에 있는 시험 항목을 반영하여 총 4회의 원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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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원

단을 시범 착용 원단으로 선택하였다. 원단 개발의 세

부 사항은 <Table 5>와 같다.

2) 디자인 개발

사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통일성이 높은 보수형 

스타일, 현행복과 혁신적 스타일이 절충된 스타일, 많

은 디자인 변화를 보인 진보적 스타일의 세 가지 디자

인 타입으로 개발하였다. 크게 <Table 6>의 30개의 대

표 디자인을 가지고 색상 배색 및 부착 장식과 같은 디

테일 변화 등을 고려하여 총 115개의 디자인을 개발하

였다.

디자인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50.2%, n=512), 여성(49.9%, n=509)으로 구성되었으

Category Sub-category
Police Public

% N Rank % N Rank

Image

Strong/dignity/authority 33.9 22 1 27.3 276 2

Sophisticated 32.3 21 2 00.8 8 5

Trustworthy 12.3 8 3 47.0 475 1

Friendly 10.8 7 4 19.8 200 3

Proactivity 09.2 10 5 05.1 52 4

Others 01.5 1 6 - - -

Silhouette

Slim type 47.1 24 1 26.9 272 2

Standard type 33.3 17 2 73.1 739 1

Loose type 15.7 8 3 - - -

Fitted type 03.9 2 4 - - -

Color

Navy 68.3 29 1 27.5 278 3

Black 22.2 14 2 05.5 56 6

Blue 11.1 7 3 30.6 309 2

Light blue - - 7 63.1 329 1

Ivory 06.4 4 4 17.4 176 4

Cyan 06.4 4 4 15.3 155 5

White 04.8 3 5 17.4 176 4

Gray - - - 05.1 52 7

Others 01.6 1 6 - - 8

Collar

Basic polo 27.1 16 1 27.6 279 1

Man to man 23.7 14 2 - - -

Reverse 11.9 7 3 20.9 211 3

Contrasted colors/placket/necktie 11.9 7 3 26.6 269 2

Line detail 08.5 5 4 15.8 160 4

Button-down 06.8 4 5 09.1 92 5

V-neck 06.8 4 5 - - -

Band 03.4 2 6 - - -

Sleeve
Set-in sleeve 72.6 37 1 77.4 738 1

Others 27.5 14 2 22.6 273 2

Table 3. Differences in preferences between police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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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령은 20대(20.3%, n=207), 30대(20.5%, n=209), 

40대(20.3%, n=207), 50대(19.9%, n=203), 60대(19.1%, 

n=195)로서 성별과 연령의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

포되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35.4%, n=361), 경기도

(26.0%, n=265), 경상도(19.5%, n=199), 충청도(6.6%, n= 

67), 강원도(2.0%, n=20), 기타(10.7%, n=109)로서, 서울

특별시, 경기도가 대부분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도가 

많았다. 직업은 직장인(52.7%, n=538), 자영업(11.7%, 

n=119), 학생(8.8%, n=90), 공무원(2.0%, n=20), 무직

(13.8%, n=141), 기타(11.1%, n=113)로서, 직장인이 가

장 많이 참여하였다.

가장 선호되는 디자인으로는 현행복과 유사한 보수

형 디자인 중 마지막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다(58.2%). 

본 디자인은 현행복뿐만 아니라 시장조사에서 도출된 

디자인 사례 및 경찰관과 일반인 선호도 결과를 반영

하여 부착 장식물 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Table 7), 

(Fig.1). 현행복과 유사한 보수형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

자인을 전개하였으며, Clo 3D 프로그램으로 제작 전 

전체적인 외형과 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하의와 조

끼를 매치하여 시범 착용 근무복을 재현하였다(Fig. 2).

설문조사 결과, 개발한 여름용 티셔츠 도입에는 90% 

가까운 일반인 참여자들이 매우 긍정적인(88.7%, n= 

906) 태도를 보였다. 여름용 티셔츠의 경우, 현행복과 

통일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52.1%, n=532), 

경찰복 티셔츠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는 현행복과 가

장 유사한 디자인(58.2%, n=594)이 선호되었다(Table 

8).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현행복과의 통일성이 필

요(t=1.734, p≤.05)하다고 인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찰관 유니폼의 상징성을 높

게 평가한다(Paek, 2010). 이에 여성 참여자는 경찰관

의 일관된 상징적 이미지 전달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인식을 위한 경찰 제복 요소는 등에 위치한 

경찰 언어 표시(57.9%, n=591)가 가장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언어 표시는 필요(47.5%, n=485)

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경찰관 인식을 위한 필수 

Category Public (gender) Mean S.D. t-value

Image-Trustworthy
Men .434 .204

‒2.425***
Women .508 .500

Silhouette-Slim type
Men .657 .475

‒5.407***
Women .806 .396

Collar-Basic polo
Men .343 .475

‒5.407***
Women .194 .396

Collar-Line detail
Men .306 .461

‒2.871***
Women .226 .419

*p≤.05, **p≤.01, ***p≤.001
Independent t-test, 0=No, 1=Yes

Table 4. Differences in pre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Development

First
Made with Piquet, which is excellent in durability and notation for workwear, using U-veil, which has a superior 
ultraviolet cut-off ratio

Second
Applied Coolmax, a stable and widely used for wicking fabrics
Fast-dry finished
Fabric color developed close to the cyan of current police uniform's color

Third
Improved durability from pilling and snagging 
Applied fast-dry, anti-dust/bacteria, and cooling texture finishes
Developed into deep cyan by adjusting the current cyan color

Fourth Reduced the polyurethane content in Piquet to prevent pilling and snagging

Table 5. Fabric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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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장식으로는 팔 휘장의 경찰 마크(88.5%, n=904)

가 선택되었다. 이는 경찰관을 옆에서 바라보는 등 다

양한 각도에서 경찰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팔 부

분의 경찰 마크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표는 필요(50.6%, n=517)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필요 없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었으며, 계급

장 필요성은 보통(31.6%, n=323)  수준으로 인식되었고, 

만약 적용한다면 계급장은 어깨 부위 견장(45.9%, n= 

469)을 가장 선호했다. 특히, 40~60대는 20~30대보다 

이름표(F=5.421, p≤.001)와 계급장(F=2.418, p≤.05)이 

티셔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연령대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티셔츠에 이름과 

계급이 표시된 디자인을 더 선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은 여성보다 경찰 표시(p≤.05), 흉장(p≤.001), 이

름표(p≤.001)가 티셔츠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팔 휘장(t=3.962, p≤.001)이 티셔츠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ek(2010)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찰관 유

니폼의 제식 이미지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부착 장식물은 권위와 제식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이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부

착 장식물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시범 착용 및 설문조사

현직에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발한 디자인 시제

품에 대한 2주간의 시범 착용 후, 개발한 티셔츠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시범 착용 후 경찰관을 대상

Classical
unity

(classical,
familiar,

harmonious)

경     찰 

POLICE
POLICE

경     찰 

Gentle
progress
(gradual,
advanced,
changes)

POLICE

경    찰

경    찰
POLICE

경     찰 

POLICE

Future
modern

(progressive,
sophisticated,

modern)

Table 6. Developed init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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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은 남자(75.3%, n=116), 

여자(24.7%, n=38), n/a(n=174)였으며, 연령은 20대(3.1%, 

n=5), 30대(31.1%, n=50), 40대(37.3%, n= 60), 50대 이상

(28.6%, n=46), n/a(n=167)였다. 계급은 순경(2.5%, n=4), 

Category
Current

shirt type
Reference

Case
study

Preference survey
Design

Police Public

Image -
Dignity

(Gaang, 1995)

Strong/
dignity/

authority, 
trustworthy, 

friendly

Strong/
dignity/
authority

Trustworthy
Strong/dignity/authority, 

trustworthy

Color

Cyan (general), 
navy (riot 
police),
ivory 

(traffic)

Navy (Lee & Kim, 
2011; Park, 2019; 

Yang & Park, 2003), 
Ivory (Park & Yang, 

2001)

Navy Navy Light blue
Cyan (general),

navy (riot police),
ivory (traffic)

Collar
Basic 

polo collar

Basic polo collar 
(Lee & Kim, 2011; 

Park, 2019;
Yang & Park, 2003)

Basic 
polo collar

Basic 
polo collar

Basic 
polo collar

Basic polo collar

Sleeve
Standard

set-in sleeve, 
medium length

Standard
set-in sleeve

(Lee & Kim, 2011;
Park, 2019;

Yang & Park, 2003)

Standard
set-in 

sleeve, 
medium 
length

Standard
set-in sleeve

Standard 
set-in sleeve

Standard set-in sleeve,
medium length

Pocket Chest
Chest

(Lee & Kim, 2011)
None None - None

Silhouette
Standard & 

Slim
Standard & Slim 

(Park & Yang, 2001)
Standard & 

Slim
Slim Standard Standard & Slim

Attachment

Chest badge 
attachment 

pocket, name 
on chest, mark 
on an arm, and 

ranks on 
shoulders

Attachments
for symbols
(Paek, 2010;
Park, 2019)

Chest, 
shoulders, 

arms

Arm, 
rank on 

shoulders

Back, 
chest, 
arm

Chest badge attachment 
pocket, name on chest, 

mark on an arm, and ranks 
on shoulders, and police 

words on the chest 
and the back

Fabric

Stretchy fabric 
(polyester 92% 
+ polyurethane 

8%)

Wicking
(Kim, 2015;
Park, 2019), 
stretchability, 

anti-dust, good 
texture 

(Lee & Kim, 2011; 
Park, 2019)

Wicking 
fabric,
pique, 

shibori,
mesh fabrics

High quality,
good texture

Wicking 
fabric, 

durability

Wicking and stretchy 
fabric with the fast-dry, 

anti-dust, and 
cooling-texture finishes, 

shibori (rib-structred) 
fabric on a collar and 

sleeve ends

Others

Contrast 
colored placket 

and buttons 
with a flap 

cover

Visibility
(Han & Jeon, 2012; 
Han et al., 2013), 
unity and simple
(Gaang, 2015;
Paek, 2010)

Styling: 
tucked-in and 

untucked,
contrast
colored 
buttons

Styling: 
tucked-in and 

untucked,
fabric, 

durability

Design, 
convenience, 

visibility,
durability

Styling: tucked-in and 
untucked,

contrast colored placket 
and buttons with

a flap cover,
retro-reflective films

for visibility

Table 7. Design specifications developed referr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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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11.5%, n=18), 경사(28.7%, n= 45), 경위(35.0%, n 

=55), 경감(11.5%, n=18), 경정 이상(8.9%, n=14), 기타

(1.9%, n=3), n/a(n=171)로 다양한 계급의 경찰관이 참

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디자인과 소

재 만족도 모두 80% 이상 매우 만족/만족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디자인, 이미지 적합성,  소재,  흡⋅탈수 기능, 

탈취⋅항균 기능, 통기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

과, 모두 80% 이상 매우 만족/만족으로 나타났다(Fig. 

3). t 검정 및 Welch's ANOVA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그

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개발한 여름용 티셔츠 타입의 경찰 근무복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종 분석 및 디자인

시범 착용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은 

개발된 티셔츠의 디자인, 소재, 이미지에 대해 모두 전

Fig. 1. The t-shirt designs used in the survey (from left to right: cyan-general police, ivory- traffic police, and 
navy-riot police, front and back views with a safety vest; applied different colors for the department 
identification).

Fig. 2. Developed design flat sketches and specifications.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6, 2019

– 850 –

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조사 

및 사전 설문조사에서 어두운 계열에 색상을 선호하

는 것과 다르게, 참여자들은 현행복과 통일성을 주는 

청록색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청록색

은 기존 경찰 현행복과의 통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군복과 같은 타 기관의 유니폼과 차별성을 주는 기능

도 지닌다.

기존 디자인에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

Group Mean S.D. F-value t-value

a) Necessary-Police letters (chest)

Men 0.516 0.500
04.249*** ‒2.167***

Women 0.448 0.598

b) Necessary-Police mark (arm)

Men 0.854 0.354
42.993*** ‒3.224***

Women 0.918 0.275

c) Necessary-Police badge (chest)

Men 0.137 0.344
46.801*** ‒3.357***

Women 0.073 0.260

d) Necessary-Name tag (chest)

Men 0.109 0.312
85.290*** ‒4.456***

Women 0.037 0.190

e) Wearing newly designed t-shirt

Men 1.150 0.354
49.507*** ‒3.451***

Women 1.080 0.269

f) Similarity with existing uniforms

Men 2.125 0.874
04.869*** ‒1.734***

Women 2.033 0.814

g) Necessary-Name tag (chest)

20s 2.295B 1.041

05.421***  

30s 2.292B 0.864

40s 2.024A 0.810

50s 2.054A 0.869

60s 2.010A 0.867

h) Necessary-Rank mark (shoulder)

20s 3.000AB 1.119

02.418***  

30s 3.101B 1.059

40s 3.048B 1.051

50s 2.877AB 1.081

60s 2.821A 1.052

*p≤.05, ***p≤.001
a)-d): 0=No, 1=Yes; Independent t-test
e)-h): 5 Likert chart, 1=strongly agree; 5=strongly disagree; Welch's ANOVA; the mean average closer to 1 indicates that the group 
more strongly agree to the statement than the mean average closer to 5; Scheffé's ad-hoc analysis: A<B

Table 8. Results of the evaluations on developed design b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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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문조사에서 경찰 언어 표시가 등에 있는 것이 가

장 도움이 된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 

언어 표시를 영어로 등 부위에 넣고, 가슴 부위의 경찰 

언어 표시는 제외하였다. 대신에, 그 부분에 경찰관 및 

일반인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슴 흉장인 경찰 마

크를 넣었다. 이는 현행복과의 통일성을 높이며, 경찰

을 상징하는 주요 부착 장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흉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세탁 시 제거가 가

능하도록 부착형 흉장을 포켓형 흉장 걸이로 대체하

였다.

기타 동일한 사항은 가장 선호되었던 팔 부위의 휘

장, 등 부위의 재귀반사 소재 경찰 언어 표시, 계급 표

시 견장, 그리고 이름표를 최종적으로 티셔츠 디자인

에 적용하였다. 피케 원단 소재를 적용하여 티셔츠 타

입이지만 제복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여밈 방법은 현행복과 통일성 있는 배색 커버 플래킷

과 단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배색 커버 플래킷은 현

행 셔츠 타입에 비해 짧게 제작하여 통일성을 유지하

면서도 티셔츠 타입으로서 활동성과 편안함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디테일은 시보리 기본 폴로 칼라에 목

밴드를 넣어 서있는 형태의 칼라로 제작하여 제복적

이고 단정한 느낌이 들게 하였으며, 안단에 남색의 어

두운 목밴드를 넣어 여름철 많은 땀 등에 의한 목 부위 

오염을 방지하였다. 또한, 가장 선호된 일반 셋인 소매

의 중간 길이로 디자인하여 현행복과의 통일성이 있

으면서도 티셔츠에 어울리는 디테일로 디자인하였다

(Fig. 4)‒(Fig. 5).

V. 결 론

본 연구는 경찰관의 여름용 티셔츠 타입의 근무복 

상의 개발을 통해 여름철 의복 생활에 만족도와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개발한 디자인을 경찰관 복제 

시스템에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여름철 장시간 근무

하는 경찰관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복

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 및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자료 및 시장조사를 진행하였고, 현행 의복 

및 근무 환경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

찰관과 일반인의 현행 근무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및 적용 가능한 디자인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장조

사는 해외 경찰복, 국⋅내외 유사 유니폼, 기능성 스포

츠 의류의 디자인 요소와 세부 디자인 옵션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 기능별 경찰관 근무 현장을 방문

하고, 총 51명을 대상으로 현행 근무복 및 경찰 여름 근

무복 상의 개발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에 대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총 1,011명의 일반인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경찰용 여름 근무복 상의 디자

Fig. 3. Satisfactions of police officers on developed uni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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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둘째, 디자인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

행복과의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원단

은 흡한 속건 소재의 시장조사 및 시험 검사를 통해 우

수 후보군 스크리닝을 실시한 후, 티셔츠용 근무복을 

위한 원단을 개발하였다. 개발에 사용된 원단은 편안

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흡한 속건 소재를 사용하였으

며, 필링에 대한 내구성을 보완하였고, 일방향 수분 전

이성 향상과 방오/향균향취를 위한 후가공을 처리하

였다. 그리고 내구성이 높고 제복형 고시감이 있는 피

케와 통기성이 우수하여 활동복에 어울리는 매쉬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하여 경찰 내 각 부서별 원단 선택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Clo 3D와 같은 가상 의류 디자인 및 비디오 제

작을 통해 실제 샘플 제작 전에 착용 스타일을 확인하

Fig. 4. Developed design specifications.

Fig. 5. Developed police officers' uniforms (from left to right: front-untucked, back-untucked, front-tucked-in, 
and front-matched with a 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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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SPSS 25.0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다각적인 디

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디자인, 원단 개발 및 

샘플 제작을 통해 경찰관과 일반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름용 티셔츠형 근무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여 샘플을 제작하기 위

해 총 1,021명의 전국 남녀 일반인의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디자인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

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범 착용 제품은 경찰

관을 대상으로 2주간의 시범 착용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38.0%), 만족(50.3%), 

디자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32.9%), 만족(51.8%), 소재 

만족도는 매우 만족(51.2%), 만족(37.0%)로서 디자인, 

소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부분 모두 80% 이상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관과 일반인의 선호도 조사를 바탕

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실제 경찰관들의 시범 착

용을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

구결과 및 개발한 디자인은 실제 복제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의를 중심으로 개발되었

으므로, 향후 하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향후 여성 및 다양한 계급의 경찰관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근무복 개발에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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