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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f the uniform-related perceptions influence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on 346 female nursing officers at military hospital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basic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clothing benefit, perception of nursing uniform, and         

perception of the officer uniform. For the data analysis, we used paired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a paired t-test, we found the difference in function and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uniforms         

and officer uniform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uniform-related percep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professional identity. The nursing uniform explained the major portion         

of vari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subsequently, the improvement of uniforms can enhance profess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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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첨단화, 정보화 되고 있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국       

방개혁으로 인해 전문직업군인과 자발적 군입대가 증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의 자긍심도 고취되      

고 있다. 또한 민주병영문화를 지향하는 변화로 인해,      

섬세하고 배려 깊은 여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우수 여성인력의 군영입은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병력확보      

정책의 산물이다(Won, 2006). 

육군 여군병과가 1989년 해체되면서 몇몇 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가 여군에 개방 되었다(The ROK Army       

Headquarters, 2000). 이로 인해 1999년 1,183명이었던 육      

군의 여군 장교 수가 2006년도에 2,288명으로 증가하      

였다(Rhu, 2003).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의 7%까     

지 여군의 수를 확대하겠다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     

다. 한 연구결과(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05)는 조사대상 부대원의 70%가 여군의 증가로 부   

대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보였고, 특히 병사   

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여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직무만족, 성 역할 등에   

머물러 있었으며, 군복에 대한 연구는 전투기능성 향상   

에 집중되어 있었다. 군복은 군인이 입는 제복의 총칭   

으로서, 단순히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구별기능을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군복은 국가의 자주의식을 대표하고,   

문화의 전통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힘의 상징이 되기   

도 한다. 군복은 피지배자에게 지배자의 권력을 각인   

하고 심리적으로 묵인케 하는 합법적인 근거 역할을 하   

면서 원활한 명령의 수행을 이끌어낸다(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즉 군복은 군의 위계질서를 공공   

히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주는 유니폼이다(Shin, 1998).

Roach and Eicher(1965)는 유니폼이 ‘집단에 대한 개   

인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라 하   

였다. Joung(2000), Kang(2003), An(2007) 등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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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유니폼의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의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유니폼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사, 간호사, 호텔 및 항공       

승무원 등의 서비스 직업군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군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장교복은 군에 복무하는 장교 계급의 군복으로 정복,      

예복, 근무복, 전투복, 방한복, 야전상의, 외투, 우의 등       

의 기본복장과 행사복, 특전복 등의 특수복장으로 나누      

어진다(Choi et al., 2003). 간호복은 장교 복제 중 근무        

복에 속하며, 의무시설에서 간호 장교가 근무 중 착용하       

는 것이다(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98).      

장교복의 정복이 계급적 권한의 상징적 요소가 강하다      

면, 간호복은 서비스의 상징적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각기 다른 상황에서 착용하게 되는 두 가지 유니폼과       

관련하여 의복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기능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 

양적으로 증가되는 여군 장교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의 전문직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05). 전문      

직 자기이미지는 사회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 부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       

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자세와 경험이 섞여서      

형성된 자기직업에 대한 태도이다(Beijaard et al., 2004).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업무의 성격, 조직 내 사회적 관계, 네트       

워크 등이 주요 변수로 다루어졌고, 최근에 와서 유니       

폼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간호사 집단에 관한 연구들(Jung,     

2000; Seo et al., 2010)이 많은데, 간호사 유니폼이 전문        

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여군의 병과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간호 장교를 대상으로 장교         

복과 간호복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복에 대한 의류학적 접근을       

통해 그 가치를 고찰하고, 군복무 만족도 및 전문직 이        

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군복

군복이란 군인이 입는 제복의 총칭으로, 넓은 의미      

로는 군모, 군화, 계급장, 각종 표지장 및 기타 인가된        

부수물 등을 포함한다. 군인 복제는 이러한 군복의 제     

식과 복장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 것으로서 해방     

이전은 일본군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나, 1946년     

9월 1일부터 국군복에 준한 복제로 개정되었다(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1948년 5월 1일에 제1육군병원이 창설되고 간호 장     

교가 현지 임관형식을 빌어 창시되면서 여군 군복 복제     

사가 시작되었다. 1959년 2월 여군의 복장 규정이 제정     

되었으나 별도의 규제가 없어 여러 복장이 공존하였으     

며, 1964년에는 남군과 여군의 군복 규정이 통합되었     

다. 이후 미군의 모방이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복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복에 대한 급격한     

개혁이 1971년, 1973년, 1975년, 1977년 4차례에 걸쳐     

대통령령에 의한 군인 복제령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1월 대통령령 제9713호로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앞세     

운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장교 복제가 정립되었다(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군복은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의 문화적     

인 사명을 표출한다(Koo, 2002). 이는 이윤적 관점이 배     

제되어 있으나, 상징적인 기능이 크게 작용한다. 타 직     

업군의 유니폼이 경영자적 관심이나 실용적 관점이 크     

게 개입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Park, 2004). 이것은 군     

조직의 정체성이 군복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는 하나의 유니폼인 군복의 사회적 기능, 즉 조직의 이     

미지를 전달하는 외적기능과, 근무자세와 소속된 집단     

의 주인의식, 긍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내적기능(Bae,     

1983)을 설명하는 것이다. 

군복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군복의 역     

사와 실태(Kim, 1996; Lee & Park, 1996; Lee & Han,     

1995), 군복의 디자인(Hong, 2002; Jin & Hwang, 2006;     

Kwak, 1999; Kwon & Ha, 2006;  Park, 2010), 군복의 소     

재 및 기능성(Shim, 2004; Shin, 2003), 군복의 적합성     

(Chang et al., 1999)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대부     

분의 연구들은 군복의 역사 및 외형적 기능에만 초점     

을 맞추었으며, 유니폼으로서 차별되는 군복의 사회적     

인 기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2. 간호사복

현재 국내의 간호 장교 간호복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지만, 일반 병원의 간호복에 대한 연구는 다     

양하다. 일반적으로 간호복의 연구는 자연과학적인 주     

제를 다룬 연구들과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다룬 연구들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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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자연과학적인 주제는 착용실태       

와 디자인 개발, 직물디자인, 치수체계, 소재연구의 5가      

지 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Kim & Lee, 2011). 

반면, 간호복과 관련된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주로 간호복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      

다. 그래서 간호복의 만족도(Kang, 2003)나 전문직 자기      

이미지(Jung, 2000; Seo et al., 2010)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 연구들이 있다. 한편, 2000년 이후부터는 기능성과      

편이성, 심미성이 향상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의료진      

복(의사가운, 간호사 근무복, 수술복, 의료보조사복)의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Park & Lee, 2011).

3. 전문직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정해준 틀 내에서 스스로     

에 의해 지각된 자기 자신이며(NewCombe, 1968), 개인      

의 객체 혹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        

각이나 느낌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79). 

한편 전문직이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Park(1993)는 전문     

직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       

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지향적인 직        

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전문     

직 자기이미지는 사회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 부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자세와 경험이 섞여      

서 형성된 자기직업에 대한 태도(Beijaard et al., 2004)       

로 설명할 수 있다.

전문직 자기이미지와 유니폼의 관계는 Jung(2000),    

Seo et al.(2010)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의료분야 전문직인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에 한정되었    

다. 또한 일반적인 전문직 자기이미지에는 개인적 가      

치 및 업무 성격, 과거의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으     

며(Beijaard et al., 2000; Dobrow & Higgins, 2005;       

Fagermoen, 1997; Harmer, 2010; Negishi et al., 2010),       

제복을 주요 변수로 다른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유니폼에 대한 선행연구조차 의사, 간호사,      

호텔 및 항공승무원(Jung, 2000; Lee, 2000; Lee, 2008;       

Seo, 2001) 등의 서비스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었고, 군       

인의 유니폼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간호복과 장교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간호복과 장교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 특성, 의복추구혜택, 유니폼     

인식, 전문직 자기이미지를 고려하였다. 태도 관련 변수     

들의 경우,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기본적 특성으로 나이, 학력, 계급과 복무 형태를 고     

려하였다. 나이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대졸     

이 0값이고 대학원 이상이 1값인 모조변수로 측정하였     

다. 계급은 소위와 중위의 모조변수를 두 개 만들고, 대     

위는 준거집단으로 처리하였다. 복무 형태 변수는 장     

기나 복무 연장자가 1값을 갖고 단기는 0값을 갖는 모     

조변수로 하였다. 

의복추구혜택은 신체적 외모와 관련하여 의복을 통     

해 기대하는 잇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Hwang(2003), Koh et al.(2002), Cho and Ko(2001)의     

연구에서 쓰인 의복추구혜택 측정도구로부터 14문항    

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개성표출, 보     

완추구, 매력표출, 편안함 추구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     

로 나뉘었고, 이 요인들의 Chronbach's α는 각각 0.81,     

0.76, 0.71, 0.73이었다.

유니폼의 인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니폼 각각의     

사회적 기능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유니폼의 기능 인     

식은 Nelson and Bowen(2000), Rafaeli(1993)를 참조하     

여 장교복과 간호복에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수정하였     

다. ‘장교복을 착용하면 군에 귀속감이 생긴다’, ‘장교복     

을 착용하면 내 행동에 절도가 생긴다’ 등의 10문항을     

질문하여 측정하였으며, 간호복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각 지수의 Chronbach's α는 0.82, 0.82로 동일하였다.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는 Chung and Lee(2010)의 도     

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이 항목을 장교복과     

간호복 두 군복에 적용하였다. ‘장교복은 입고 벗기 편     

리하다’, ‘장교복은 착용하고 움직이기 편리하다’를 포     
– 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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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간호복에도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장교복과 간호복에 대한 각 지수      

의  Chronbach's α는 0.84, 0.87이었다. 기술적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군복 착용 시의 불편한 점을 기술       

토록 하여 두 군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문직 자기이미지는 사회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서     

부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자세, 경험      

이 섞여서 형성된 자기직업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Pavalko(1971)의 직업-전문직 연속모형에   

근거해 직업의 사회적 지위 평가요소를 추가한 Park      

(1993)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전문직 이미지와 관련해     

서는 ‘간호 장교직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간호 장교직은 군의 진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등의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의       

Chronbach's α는 0.88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각 사단 및 전·후방 국군병원 간호병과의       

여군 장교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우편과 전자우      

편, 직접방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이였다. 총 360부를 작성배부하였    

으나 응답표기 오류를 보인 14부를 제외한 34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짝표본 검정    

(paired t-test)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    

석은 독립변수군을 연구자가 일련의 논리적 순서에 따      

라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와 모델의 결정계수 변화를 통해 각 모델별로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 크기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74.3%     

(254명)로 30대 이상(25.7%, 88명)보다 많았으며, 학력     

의 경우에는 대학원 이상(13.7%, 47명)보다 대졸자가     

86.3%(295명)로 더 많았다. 응답자가 속한 계급은 소      

위(12.6%, 43명), 중위(41.6%, 142명), 대위 이상(45.7%,     

156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복무 구분에서는 단기가     

57.6%(179명), 장기, 복무 연장은 42.2%(132명)를 나타     

냈다(Table 1).

2. 간호복과 장교복의 기능 차이 분석

이 연구에서 간호복과 장교복의 기능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두 유니폼에 대해 짝표본 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군에 대     

한 귀속감과 행동의 절도, 자신감, 적극적 행동, 부하의     

업무 복종, 군의 위계질서, 군인다운 이미지는 장교복     

을 입었을 때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군병원의 다른 직종과 구분     

되는 것, 친근한 이미지는 장교복보다 간호복을 통해     

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간호복과 장교복의 만족도 차이

간호복과 장교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짝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와 같다. 장교복보다 간호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인 항목은 입고 벗기 편리함, 움직이기 편리     

함, 업무하기 편리함, 공기가 잘 통함이었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장교복에서 간호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인 항목은 소재의 색상이 마음에 듦, 형태가     

마음에 듦, 땀 흡수가 잘됨, 봉제 상태가 좋음이었다.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20-29 254 074.3

30 or above 88 025.7

Total 342 100.0

Education

Undergraduate school 295 086.3

Graduate school 47 013.7

Total 342 100.0

Rank

Second lieutenant 43 012.6

First lieutenant 142 041.6

Captain or above 156 045.7

Total 341 100.0

Service

type

Short-term 179 057.6

Long-term 132 042.4

Total 311 100.0
–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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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형태가 뒤틀림, 옷이 줄어듦, 오염이 잘 됨, 구         

김이 잘 감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간호복에서 장교복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간호복은 편리함에서 장교복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세탁 및 관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장교복은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간호복과 장교복 착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문        

항의 응답(중복응답)은 <Table 4>와 같다. 간호복에 대      

해서는 관리의 불편함에 대해 96명이 응답하였다. 주      

된 내용은 간호 작업환경에서 오염이 쉽게 된다는 것     

과 구김, 세탁 후의 변색 등 이었다. 또한 50명이 응답     

한 색상에서 오는 불편함의 내용은, 흰색의 상의로 인     

해 생기는 속옷 비침, 오염, 탈색, 변색 등이 주를 이루     

었다.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47명의 주된 의     

견은 속옷 비침과 주머니의 부재, 지퍼의 위치, 허술한     

봉제로 인한 뜯어짐, 짧은 상의로 인한 활동의 제한 등     

이었다. 기능성에 대한 불편함도 43명이 응답을 하였     

는데, 그 내용은 땀 흡수와 통풍이 안 된다는 것과 하     

의의 계절별 구분이 없어 방한이 안 됨 등이었다. 

Table 2. Paired t-test of uniform function

Nurse uniform Officer uniform t

Affiliation with army 3.35±0.76 4.09±0.67 −15.20***

Temperance in behavior 3.19±0.81 4.13±0.63 −18.86***

Self-confidence 3.18±0.77 3.76±0.78 −11.46***

Professional pride 3.46±0.77 3.42±0.78 0.64***

Active behavior 3.40±0.79 3.55±0.81 −2.69***

Obedience of subordinates 2.99±0.86 3.76±0.78 −13.70***

Differentiation from others 4.13±0.85 3.01±1.01  14.66*** 

Maintaining hierarchy 2.93±0.87 3.71±0.75 −13.93***

Intimate image 3.51±0.88 2.64±0.82  14.39*** 

Army image 2.50±0.85 4.03±0.75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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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tailed test

Table 3. Paired t-test of uniform satisfaction

Nurse uniform Officer uniform t

Easy to wear 3.52±0.82 2.44±0.77  18.57*** 

Easy to move 3.29±0.93 2.33±0.78  15.36*** 

Easy to work 3.19±0.94 2.31±0.76  14.59*** 

Color 2.64±0.94 2.96±0.81  −5.481*** 

Sense of touch 2.44±0.88 2.50±0.77 −1.26***

Shape 2.73±0.90 3.01±0.83 −5.42***

Suction of sweat 2.02±0.76 2.15±0.64 −2.65***

Air flow 2.43±0.88 2.22±0.69  4.15*** 

Needle work 2.81±0.88 2.98±0.84 −3.08***

Seam 2.99±0.86 2.65±0.75 6.73***

Deformation after laundry
†

2.75±0.99 2.48±0.72  5.01*** 

Size reduction after laundry
†

2.44±0.89 2.23±0.56  4.62*** 

Contamination
†

4.04±0.86 2.39±0.73  25.46*** 

Wrinkles
†

3.67±0.98 3.11±0.91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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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tailed test
†
Negativ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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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교복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을 가      

장 많이 응답(73명)해 주었다. 주된 내용은 견장과 같       

은 부착물이 많아 불편하다는 것과 탈복의 어려움, 맞       

춤에 여유가 없어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 원단이 무겁        

고 거칠어 피부에 자극이 됨 등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장교복의 기능성 불편함에 대한 내용은 간호복      

과 마찬가지로 신축성과 땀 흡수, 통풍성과 방한성이      

주를 이루었다. 

4.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 장교의 기본적 특성, 의복추구혜택, 유니폼 인     

식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 특성인 나이, 학력, 모조변수인     

소위, 중위 그리고 복무 구분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소위, 중위가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급이 소위와 중     

위인 집단에서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     

는 것을 뜻한다. 

2단계에서는 의복추구혜택의 4가지 하위요인들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의복추구혜택의 4가지    

하위요인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단계에서 나타났던 소위, 중위와 전문직 자기이미지     

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3단계에서는 간호복의 기능과 만족도 변수들이 추가     

로 투입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간호복의 기능이 전문직     

Table 4. I nconvenience in wearing a u niform

(Unit: Person) 

Nurse

uniform

Officer

uniform

Inconvenience
†

Color 50 2

Design 47 73

Functionality 43 38

Care 96  8

Other reasons  2 1

†
Multiple answers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professional identity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β S.E. Model 2 β S.E. Model 3 β S.E. Model 4 β S.E.

Basic characteristics

  Age −0.19 0.11 −0.20 0.11 −0.16 0.10 −0.12 0.10

  Education −0.21 0.11 −0.20 0.11 −0.21* 0.10 −0.15 0.10

  Rank (second lieutenant=1) −0.34* 0.14 −0.36* 0.15 −0.22 0.13 −0.15 0.13

  Rank (first lieutenant=1) −0.20* 0.09 −0.20* 0.09 −0.12 0.09 −0.07 0.09

  Service type (long-term=1) −0.07 0.10 −0.09 0.10 −0.14 0.09 −0.16 0.09

Clothing benefit

  Individuality −0.07 0.07 −0.05 0.07 −0.05 0.07

  Supplementation −0.08 0.06 −0.11 0.06 −0.09 0.06

  Attraction −0.02 0.05 −0.04 0.05 −0.05 0.05

  Convenience −0.07 0.05 −0.03 0.05 −0.04 0.05

Perception of nurse uniform

  Function of nurse uniform −0.43*** 0.06 −0.34*** 0.07

  Satisfaction with nurse uniform −0.05 0.06 −0.03 0.07

Perception of officer uniform

  Function of officer uniform −0.16* 0.07

  Satisfaction with officer uniform −0.21* 0.09

R
2

0.05** −0.07 −0.23 −0.27

R
2
 change - −0.02 −0.16 −0.04

F 3.13** −2.45** −7.84***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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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ta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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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복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2단계까지 유지되었던 전문직 자기이미지와 계급     

에 대한 유의성은 간호복 인식이 통제됨에 따라 사라       

졌고,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3단계에서 결정계수는      

이전 단계에 비해 3배 이상인, 0.16만큼 증가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장교복의 기능과 만족도 변수     

를 추가하였다. 장교복의 기능과 만족도 모두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교복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       

거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단계에서도 유        

지된 전문직 이미지와 간호복 기능의 유의성을 통해,      

간호복에 대한 높은 인식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높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모델의 결정계수는 0.27이며, 이는 이 모델의      

설명력이 27%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단계에 걸쳐 투       

입된 변수 중 종속변수의 변이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은 간호복 인식 중에서 간호복의 기능이었다.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여군 중 간호병과의 장교를 대상으로 두       

종류의 군복에 대한 만족도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전        

문직 자기이미지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후방 사단 의무시설 및 군병원 간        

호 장교 346명을 대상으로 얻은 설문결과를 분석하였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군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여군 장교의 인식       

을 분석한 결과, 장교복을 입었을 때 군에 대한 귀속감,        

절도, 자신감, 위계질서, 군인다운 이미지 등을 간호복      

보다 더 느꼈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자기 자신의 내면        

에 미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간         

호복을 통해서는 군병원의 다른 직종과 구별, 친근한      

이미지 등을 상대적으로 더 느꼈다. 간호복의 이러한      

기능은 주로 주위 사람에 미치는, 즉 외적인 기능이 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군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간호복은 탈      

의 및 착복, 움직임 그리고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며,       

통풍이 잘되는 측면에서 장교복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 반면에 장교복은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셋째,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복의 인식과 장교복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간호복     

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혹은 장교복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결과는 유니폼이 자신이나 주위의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 자     

기이미지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Seo et al.(2010)의 결과     

와 일치한다. 그리고 장교복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전     

문직 자기이미지 수준이 올라갔다. 이 결과도 Seo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간호복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는 간호복 인식이     

장교복 인식에 비해서 전문직 자기이미지의 변이를 더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여군     

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조     

직관리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어온 군복     

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었다. 군의 사기 진작은 무기체계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한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군복에 대     

한 인식과 이미지 상승을 통한 군인 개개인의 사기 진     

작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복 착용자들     

의 업무 상황과 이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     

복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간호복의 편리     

함과 장교복의 디자인적 측면에서 좋게 평가받은 면을     

고려하여 각각의 군복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군복 인식과 전문직 자기이미지와의 관계를     

밝혀내기는 하였지만, 군복의 비전투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희박하여 타 연구와의 비교     

고찰이 어려웠다. 둘째, 표본 선정 자체가 간호라는 한     

병과에 국한되어 여군 장교 전체의 대표성을 띄는 데     

는 무리가 있었다. 

다음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군     

의 전문직 자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현재 군에서 착     

용되고 있는 각종 군복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복과     

전투복, 취사병의 조리복과 근무복 등 계급과 병과를     

아우르는 분석을 통하여 각 전문 병과별 전문직 자기     

이미지 상승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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