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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preliminary data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desirable a
nurse's uniform to perform their work successfully. It examined the statue of wearing nurse's uniform and
found the problem. The survey was conducted at 5 university hospita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all those who were polled were female and the
respondent's age was especially high in persons over 35. Married and single person had similar ratio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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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of them wer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More than half of them were engaged in the
reception desk and were positioned as a nurse having a minimum of ten years' experience.
Second, the most of uniform's style were princess-style top and pants mostly. Most of them put on
straight-style pants and didn't wear a skirt. Especially shirt collar, short sleeves, central meeting style
button was more common but not back meeting style. The white color had the largest number of
uniforms, followed red and purple. Result also revealed that the uniform's color was mostly warm color
such as red and purple. The most uniform's pattern was emblem of hospital followed striped, floral and
dotted. More than half of them changed their uniform every four years and most of them decided their
size by measuring individually.
Third, result of the satisfaction investigation on the function of uniform for movement, the respondents was not satisfied with their uniform.
Finally, this study explored the satisfaction for uniform as its components including aesthetic
appreciation, functionality and symbolism. It showed that the respondents were only satisfied with the
symbolism but not aesthetic appreciation and functionality.
Key Words: Uniform(유니폼), Wearing Condition(착용실태), Nurse(간호사), University Hospital(대학병원)

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

Ⅰ. 서론

H.I.P(Hospital Identity Program)의 일환으로 병원
오늘날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구조

의 상징성과 소속감을 간호사복에 표현하면서 그 변화

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직업세계는 더욱 다양화,

가 본격화 되었다.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의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다(M. A. Dickson and A.

료법개정으로 의료기간 인증제 시행에 따라 의료서비

Pollack, 2000). 따라서 특정 직업이나 단체를 구분 짓

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병원이 환자, 방문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

는 유니폼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위한 작업복

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

의 기능은 물론 단체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외

은 중요한 과제이다. 유니폼은 한 단체의 이미지를 드

적으로는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착용자의 지위

러내는 움직이는 홍보물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

에 대한 보는 사람의 이해를 촉진시키며 개인과 단체

이 있다.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평가한 최병순(1995)

의 특성을 전달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
다(M. R. Solomon, 1983). 또한 유니폼은 착용자에게

은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항목이 간호사 이미

직무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역할과

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으며,

정체성이 올바르게 상징된 유니폼은 업무능력의 향상

김복랑, 정복례, 김선희, 김옥숙, 남영화, 이길자(1996)
의 연구에서도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복장과 외모에

에도 도움이 된다.
오늘날 의료분야의 발전으로 병원은 여러 업무를

대한 항목이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세분화시켰고 전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의료기관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차별화된 병원 이미지의

는 병원 조직체의 궁극적인 이미지 형성에 간호사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적인 시

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며, 동시에

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간호사의 이미지이다.

간호사의 업무충실도와도 동일하게 여겨짐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간호사복은 1965년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

것이다.

복장에 대한 규범｣을 제정한 이래 그 원형 틀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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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호사복은 병원의 이념을 상징하고 경쟁력을

쇄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간호업무의 효율적

한 문항을 발췌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

인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용덕,

며, 설문내용은 총 4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

2004).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

자의 일반적인 사항 6문항, 유니폼에 대한 착용 현황

사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미정(2003), 김선

및 실태에 관한 13문항, 유니폼의 동작성에 대한 7문

희, 류은정(2002), 이경희(1987)는 간호사의 유니폼

항,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에 대한 만족도에 관

선호도를 기초로 간호사복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

한 15문항으로 총 41문항을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와 황은경(2003), 황은경, 정성지, 장남경(2006), 안창

5점;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

현(2007), 서주희, 진기남, 윤종희(2010)는 병원 유니

로 측정하였다.

폼 중 간호사복 외에 치위생사, 간병인 등 간호업무 중
세부적인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조자, 이원

2. 연구기간 및 방법

희, 허혜경, 김창희, 홍성경(1993), 정지숙(2000), 정
지숙, 지성애(2001)는 간호사 또는 간호사 유니폼의
이미지, 자기만족도에 관한 연구 등 몇몇의 제한적 연
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병원에서 간
호사의 업무 활동에 따른 간호사복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한 채 불편한 간호사복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만족도
와 효율성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1년 11월 18
일까지 7일간이었다. 각 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설문
지를 배포하고, 2～7일 사이에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또 각 병원을 직접 방문
하여 기존 유니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진촬영 및 도
식화를 통해 간호사복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라는 간호사들의 업
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사들의 업무활동에 적합하

3. 분석방법

고 근무 시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전문성과 동작성을

전체 설문지 120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

향상시키는 간호사 유니폼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외한 108부의 설문지는 SPSS(Statistical Package

제시하고자 광주지역 대학병원 5곳(전남대학교병원,

for the Social Science)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

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병원, 서남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유니폼의 착용 현

사용하였다.

황 및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간호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Ⅲ. 연구결과 및 고찰

람직한 간호사복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향을 제공
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업무유형,

Ⅱ. 연구방법

병원 내 직위 및 근무경력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1. 조사대상 및 측정도구

조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35세 이상이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전남대학교병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34세 28.0%,

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

25∼29세 16.6%, 20∼24세 13.9%로 나타났다. 결혼 상

과병원, 서남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태는 기혼자는 55.6% 미혼자 44.4%보다 높은 것으로

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120명을 선정하였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자와 전문대졸이 50.5%, 38.9%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김선희, 2002; 이은영, 2006;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업무유형은 접수 및 안내

김용덕, 2004)에 사용된 설문 중에서 본 연구에 필요

가 58.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의 직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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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
항목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24세

15

13.9

25~29세

18

16.6

30~34세

30

28.0

35세이상

45

41.7

기타

0

0

미혼

48

44.4

결혼 상태 기혼

60

55.6

기타

0

0

업무 유형

직위

빈도(명

비율(%)

접수 및 안내

구분

63

58.4

진료업무

21

19.4

수술업무

9

8.3

기타

15

13.9

수간호사 이상

15

13.9

일반 간호사

90

83.3

기타

3

2.8

1년 미만

0

0

3

2.8

1년 이상~3년 미만

12

11.1

전문대졸

42

38.9

3년 이상~5년 미만

15

13.9

대졸

고졸
학력

항목

근무 경력

54

50.0

5년 이상~10년 미만

24

22.2

대학원졸

9

8.3

10년 이상

57

52.8

기타

0

0

기타

0

0

일반간호사가 8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근무경력

했다. 이는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활동성을 강조하

은 10년 이상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년

고 전문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

이상∼10년 미만 22.2%, 3년 이상∼5년 미만 13.9%,

동에 편리한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슬

1년 이상∼3년 미만 11.1%순으로 나타났고, 1년 미만

림하게 밀착되는 실루엣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경력자는 없었다.

수 있다.
하의 중 바지는 ‘스트레이트형’이 63.9%, ‘슬림형’이
27.8%로 나타났고, ‘스커트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2. 유니폼 착용현황 및 실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에 대한착용 현황 및 실
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니폼의 구성, 상의, 하의, 칼라,

63.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H라인’이 30.5%, ‘타이
트형’이 5.6%로 나타났다.
유니폼의 상의의 형태 중 칼라는 ‘셔츠칼라’는 66.79%,

소매, 여밈 형태, 색상, 문양, 디자인 교체시기, 치수결
정방식, 간호사복 선택방식의 빈도를 분석하고 백분율

‘피터팬칼라’ 16.69%, ‘차이니스칼라’ 13.9%로 나타났

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고, ‘윙칼라’ 2.89%로 나타났으나 활용 정도는 낮은 결

간호사 유니폼의 구성은 ‘상의+바지’가 66.7%로 가

과로 나타났고, ‘세일러칼라’와 ‘보칼라’는 나타나지 않

장 많았고, ‘상의+바지+스커트’ 25.5%, ‘상의+스커트’

았다. 소매는 ‘반소매’가 72.3%로 대부분으로 차지했

8.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전적인 간호사복의 ‘상

고, ‘혼합형(7부+반소매)’과 ‘긴소매(7부)’는 각각 16.6%,

의+스커트’구성이 전체 착용 간호사복 중 가장 높은

11.1%로 나타났다. 여밈은 ‘중앙여밈 : 단추’ 94.4%이

비율을 차지했었던 이전의 연구(조영숙, 1982; 심순학,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앙여밈 : 지퍼’와 ‘중앙

1992)결과와는 많은 차이는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간

여밈 : 지퍼+단추’는 2.8%로 나타났고, ‘뒷여밈’은 나

호사복 구성에 있어서 업무 시 활동성과 편의성을 강

타나지 않았다. ‘뒷여밈’은 착․탈의가 불편하고 간호사

조한다는 것을 해석 할 수 있다.

복 디자인으로도 다양하지 못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니폼의 구성 중 상의는 ‘프린세스형’이 72.2%로

사료된다. 또한 여밈의 위치는 칼라나 네크라인의 형태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임을 알

에 따라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셔츠칼

수 있으며, ‘슬림형’이 25.0%, ‘박스형’은 2.8%에 불과

라’나 ‘피터팬칼라’의 경우 ‘중앙여밈 : 단추’, ‘중앙여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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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유니폼 착용 현황 및 실태
항목
유니폼
구성

구분
(부분 도식화)
상의+바지
상의+스커트
상의+바지+스커트
기타
슬림형

빈도
(명)
72
9
27
0

비율
(%)
66.7
8.3
25.0
0

27

25.0

항목

소매

여밈

상의

박스형

프린세스형
기타
슬림형

스트레이트형

3

2.8

78

72.2

0

0

30

27.8

69

색상

63.9

문양

바지

부츠컷형
하의

0

0

빈도
(명)
12
78
18
0
102
3
3
0
0
84
15
0
0
9
0

비율
(%)
11.1
72.3
16.6
0
94.4
2.8
2.8
0
0
77.8
13.9
0
0
8.3
0

스트라이프문양

33

30.5

병원심벌문양

42

38.9

체크문양

0

0

추상문양

0

0

꽃문양

15

13.9

도트(점문양)

3

2.8

동물캐릭터문양

0

0

무문(문양없음)

15

13.9

기타

0

0

안입음

9

8.3

1년에 2회

0

0

기타

0

0

1년에 1회

30

27.9

H라인

33

30.5

A라인

0

0

타이트형

6

5.6

69
0

63.9
0

2년에 1회

18

16.6

교체시기 3년에 1회

9

8.3

4년 이상

51

47.2

0

0

15

13.9

개개인의 치수를 계측해서맞춘다

90

83.3

기타

3

2.8

18

16.7

디자인

기타

스커트

안입음
기타

칼라

구분
(부분 도식화)
긴소매(7부)
반소매
혼합형(7부+반소매)
기타
중앙여밈 : 단추
중앙여밈 : 지퍼
중앙여밈 : 지퍼+단추
뒷여밈
기타
흰색
붉은색계열
초록색계열
파랑색계열
보라색계열기타
기타

표준치수(사이즈)에 의한 기성복
치수 결정 (대/중/소)
방식

셔츠칼라

72

66.7

한 가지 유니폼을 선택해서 일률
적으로 착용한다

차이니스칼라

15

13.9

피터팬칼라

18

16.6

근무부서의 구분을 위해 부서마
다 다른 디자인을 입게 한다.

21

19.5

세일러칼라

0

0

직위의 구분을 위해 직위마다 다
른 디자인을 입게 한다.

36

33.3

보칼라

0

0

윙칼라

3

2.8

근무부서, 직위마다 다른 디자인
을 입게 한다.

33

30.5

기타

0

0

기타

0

0

간호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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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지퍼’, ‘중앙여밈 : 지퍼+단추’와의 활용이 많이 나타

장남경, 2006)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 유니폼 디자인 교체시기가 대학병원이 일반 중․소

색상은 ‘흰색’이 77.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붉

형병원, 개인병원에 비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

은색계열’ 13.9%, ‘보라색계열’ 8.3%로 나타났고, ‘초

학병원이라는 특성상 병원이미지 정체성을 위해 유니

록색계열’과 ‘파랑색계열’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간호사

폼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교체시기도 빈번

유니폼 색상으로 ‘흰색’이 가장 많다는 선행 연구(김선

하지 않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희, 2001; 이경희, 198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전통

치수 결정 방식은 ‘개개인의 치수를 계측해서 맞춘

적인 병원이미지와 함께 ‘흰색’이 깨끗하고 청결해보임

다.’ 83.3%로 대부분을 나타났고, ‘표준치수(사이즈)에

과 동시에 단아해보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의한 기성복(대/중/소)’ 13.9%로 나타났다. 이는 김선

‘붉은색계열’, ‘보라색계열’ 등 난색계열 색상을 많이

희, 류은정(2002)의 연구에서 간호사복 치수체계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개개인의 치수에 맞추는 형태가 대대수의 결과로 나타

국내 간호사복은 ‘백의의 천사’라는 고유의 이미지에서

난 결과와 비슷하며, 대부분이 개인의 신체치수에 맞는

탈피하여 파스텔 계열의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고 있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H.I.P(Hospital Identity Program)의 일환으로

간호사복 선택은 ‘직위의 구분을 위해 직위마다 다

병원 상징색을 간호사복에 적용하거나 병동과 부서의

른 디자인을 입게 한다.’와 ‘근무부서, 직위마다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생상으로 차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입게 한다.’가 각각 33.3%, 30.5%로 비슷하

추세와도 맞는 결과이다.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

게 나타났고, ‘근무부서의 구분을 위해 부서마다 다른

성상 긍정적인 이미지를 환자나 방문객들에게 주기 위

디자인을 입게 한다.’ 19.5%, ‘한 가지 유니폼을 선택
해서 일률적으로 착용한다.’ 16.7%로 유의하게 나타났

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문양은 문양이 있는 경우가 86.1%를 차지하였고,

다. 이는 김선희(2001)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종합,

무문(문양 없음) 13.9%로 나타났다. 문양이 있는 경

대학병원 등 큰 규모의 병원일수록 직위구분을 위한

우 ‘병원심벌 문양’ 38.9%‘, ‘스트라이프 문양’ 30.5%,

간호사복 디자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일치

‘꽃 문양’ 13.9%, ‘도트(점 문양)’ 2.8%로 나타났고,

한다.

‘체크 문양’, ‘추상 문양’, ‘동물캐릭터 문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문양을 간호사복 상의 전체에 ‘스트라이프 문

3. 유니폼의 동작성

양’을 사용할 경우 문양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옅은

간호사의 업무는 직접업무와 간접업무로 나누어 살

색상을 사용하여 잔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들도록 하

펴볼 수 있다. 직접업무는 환자의 간호 및 치료, 투약

였으며, ‘병원심벌 문양’, ‘꽃 문양’, ‘도트(점 문양)’ 을

행위 등에 관한 업무가 주로 행해졌으며 활동량이 많

사용하는 경우에는 밝고 선명한 원색으로 활동적인 이

고 동작 범위가 크다. 간호사의 간접업무로는 회의, 기

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 문양을 간호사

록 및 관리, 그리고 안내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

복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앞의 색상에서 배색

무동작에서 그다지 높은 활동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간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다트나 요크선, 절개선을 이용하

호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를 조사한

여 면을 나누어 나타났다. 또한 병원의 상징성을 표현

김동욱 외(2001) 연구를 살펴보면 투약관련 간호, 활

하기 위해 ‘병원심벌 문양’을 간호사복에 디자인에 표

력징후의 비정상 여부확인, 환자확인, 무균술, 수분상

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 관찰 순으로 업무의 중요도가 나타나 다양한 간호

유니폼 디자인 교체 시기는 ‘4년 이상’ 47.2%로 절

업무 중 직접적인 간호업무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

반 가까이 나타났고, ‘1년에 1회’ 27.9%, ‘2년에 1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바탕

16.6%, ‘3년에 1회’ 8.3%로 나타났고, ‘1년에 2회’는

으로 간호사의 업무 시 동작성을 선별하여 문항을 선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연구(황은경, 정성지,

정한 후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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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유니폼의 구성요인인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으

<표 3> 조사대상자의 유니폼 동작성
문 항

활동하기 불편한 간호사복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뒤의 등(허리)부분이
보일까 신경 쓰인다.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목둘레가 파여 속옷(가
슴)이 보일까 신경 쓰인다.
팔을 위로 올릴 때 소매부분이 당겨서 불편
하다.
양팔을 양옆으로 벌릴 때 단추와 단추사이가
벌어져 속옷이 보일까 신경 쓰인다.
쪼그려 않는 동작에서 바지의 엉덩이, 허리부
분이 불편하다.
쪼그려 않는 동작에서 바지의 대퇴부 부분이
불편하다.

로 각각 5가지 설문으로 살펴보았는데, 상징성이 가장

평균

높게 나타났고, 심미성, 기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상징
성 측면에서 가장 만족하였으며, 상징성 측면을 제외한

1.80

기능성과 심미성 측면은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3

심미성에서는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깨끗하고 단
정해 보인다.’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고, ‘우리

1.23

병원의 간호사복 디자인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
다.’는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복 또한 다

2.89

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신체에 적합한 유니폼
을 착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미성에 대한 욕

2.69

구로 사료된다. 한연희, 박명회(2005)의 연구에서 점
차 병원이나 의료인 자신의 기호와 서비스의 이미지를

2.86

부각시키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생겨나고 있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대학병원에서는 미적으

2.75

로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상징적인 의미도 강조된 유
니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의 동작성에 관

기능성에서는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세탁 관리,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간

손질이 편리하다.’,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촉감이 좋

호사복의 불편사항을 간호업무 동작에 따라 세부적으

고 옷감이 가볍다.’,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신축성이

로 살펴보면,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목둘레가 파여 속

있어 근무, 작업 시 활동이 편하다.’는 대체적으로 높은

옷(가슴)이 보일까 신경 쓰인다.’가 가장 낮은 만족도

만족도로 나타난 반면,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더러움

로 나타났으며, ‘팔을 위로 올릴 때 소매부분이 당겨서

이 잘 타지 않는 옷감이다.’,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불편하다.’, ‘쪼그려 않는 동작에서 바지의 엉덩이, 허

땀을 잘 흡수하여 쾌적감은 느낀다.’는 낮은 만족도로

리부분이 불편하다.’,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뒤의 등

나타났다. 이는 유니폼의 소재로 일반적으로 내구성과

(허리)부분이 보일까 신경 쓰인다.’, ‘쪼그려 않는 동작

세탁성이 우수한 실용적인 혼방제품이 많이 사용되기

에서 바지의 대퇴부 부분이 불편하다.’, ‘양팔을 양옆으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로 벌릴 때 단추와 단추사이가 벌어져 속옷이 보일까

상징성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신경 쓰인다.’는 유의한 빈도로 나타났다. 특히, ‘몸을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타 직종과 구별이 가능하다.’

앞으로 숙일 때 목둘레가 파여 속옷(가슴)이 보일까

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병원의 간호사

신경 쓰인다.’가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난 것은 간호

복은 간호사의 권위를 잘 나타낸 준다.’는 다소 낮은

사의 업무 시 침대나 휠체어 등에 눕거나 낮은 자세로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의료행위

있는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자체뿐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강조됨에 따라 시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각적인 측면 특히 유니폼이 병원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디자인이 인정된 전문 업체에서 유니폼을 제작하기 때

4.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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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대상자의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
항 목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문 항

평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디자인, 색상, 문양 등의 면에서 유행에 맞게 디자인되었다.

2.89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색상이 예쁘면서도 입는 사람에게 대체로 잘 어울린다.

3.08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

3.44

우리병원의 간호사복 디자인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2.42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바느질과 끝손질이 깔끔하다.

2.94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 옷감이다.

2.78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땀을 잘 흡수하여 쾌적감은 느낀다.

2.61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신축성이 있어 근무, 작업 시 활동이 편하다.

2.97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세탁 관리, 손질이 편리하다.

3.28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촉감이 좋고 옷감이 가볍다.

3.00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병원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3.25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간호사라는 전문직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3.47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타 직종과 구별이 가능하다.

3.78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간호사의 역할에 잘 맞는다.

3.11

우리병원의 간호사복은 간호사의 권위를 잘 나타낸 준다.

2.92

Ⅳ. 결론

균

2.95

2.93

3.31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간호사
라는 직업적 특성상 활동성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동작

본 연구는 광주지역 대학병원 5곳(전남대학교병원,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의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

중 바지는 ‘스트레이트형’이, 스커트는 ‘착용하지 않는

병원, 서남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복의 착용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칼라는 ‘셔츠칼라’, 소매는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

‘반소매’가 대부분으로 차지했고, 여밈은 ‘중앙여밈 :

고, 간호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

단추’가 가장 많았고, ‘뒷여밈’은 나타나지 않았다. ‘뒷

한 간호사복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향을 제공하고

여밈’은 착․탈의가 불편하고 간호사복 디자인으로도

자 하였다.

다양하지 못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색상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흰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붉은색계열’, ‘보라색계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

열’ 순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 유니폼 색상으로 ‘흰색’

은 35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결혼

이 가장 많은 것은 전통적인 병원이미지와 함께 ‘흰색’

상태는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

이 깨끗하고 청결해보임과 동시에 단아해보이기 때문

다. 학력은 대졸자와 전문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붉은색계열’, ‘보라색계열’ 등

업무유형은 ‘접수 및 안내’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난색계열 색상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간호사의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병원 상징색을 간호사복에 적용하거나 병동과 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상으로 차별화하여 사용하고

둘째, 유니폼 착용현황 및 실태는 간호사 유니폼의

있는 추세와도 맞는 결과이다. 문양은 문양이 있는 경

구성은 ‘상의+바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간호

우가 86.1%를 차지하였고, 무문(문양 없음)은 13.9%

사복 구성에 있어서 활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로 나타났다. 문양이 있는 경우는 ‘병원심벌 문양’, ‘스

있다. 상의는 ‘프린세스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

트라이프 문양’, ‘꽃 문양’, ‘도트(점 문양)’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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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문양을 간호사복 상의 전체에 ‘스트라이프 문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간호사복은 유니폼, 작

양’을 사용할 경우 문양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옅은

업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색상을 사용하여 잔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들도록 하

아름답고 신체에 적합한 간호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인

였으며, ‘병원심벌 문양’, ‘꽃 문양’, ‘도트(점 문양)’을

간의 기본적인 심미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밝고 선명한 원색으로 활동적인 이

다. 간호사들이 선호하면서 감각 있는 디자인의 간호사

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유니폼 디자인 교

복을 착용한다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

체 시기는 ‘4년 이상’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는데, 이는

러한 만족감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환자들이나 방문객

유니폼의 교체시기가 일반 중․소형병원, 개인병원에

들도 병원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학병원이라는 특성

간호사들이 선호하고 바람직한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상 병원이미지 정체성을 위해 유니폼 디자인에 많은

파악하고 이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조하될 수 있

변화를 주지 않고, 교체시기도 빈번하지 않다고 사료된

는 간호사복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

다. 치수 결정 방식은 ‘개개인의 치수를 계측해서 맞춘

순히 소속과 지위의 상징에서 나타가 병원의 신뢰도,

다.’가 대부분을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마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의 이미지 등 전달 할 수 있다

찬가지로 간호사 대부분이 개인의 신체치수에 맞는 유

면 경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복 선택

으로 사료된다.

은 ‘직위의 구분을 위해 직위마다 다른 디자인을 입게

본 연구의 의의는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 의료인으로

한다.’와 ‘근무부서, 직위마다 다른 디자인을 입게 한

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정립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

다.’가 가장 많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간호사복의 디자인의 방향설정

의 결과와도 마찬가지로 종합, 대학병원 등 큰 규모의

과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병원일수록 직위구분을 위한 간호사복 디자인이 다르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지역이 광주로 제한된 점
과 병원 중 대학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병원으

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유니폼의 동작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간호사복의 불편사항을

설문지의 조사대상자와 설문의 내용이 부족하여 유니

간호 동작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몸을 앞으로

폼에 대한 불만 요인을 더욱 다각적, 세부적으로 고찰

숙일 때 목둘레가 파여 속옷(가슴)이 보일까 신경 쓰

함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인다.’가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팔을 위로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좀 더 간호사의 특성과

올릴 때 소매부분이 당겨서 불편하다.’, ‘쪼그려 않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리라

동작에서 바지의 엉덩이, 허리부분이 불편하다.’, ‘허리

본다.

를 앞으로 굽힐 때 뒤의 등(허리)부분이 보일까 신경
쓰인다.’, ‘쪼그려 않는 동작에서 바지의 대퇴부 부분이
불편하다.’, ‘양팔을 양옆으로 벌릴 때 단추와 단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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