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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cultures of the world are getting diverse and plural, many trials to find their own unique culture of
their own nation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are made where fashion and traditional culture is used as good materials; in
Korea, this trend is also studied by many author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ourism
industry by inviting hosting of international event like ‘2005 APEC Summit Conference and Economical Ministers’ Con-
ference’, and invented a uniform design that can make identification in the world market including Korea ‘Gust’ and ‘Emo-
tion’ in developing uniforms for employees of regular traditional restaurant or hotels that contribute to tourism industry.
As a material of this study from this perspective, Soo·Bok pattern among many other Korean traditional patterns were
chosen, and used them to design uniforms by applying diverse expressions methods through modernization task.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deas in creating new designs with a modeling sense of our people, by emphasizing on tradition
motive through analysis of conditions and problem regarding the current uniforms worn in traditional restaurants. The
development of uniform that modernly reinterprets traditional patterns and design that uses tradition on modern design
shows endless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our uniform, and even shows the possibility of mixtur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By applying traditional beauty not only in traditional restaurants but also in many places and businesses that
foreigners frequently visit can allow to spread the excellency our culture; and the Korean uniform can be successfu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s Korean will have pride in our tradition by wearing this new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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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의 문화가 다원화, 다양해지고 자국과 민족적 특성의

고유한 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있어

서 패션의 분야 또한 전통문화가 좋은 소재로 응용되고 있으며

국내 작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패션에 있어서 전통의 현대화 및 계승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2005년 APEC 정상회의 및 경제각료회의’와 같은 국

제적 행사의 개최를 맞이하여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사업에 일조하는 호텔 및 일반 전통음식점의 종업원 유니

폼 개발에 있어서 한국인의 ‘얼’과 ‘정서’가 담겨있는 세계시장

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전연구로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전

통음식점(한정식을 취급)중 특급호텔 내 전통음식점 3개소와 총

좌석 100석 이상의 일반 전통음식점 6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현 유니폼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서빙 종업원과 일반고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니폼의 문제점과 선호도를

설문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문

양 중 장수와 다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문자모양인 수(壽)·복

(福)문양을 중심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에 근거하여 현대적으로 재

해석한 전통음식점 유니폼 총 6벌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2. 디자인 컨셉트 설정을 위한 이론

2.1. 전통음식점 유니폼 현황 조사·분석

본 연구자의 ‘전통음식점 유니폼의 현황과 실태분석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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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중심으로’의 사전연구에서 전통음식점의 유니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음식점임을 내세우는 호텔 내 전통음식점에서 조

차 전통한복이나 개량한복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전통음식점과

는 전혀 무관한 일반 레스토랑의 느낌을 주는 유니폼을 착용하

고 있었다. 

또한 일반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량한복을 그대로 가

져오거나 전통과는 전혀 무관한 디자인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는 좀더 전통미가 현대적으로 부각 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

함을 말해 준다.

둘째, 개량한복을 좀더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다하더라도 활동

성에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다. P호텔의

경우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했지만 롱스커트의

트임이 그대로 종업원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어 기능성도 떨어지

며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호텔의 전통음식점에 나쁜 인상을 가

져다 줄 수도 있다. 또한 일반업소중 P업소는 유니폼이 있으나

입고 벗기가 불편하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활동성에 있어

서도 좀 더 불편하지 않은 유니폼이 디자인 되어져야 한다. 

셋째, 유니폼의 지급은 모든 업소가 1회 지급시 2벌을 지급

하여 교대로 세탁해서 착용할 수 있게 하고, 2개소를 제외하고

는 모두 4계절용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소가

실내 냉·난방이 잘되므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4계절용 유

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지급 또한 세탁을 고려해 2벌만을 지

급하지 더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유니폼의 구성요건 중

에서 경제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즘의 실정을 대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성 또한 고려한 유니폼이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전통음식점 유니폼의 현황조사를 토대로 전통미가 현

대적으로 부각 되면서 활동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은 유니폼

을 계획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유니

폼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2.2. 전통음식점 유니폼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관리자와 서빙 종업원, 고객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5일까

Fig. 1. 현 유니폼 만족도에 대한 종업원·고객 설문조사·분석 비교. 

Fig. 2. 유니폼의 기능성과 근무시 활동량에 대한 종업원 설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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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일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니폼 착용시 문제점 및 디

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2, 3).

3.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통음식점의 현황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

음식점 유니폼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 유니폼

의 문제점과 종업원의 활동량, 그리고 선호하는 취향을 고려한

새로운 유니폼을 계획하였다. 또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통을 응

용한 현대적 스타일에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문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세계적으로 자국의 전통을 수용하는

현상이 일고 있는 요즘 한국전통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유니폼 개발에

응용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유니폼 스타일 디자인은 선호하는 유니폼 디

자인이 전통을 응용한 현대적 스타일인데 감안하여 한복라인을

살리되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여기에

문양은 전통문양 중에서 문자를 문양화한 것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며 최고의 바램인 장수와 다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수·복 문양을 중심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에 근거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음식점 종업원 유니폼을 계획하였다.

전통음식점에서 고객과 가장 많이 접하는 서빙 종업원이 대

부분 여자인 것을 감안해 서빙 여 종업원 유니폼 총 6벌을 계

획하여 제작하였는데 설문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작품의 사이즈는 기본 55사이즈로 제작하였으며, 기능성 즉

Fig. 3. 선호하는 유니폼 취향에 관한 종업원·고객 설문조사·분석 비교. 

Table 1. 작품계획

작품 아이템 색상 소재 문양 문양구성방식 문양표현기법

I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파스텔
(Pale pink, Light purple)

면100% 복 border 자수

II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파스텔

(Yellowish white, Gold)

혼방

(아크릴50%, 폴리50%)

수

복

all over 실크스크린

III 자켓, 원피스, 랩팬츠 파스텔

(Light gray, Pale pink, Dull violet)

혼방

(아크릴10%, 폴리90%)

수

복

border 자수

IV 자켓, 스커트, 팬츠 원색

(Bright purplish red, Brilliant blue)

혼방

(아크릴50%, 폴리50%)

수

복

all over 실크스크린

V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원색

(Vivid yellow green, Bright purplish red)

혼방

(아크릴50%, 폴리50%)

수 border 아플리케

VI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파스텔
(Beige, Dark brown)

혼방

(아크릴50%, 폴리50%)

수

복

border 실크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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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을 고려하여 스커트와 같이 바지를 6벌 모두 첨가시켰

으며, 색상은 종업원은 원색을 고객은 파스텔을 가장 선호하였

으므로 원색을 사용한 작품 2벌과 파스텔을 사용한 작품 4벌

로 계획되어 졌다. 또한 소재는 종업원과 고객 모두 면과 혼방

을 가장 선호하였으므로 6벌 모두 면과 혼방을 사용하였다.

문양의 이미지 개발은 Adove Photoshop 7.0, Adove

Illustrator 10.0 version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스타일과 문

양 모두 전통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디자인하고자 노력하였다.

각각의 작품은 Table 1과 같이 계획되었다.

4. 작품제작 및 해설

4.1. 작품I

이 작품은 기능성을 많이 고려하여 개량 한복을 좀 더 현대

적으로 디자인한 유니폼이다.

종업원이 불편함을 느꼈던 몸을 굽히거나 입고 벗을 때 불

편하지 않도록 블라우스 길이나 품에 여유분을 많이 주었으며,

블라우스 양 옆과 스커트와 팬츠의 양쪽 옆에 트임을 주어 종

업원이 가장 활동이 많다고 느끼는 서서 있거나 걸을 때 불편

하지 않도록 디자인 하였다. 

그리고 트임 부분은 활동에 불편도와 미적인 측면에서 맞주

름으로 안쪽에 처리하였다. 

또한 블라우스의 앞단 가장자리와 겨드랑이, 소매 끝, 스커

트와 팬츠의 밑단에 진한 배색을 하여 그 부분의 손상을 줄이

고자 하였다. 소재는 가장 선호하였던 면과 혼방 중에 면을 사

용하였고, 색상 또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원색과 파스텔 중

파스텔 계열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Fig. 4와 같이 복문양을 모티브로 획의 굵기 변화를

통한 리듬감 표현이라는 컨셉으로 음식점의 활기찬 분위기와

이미지를 위하여 곡선을 강조하고 확대, 축소, 분리, 회전을 응

용하여 현대화 작업을 거쳐 자수를 이용해 블라우스의 앞 중심

과 소매 끝, 스커트와 팬츠의 밑단 부분에 다이아몬드 모양으

로 스티치 하였다.

 

4.2. 작품II

이 작품은 한복 라인을 블라우스의 앞단부분과 팬츠 밑단 부

분에 접목시켜 디자인한 유니폼이다. 블라우스의 소매부분을 어

깨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름으로 처리해 디자인뿐 아니라 활동에

도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스커트는 롱으로 무릎 위까지 트임

을 주어 걸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였으며, 트임이 부담스

러워 보일 수 있어 안쪽에 쌍 맞주름 처리를 하여 활동적인

면과 미적인 부분을 모두 해결하였다. 이는 종업원의 활동이 가

장 많은 서서 있거나 걸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감안한 것이기

도 하다. 팬츠는 H라인으로 밑단부분에 한복의 곡선라인을 응

용하여 살짝 살려 주었다. 

색상은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원색과 파스텔 중 파스텔 계

 
   

Fig. 5. 작품I의 도식화. Fig. 6. 작품I의 블라우스·스커트. Fig. 7. 작품I의 블라우스·팬츠. 

   

Fig. 4. 작품I의 문양 모티브의 현대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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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소재 또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면과 혼방 중에 혼방을

이용하였다.

문양은 백수백복도에 표현된 수·복문양 중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축소, 변형을 통한 역동성 강조라는 컨셉으로 음식점 종

업원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하여 수·복문양을 회전을 시도

하였으며 유희성을 가미한 현대화작업을 거쳐 실크스크린작업

을 통하여 스커트와 팬츠에 프린팅 하였다. 스크린을 위한 패

턴 작업은 Adobe Photoshop 7.0을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실크스크린을 위한 필름을 제작하였다. 문양의 색상은 블라우

스와 동일하게 배색하였고, 패턴은 all over로 구성하였다.

4.3. 작품III

이 작품은 한복의 색동을 자켓의 소매부분에 응용한 디자인

이다. 원피스는 H라인 스타일에 반소매로 허리부분에 요크 처

리하여 배색을 넣어 포인트를 주었으며 활동성을 위하여 앞트

임을 주었다. 앞트임 부분은 작업시 불편도를 생각하여 겹침 부

분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랩팬츠는 작업에 활동성을 최대화 시

킨 디자인으로 미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뒤쪽까지 전체 스커트

처리하였다. 보기에는 스커트처럼 보이나 왼쪽 옆선에 전체 트

임을 주고 안쪽에 무릎 위의 팬츠를 넣었다.

색상은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원색과 파스텔 중에서 파스텔

계열을 선택하여, Light gray와 Dull violet을 주 색상으로 소

매 색동부분에 Pale pink을 첨가하여 원피스와 블라우스에 배

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소재는 가장 선

호도가 높았던 면과 혼방 중에서 혼방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백수백복도에 표현된 수·복문양 중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곡선을 통한 활동성 강조, 생략을 통한 추상성 강조라

는 컨셉으로 음식점의 편안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 곡

선을 좀 더 분리, 회전 시키고 곡선을 강조하여 현대화 작업을

전개시켰으며, 원피스와 랩 팬츠의 트임 부분에 겹친 분에 포

인트로 자수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문양의 색상은 바탕소재 색

상인 Light gray와 동일하게 하여 은은한 멋을 주려고 의도하

였다.

4.4. 작품IV

이 작품은 한복의 앞여밈의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몸을

굽히거나 입고 벗기 편하게 자켓 품과 길이 조절을 하고 단추

와 지퍼의 적절한 사용으로 착용이 간편하도록 제작하였다. 스

커트와 팬츠는 H라인으로 색상에서 오는 화려함을 심플하게

대비시켰다.

색상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원색과 파스텔 중에서 특히 종

업원에게 선호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 Bright purplish red

와 Brilliant blue를 주 칼라로 사용하였다. 소재는 선호도가 가

장 높았던 면과 혼방 중에서 혼방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전통의 수복문자를 직선과 곡선의 확연한 대비, 사선

을 통한 역동성 강조라는 현대화 컨셉으로 수·복문양을 좀 더

밝고 활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확대, 축소, 회전, 결합을 하

였으며, 직선과 곡선의 대비를 확연히 했다. 문양의 표현은 칼

   

   

Fig. 9. 작품II의 도식화. Fig. 10. 작품II의 블라우스·스커트.  Fig. 11. 작품II의 블라우스·팬츠.

   

Fig. 8. 작품II의 문양 모티브의 현대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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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작품III의 도식화. Fig. 14. 작품III의 자켓·원피스.  Fig. 15. 작품III의 자켓·랩팬츠.

 

  

Fig. 12. 작품III의 문양 모티브의 현대화 작업.

Fig. 16. 작품IV의 문양 모티브의 현대화 작업.

   

   

Fig. 17. 작품IV의 도식화. Fig. 18. 작품IV의 자켓·스커트.  Fig. 19. 작품IV의 자켓·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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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작품V의 문양 모티브의 현대화 작업.

   

   

Fig. 21. 작품V의 도식화. Fig. 22. 작품V의 블라우스·스커트.  Fig. 23. 작품V의 블라우스·팬츠.

 

  

라와 앞중심 부분에 실크스크린 작업을 통해 프린팅 하였으며,

문양의 색상은 자켓과 대비되고 팬츠와 동일한 Brilliant blue색

상을 사용하였다.

4.5. 작품V

이 작품은 한복라인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블라우스에 적

용한 디자인이다. 블라우스의 칼라와 여밈, 소매는 한복 라인

을 살리려 하였으며, 소매의 아래쪽에는 색동의 느낌이 나게

누볐다. 스커트와 팬츠는 H라인으로 블라우스의 화려함에 대

비시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스커트는 뒷 트임으로 서있

거나 걸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색상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원색과 파스텔 중에서 종업원에

게 유난히 선호도가 높은 원색을 선택하여 Vivid yellow

green과 Bright purplish red를 콤비시켰다. 소재는 선호도가 가

장 높은 면과 혼방 중에서 혼방을 사용해 세탁과 구김에 용이

하도록 하였다.

문양은 원수자를 현대 이미지의 선명함을 강조한 기하학적

변형을 컨셉으로 원수자를 분리, 과장을 통하여 직선과 곡선의

대비를 선명하게 하였으며, 수평구도를 통해 안정감을 부여하

였다.

작품이 원색인 것을 감안하여 너무 현란하지 않게 블라우스

와 같은 소재를 이용, 동일한 색상으로 상의의 뒷면에 아플리

케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4.6. 작품VI

이 작품은 한복 라인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한 작품으로 블

라우스의 칼라와 앞단부분, 소매부분을 한복 라인을 살려 전통

미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앞여밈 부분에 한복 라인의 느낌을 살렸으며 소매는 활동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한복 소매라인을 살렸다. 스커트는 롱으로

무릎 위까지 트임을 주어 근무시 활동량이 가장 많은 서서 있

거나 걸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하였으며, 트임이 부담스러울 수

도 있어 쌍 맞주름 처리를 하여 활동적인 면과 미적인 부분

모두 해결하였다. 팬츠는 H라인에 밑단 부분에 당의의 곡선 라

인을 살짝 살렸다.

색상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원색과 파스텔 중에서 파스텔 계

열을 사용하였고, 소재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면과 혼방 중에

서 혼방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장수자와 장복자를 수직, 수평을 유지한 기하학적 감

성표현을 컨셉으로 전통을 살리되 음식점에 어울리도록 좀더

단정하게 디자인하기 위해, 장수자와 장복자를 직선라인을 정

리, 길이 조절 작업을 통하여 전개시켰고, Adobe Photoshop

7.0, Adobe Illustrator 10.0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패턴을 만들

어 실크스크린으로 스커트와 팬츠 옆선 라인에 가로 3.5 cm간

격으로 프린팅 하였다. 문양 색상은 상의와 동일한 light

brow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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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자의 ‘전통음식점 유니폼의 현황과 실태분석 -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선호도를 토대로

한국 전통문양 중 수·복문양을 중심으로 전통의 현대화 작업

을 통한 유니폼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니폼의 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한복의 선을 살리되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하였다. 이는 전통을 응용하되 현대적

으로 재해석한 유니폼을 개발하고자 한 의도이며, 선호도 조사

결과 전통을 응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종업원과 고객

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분석 결과 밝혀진 현 유니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몸을 굽히거나 입고 벗기 편하도록 모든 작품을 스커트와 바지

를 같이 셋트로 디자인함과 동시에, 상의나 하의의 품과 길이

조절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스커트나 바지의 트임

부분 안쪽에 맞주름이나 쌍 맞주름을 넣어 활동시 불편을 줄이

고자 하였다. 

셋째, 소재나 색상은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색상은 원색과

파스텔, 소재는 면과 혼방을 사용하였다. 색상은 원색과 파스텔

중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면서도 업소의 이미지와 어울리

는 색상을 선택하였고, 소재는 세탁과 구김 방지 등을 고려하

여 선택하였다.

넷째, 선호도 조사에서 종업원과 고객이 모두 선호한 전통문

양을 응용한 현대적인 문양을 위하여 수·복문양을 수와복의

구성, 수 구성, 복 구성 세 가지로 진행하여 각각의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확대, 축소, 분

리, 회전 등의 방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적 기호에 부합되

는 문양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문양을 실크스크린, 아플리케, 자수 등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통해 유니폼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을 응용한

모티브가 현대복식디자인에 있어서 우리민족의 조형감각이 담

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전통음식점 유니폼의 실태와 문제점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모티브를 살려 우리 민족의

조형감각이 담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디자인과 전통문양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니폼의 개발은 우리 유니폼의 발전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성과 현대성의 융합의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음식점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많

이 찾는 장소와 업종에서도 전통의 미를 잘 적용한다면 우리

Fig. 24. 작품VI의 문양 모티브의 현대화 작업.

   

   

Fig. 25. 작품VI의 도식화. Fig. 26. 작품VI의 블라우스·스커트.  Fig. 27. 작품VI의 블라우스·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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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며, 이러한 유니폼 착용으로 인

해 우리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유

니폼이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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