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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school uniform, focusing on Ewha Woman's University of Seoul, 
reflected present trend as well as characteristic and symbol of school and developed uniform design for advertisi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uniform that can be discriminated from that 
of other university and increase advertisement effect with mental superiority and pride in university by trying 
uniform design development, which can provide school and student with satisfaction, and reflecting present trend 
as well as characteristic and symbol of school. The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can be basic materials for various 
uniform designs, connecting function, symbol and trend to uniform development. The uniform for school adver-
tisement was manufactured in a way to reflect characteristic and image of school, escape from fixed idea preferring 
traditional design in the past and reflect trend. It is expected that the uniform created with symbolic image of school 
will give high advertisement effect and improve school image by providing student with sense of coherence and 
discriminated feeling in various events and the meeting with other school students. Moreover, the student wearing 
the uniform with splendid design will feel mental superiority and have pride in school at the same time. In 
conclusion, the uniform reflecting trend is proper for the uniform of advertisement helper representing school as 
long as it can reflect characteristic and image of school. It will be also helpful for developing wider design and 
more splendid uniform because the study can create the motive to apply trend to other uniform that does not adop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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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역할, 

성격, 태도, 직업, 가치관 등을 전달해 주는 시각적

언어이자 상징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 17권 제 5호 이민정․김현정․이언영․이인성 49

－ 781 －


1) 김연희, 이재정, “유형별 유니폼 디자인의 효과적인 상징 표현 방법,” 복식학회지 56권 8호 (2007), pp. 

148-159.
2) 함정은, “전통음식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수복 문양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

회지 8권 1회 (2006), pp. 25-33.
3) 이화진, 김윤경, 이경희,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이미지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29권 9호 (2005), 

pp. 1265-1273.

집단의식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복의 사회적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복이 유

니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유니폼은 다양화, 전
문화, 분업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작업복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

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도 착용되

므로 그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

이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

니폼 디자인은 새로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

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니

폼은 통제 수단으로서 통일성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착용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고 소속된 기업

의 이미지를 높이는 감성적 기업 브랜드 전략의 하

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교에서도 학교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한 유니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학교의 특징을 잘 표현한 유니폼을

디자인함으로써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위한

유니폼을 착장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이화

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있

었다. 고교 방문, 입시설명회 등의 학교 행사에 참여

할 때 유니폼을 착용하였으며, 학교의 특징과 상징

성을 반영한 정장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의 홍보 도우미 유니폼은 활동성만

을 위한 T셔츠와 청바지를 착장하고 있었으며, T셔
츠 위에 교표만이 학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

다. 이는 학교마다 홍보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학교 홍보 도움이의 유니폼으로는 부족하

다고 사료되며 학교의 이미지를 반영한 유니폼 디자

인이 필요하다.  
유니폼 개발의 선행 연구로는 유형별 유니폼 디

자인의 효과적인 상징 표현 방법
1), 전통음식점 유니

폼의 현황과 실태 분석2),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이미지 연구
3) 등의 승무원, 전통음식점 등 유

니폼의 역할과 특징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나 학교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한 유

니폼 디자인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패션 스타일의 주기 변화가 짧아지면서

트렌드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유니폼 착용 대상이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20대의 여대

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제시한

2009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니폼 제작을 실시하

였다. 이에 학교 홍보를 위한 유니폼 개발은 학교의

특징과 상징성은 물론 학교와 학생이 만족하는 유니

폼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고 타 대학과의 차별화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학교 유니폼 개발에 있어서

기능성과 그 학교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접

목시킨 다양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로는 유니폼 개발 대상 학교가

여자대학교임을 감안하여 서울 지역의 여자대학교

를 중심으로 학교 유니폼의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홍보를 위한 유니폼 디

자인 개발을 실시하였다. 첫째, 유니폼에 대한 일반

적 고찰을 문헌조사와 다양한 전문서적을 통하여 알

아보았다. 둘째, 유니폼 개발 학교가 여자대학교임

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서울 지역의 여자대학교로

제한하여 홍보 도우미의 유니폼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화여자대학교의 특징 및 상징성, 트렌드를

반영한 유니폼을 개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니폼의 개념 및 역사

1) 유니폼의 개념
유니폼(uniform)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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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1999), p. 118. 
5) “유니폼정보,” 굿 유니폼 (2008년 11월 25일 [2009년 6월 19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blog.naver.com/gooduniform2/40057795416.
6) 왕인숙, 이경희, 배현숙, “은행원들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 -부산시내 은행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대학 문화집 19권 2호 (1998), p. 194.
7) 서재호, “호텔유니폼이 종사원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15. 
8) 이명희, “근대 한국복식의 변화요인,” 한국복식학회지 3권 5호 (1981), p. 157
9)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유니폼 실태조사와 대자인 개성을 위한 연구 (1),”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1997), p. 457.

정 양식의 복장으로 원래 라틴어의 우누스(unus: 하
나의)와 포르마(forma: 형태․형)에서 생긴 합성어이

며,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리키며, 유니폼은 군복

또는 학교, 각종 운동팀, 각 직종에 따른 단체복을

총칭한다4). 최근에는 유니폼을 ‘특별한 행사 때 입

는 제복’이라는 개념에서 포멀 웨어(formal wear)라
고 부르기도 하고, 커리어 웨어(career wear)라고 하

기도 한다5). 유니폼은 자유복과는 달리 목적으로 하

는 바에 따라 특정한 형태와 필요한 장식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으며 유니폼은 자신이 속

한 사회 구성원을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하기 위한

통일된 의복을 말한다. 이는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며,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상징적인 역할과 상대방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사람이나 전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단순화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6). 그러므로 유니폼이

란 한 집단에서 규정하는 의복으로써, 집단에 소속

되어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복으로

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기도 한다. 유니폼은 착장자

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집단에서 요구하는 방향으

로 이끄는 단체정신을 형성하게 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소속한 집단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이며 착용

자의 직업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착용자의 개성

을 억압하기도 한다.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에게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고, 그 집단의 목

적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유니폼을 착용

하는 것은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 속에서 뚜렷하게

신분을 나타내고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

와주며, 개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7).

2) 유니폼의 역사
유니폼은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집단을 나타

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였으며, 군인 제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전쟁에서 적군과의 구별

을 목적으로 각 집단은 통일된 의복과 장비를 갖추

기 위하여 유니폼을 입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적

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유니폼으로 발전되었다. 오늘

날과 같은 의복 형태의 유니폼을 군인 제복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니폼의 역사는 19세기

말 서양 문화의 접촉을 통해 복식이 서구화되어감에

따라 변화가 생겨, 구군복 대신 구미식 군복을 착용

하였고, 이후 관리들의 유니폼이 정착화되어 서양의

복인 양복으로 변화되었다. 근대식 교육기관인 학교

에서는 여학생의 세일러복과 함께 바지 등의 대표적

인 양장으로 된 유니폼이 교복으로 착용되었다8). 그
이후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발달과 더불어 기업들

은 종업원들의 유니폼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근무복으로서 기능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대내

외적으로 통일성과 식별성만을 강조한 평범한 유니

폼이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기업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기업 이미지를 통합함으로써 C.I.P 
(Cooperate Identity Program)가 도입되면서 유니폼

이 활발하게 그 기능을 표출하기 시작9)했다고 볼 수

있다.
 
2. 유니폼의 역할 
유니폼은 형태와 스타일 자체의 커다란 변화보다

는 이미지와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단정하며, 다
른 집단과의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정

확한 이미지에서부터 비슷한 이미지 모두를 나타내

주며, 대외적으로는 직권을 표시하고 한 집단으로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 착용하는 의복이다10).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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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병흥, “우리나라 호텔종사원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11.
11) 정재희, “모터쑈 홍보요원을 위한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5.
12) 김연희, “유니폼 유형별 디자인 상징 표현 방식 및 준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 14
13) 함정은, “전통음식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수복 문양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34.
14) 김천호, 조경언, 가정과 생활과학, (서울: 수학사, 1989), p. 124.

을 착용함으로써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

에 소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보다 많은 책

임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김연희의 유니폼 유형

별 디자인 상징 표현 방식 및 준거에 관한 연구에서

유니폼을 착용 목적에 따라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

의 3요소로 보고 유니폼의 유형을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유니폼의 착용 목적에 따라 상

징성, 기능성, 심미성으로 나누어 학교 홍보 도우미

유니폼을 살펴보았다.  

1) 상징성
유니폼은 소속 집단 등을 나타내는 집단 일원으

로서의 제정된 복장이므로, 그 직종에 적합한 형태

와 성격, 외관을 가질 수 있게 정해져야 한다. 유니

폼은 공통적인 요소를 갖는 특색을 지님으로써 고객

이 쉽게 종업원을 알아볼 수 있으며, 유니폼 착장 자

는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니폼은 개인적인 아름다움보다 통일된 의식의

집단체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징성을 내표하게 된다. 
이 목적이 성취될 때 유니폼은 기업의 이념과 개성

의 표현이며 동시에 경영자의 자세와 종업원의 의식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니폼의 상징성은 기

업의 얼굴이 되며 또한 착용자에게는 동일한 환경내

의 단체에 속한다는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며, 단결

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11).  

2) 기능성
인간은 항상 활동을 해야 하므로 의복구성에도

신체의 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동적 형태도 고려하

여 동작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유니폼

은 직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 구조, 소재

등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되어 디자인이 결정되고 제

작되어야 한다. 기능성은 핵심 또는 지배적인 요소

로 간주되며, 기능과 구조의 효율성에 있어서 실용

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12). 유니폼은 평상복과 달

리 매일 장시간 착용하는 옷이므로 활동시 경쾌함을

주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착용자의 작업

내용이나 활동량 그리고 계절적인 문제 등을 생각하

여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향상과 함께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니폼은 디자인

에 있어서 기능적이어야 함은 물론 소재에 있어서도

가볍고 활동하기 편리하며,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더

러움이 잘 타지 않아야 한다. 내구성 또한 강하여 잦

은 세탁에도 용이한 소재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3).

3) 심미성
인류의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의복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각 개인의 인격 및 신분을 표

현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목적이 강하

게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14). 인간은 아름다워

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옷을 통해 미적 효과

를 얻고자 한다. 의복의 심미적 유형은 신체를 장식

하려는 기본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며 아름답고 신체

에 적합한 옷을 착용하였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 의
복에서의 심미성은 의복이 주는 큰 역할인 동시에

착용자는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유니폼 또한 착용자로 하여금 만

족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즐

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니폼에 표현되

는 심미성은 개인적인 만족여금만족감을것이 아니라

 착된 집단여금 만냄으로써 개인보다는 기업이 중

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니폼의 디자인은 직업

의 목적을 나타내 낼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통
일적 미관도 생각하여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의 다양

한 체형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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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혜영, “집배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2000년도 착용 유니폼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0권 7호 (2000), pp. 33-46. 

어야 한다. 유니폼은 국내 정세 및 사회 환경에 의해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유행 경향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5).

3. 학교 유니폼 디자인 실태 조사 
21세기 글로벌화의 확산과 경제적 환경, 문화적

욕구의 상승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비

자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

서 기업들은 신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

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전략을 꾀하고 있다. 새로

운 기업 이미지의 제고는 최근 학교에서도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니폼의 역할이 커지

고 있으며, 디자인 또한 학교의 특징을 잘 표현하여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에 홍보를 위하여 유니폼을 착장

하고 있는 여자대학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

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덕성여

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으며, 유니폼의 착용

목적과 용도로는 학교 행사와 고교 방문, 입시설명

회 등을 위하여 착장하고 있었다. 현황 조사에 앞서

학교의 특징과 상징성을 각 학교 홈페이지를 중심으

로 조사한 결과,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상징으로는

캐릭터, 교표, 교화, 교가, UI(University Identity)
가 있으며, 상징 색상은 하늘색, 주황색, 노란색이

있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특징으로는 미래지향 전

문인 육성이며, 상징으로는 교표, 교화, 교가, UI, 
WI(Web Identification)로 나누고 있었으며, 상징 색

상으로는 빨강색, 검정색, 회색, 금색, 은색을 채택

하고 있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글로벌 여성

리더를 학교의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상징으로는

교표, 교화, 교가, UI가 있었으며, 상징 색상은 별색

(Sungshin Gentle Gray)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

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지정하고 금색과 은색을

추가하고 있었다. 덕성여자대학교의 특징으로는 자

유교육중심 대학이며, 상징으로는 교표, 교화, 교가, 
UI가 있으며, 상징 색상은 포도주색(Burgundy), 노
란색, 검정색, 은색으로 하고 있었다. 서울여자대학

교의 특징으로는 지․덕․술을 갖춘 여성 지도자 양

성이며, 상징으로는 교표, 교화, 교가, UI가 있으며, 
상징 색상은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다. 이화여

자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세계 최고 여

성 지도자 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상징으

로는 교표, 교화, 교가, UI로 나누고 있으며, 상징 색

상은 초록색을 채택하고 있었다. 현황 조사결과를

디자인 요소에 입각하여 유니폼의 반영도를 살펴보

면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

교의 유니폼은 기본 아이템을 재킷과 블라우스, 스
커트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라펠 절개라인의 변화, 
스티치와 같은 디테일의 변화로 세련됨과 트렌드성

을 가미하고 있었다. 유니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

교의 상징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하늘색, 동덕

여자대학교에서는 은회색을 사용하여 학교의 상징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색상

의 사용보다는 학교의 상징 마크인 배지를 달아 학

교를 상징하고 있었다. 소재는 세탁이 용이한 면이

나 폴리에스테르 혼방을 주로 사용하였고, 성신여자

대학교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브로치나 스카프를

액세서리로 사용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블라우

스와 스커트를 유니폼의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 두 학교 역시 학교의 상징적 표현을 색상

을 사용하여 유니폼에 나타내고 있었으며, 덕성여자

대학교에서는 빨강색,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보라색

을 유니폼의 스커트에 사용하고 있었다. 칼라와 소매 
단에는 프릴을 첨가하여 트렌드성을 가미하고 있었

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블라우스의 어깨에 요크

와 핀턱과 같은 부분적인 디테일로 세련됨을 표현

하였고, 두 학교 역시 소재는 세탁이 용의한 면과 폴

리에스테르 혼방이 주를 이루었다. 액세서리로는 단

정한 느낌의 허리 벨트와 귀여운 느낌의 나비모양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어 칼라의 앞 중심에 부착하였

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가을이나 겨울에 트렌치

코트를 착용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강조하기도 했

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유니폼은 청바지

와 T-셔츠를 기본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있었으며, 학



제 17권 제 5호 이민정․김현정․이언영․이인성 53

－ 785 －

교의 상징 표현으로는 학교를 대표하는 색상인 초록

색의 T-셔츠 위에 교표를 부착하여 학교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는 활동하기에는 편안함을 줄 수 있어 기

능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심미성

과 트렌드성은 앞의 5개의 학교와는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홍보 도우미들을

<표 1> 학교 유니폼 디자인 실태 조사

구성

학교의 특징 및 상징 유니폼 디자인 특성
홍보 도우미 유니폼

자료 사진특징 상징 상징색 아이템 색상 소재
디테일 및

액세서리

숙명

여자

대학교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

캐릭터, 
교화, 
교표, 
교가, 
UI

하늘색,
주황색, 
노랑색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하늘색,
흰색

면, 폴리

에스테르

혼방

칼라와

소매끝

배색

동덕

여자

대학교

미래지향

전문인

육성 대학

교표,  
교화, 
교가, 
UI, 
WI

빨강색,
검정색,
회색,
금색, 
은색

자켓, 
블라우스,
스커트

은회색,
흰색

면, 폴리

에스테르

혼방

라펠의

절개 라인

성신

여자

대학교

글로벌

여성 리더

대학

교표, 
교화, 
교가, 
UI

별색,
금색, 
은색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흰색, 
베이지

면, 폴리

에스테르

혼방

스카프, 
브로치,
학교

브로치

덕성

여자

대학교

자유교육

중심 대학

교표, 
교화, 
교가, 
UI

포도주색

(Burgundy), 
노란색, 
검정색, 
은색

블라우스, 
스커트

흰색, 
빨강

면, 폴리

에스테르

혼방

칼라와

소매끝프릴, 
나비 모양의

브로치

서울

여자

대학교

지, 덕, 술을

갖춘 여성

지도자

양성 대학

교표, 
교화, 
교가, 
UI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블라우스, 
스커트

흰색,
진보라색

면, 폴리

에스테르

어깨

요크와

핀턱, 
허리벨트

이화

여자

대학교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세계 최고

여성 지도자

양성 대학

교표, 
교화, 
교가, 
UI

초록색
T-셔츠,
청바지

초록색,
파란색

면, 폴리

에스테르

혼방, 데님

학교, 
브로치

 

대상으로 학교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디자인 면에서 불만족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선호 유니폼의 순위는 덕성여자대학교, 서
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숙
명여자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화여자대

학교의 홍보 도우미의 유니폼은 심미성과 트렌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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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이화여자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

운 유니폼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
에서 살펴본 학교 유니폼 디자인 현황을 조사한 결

과 특징과 상징성은 주로 색상과 학교 배지 사용으

로 나타났고, 패션 트렌드 반영은 디자인 요소와 디

테일 등에서 표현하고 있었다. 유니폼에서의 학교

특징 및 상징을〈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Ⅲ. 학교 홍보를 위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 
1. 제작 의도
현대 사회에서의 유니폼은 다양화, 전문화, 분업

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작업복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홍보의 목적으로도 착용되므로 그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현 사회가 요구

하는 유니폼의 조건 역시 과거의 개념과는 달라지고

있으며, 단지 유니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각

적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

하기 위해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의 학교에서 홍보를 위하여 유니폼을 착장하고 있는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유니폼에 학교의 특징과 상

징성을 반영도를 바탕으로 유니폼의 디자인 요소에

의거해 살펴보았으며, 디자인과 착장 형태를 파악하

였다. 그리고 제작할 유니폼을 타 대학과 차별화하

고 홍보 효과를 높이며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학교

와 학생이 만족하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하고자 하였

다.

1) 컨셉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디지털미디어와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폼 디자인이므로 현재의 패션 트렌드를 참고하

여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였으며 자유로운 패션 스타

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정장 슈트와 블라우스, H-
라인 스커트로 구성된 전통적인 유니폼을 기준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홍보 도우미와 패션 전공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유니폼의 스타일 설문조사한 결

과, 숙명, 동덕, 성신여자대학교는 전통적인 스타일

을 기본으로 한 전형적인 유니폼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난 유니폼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덕성, 서울여

자대학교는 트렌드성을 많이 반영된 트렌디한 유니

폼 스타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유니폼 스타일을 Traditional Style로 보고

그 중간을 Semi Trendy Style, 가장 트렌디한 유니폼

스타일을 Trendy Style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Tradi-
tional Group, Semi Trendy Group, Trendy Group의
총 3그룹으로 정리하였다. 나누어진 각 그룹에 따라

아이템별로 3가지씩 디자인하여 총 27벌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2) 색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폼의 색상이므로

트렌드를 반영하되 착용 대상의 학교인 이화여자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초록색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초록색과 잘 어울

리고 유니폼이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색상으

로 아이보리와 베이지, 갈색 색상으로 배색하여 심

미성을 강조하였다.

3) 소재
유니폼은 특정한 행사 때만 입는 옷이기도 하지

만 매일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재의

선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내구성, 세탁성, 활
동성 등 기능적인 면과 함께 미적 감각을 부여하는

장식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생들은 많은 활동을 하므로 오염물에 대하여 세탁이

용이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탁에 편리한 소재인 면, 모, 폴리에스테르 혼방소재

를 선택하여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4) 디테일
유니폼에서 디테일은 단조로움과 정적인 느낌을

세련되고 경쾌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유니폼 디자인에 있어서

리본, 블레이드, 자수, 띠장식, 요크 등의 디테일을

이용하였으며, 학교 교화가 수 놓아진 교표를 브로

치, 와팬, 자수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가슴 상

단에 코디네이션 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학

교 홍보를 위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표 2〉로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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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 홍보를 위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

컨셉 학교의 특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캐주얼 정장을 기본으로 트렌드를 가미함

이미지

맵

색상 초록, 아이보리, 베이지, 갈색

소재 면, 모, 폴리에스테르 혼방

디테일
리본, 블레이드, 자수, 띠장식, 요크등 브로치, 
와팬, 자수

2. 작품 구성 및 디자인
현재 앞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 도우미가 행사와

고교 방문, 입시설명회 등을 위하여 유니폼을 착장

하였으며, 기본 아이템으로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아

이템을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구성하고, 단정하고 정

돈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킷을 추가하여 3피스로

기본 아이템을 구성하여 디자인 전개하였다.

1) Traditional Group

첫 번째 Traditional Group에서는 기본 정장 재킷

에 학교의 마크를 응용하여 자수를 놓았고 와팬 부

착과 파이핑 사용으로 재킷을 세련되게 디자인하였

다. 블라우스에도 학교 마크를 응용한 자수와 리본

테이프를 활용하여 귀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디

자인하였다. H라인의 스커트는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 컬러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2) Semi Trendy Group

두 번째 Semi Trendy Group의 재킷에는 학교의

교표를 응용하여 브로치로 사용하였고, 칼라에 배색

을 하여 발랄함을 가미하였다. 블라우스에는 많은

디테일이 없는 재킷과는 달리 가슴 상단에 핀턱을

잡고, 칼라 끝과 소매 끝에 레이스를 부착하여 여성

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스커트는 소재의 체크 문양의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 활동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

인하였다.

3) Trendy Group

세 번째 Trendy Group은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

영한 유니폼으로서 재킷의 모양이 세 벌 모두 트렌

디하며 세련된 느낌을 주고 메탈 버튼과 체인을 사

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블라우스 또한 핀

턱과 셔링으로 트렌디함과 세련미를 표현하였고, 풍
성한 리본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스커

트는 활동하기에 편하고 발랄함을 느낄 수 있게 A라

인으로 하였으며, 메탈 단추로 포인트를 주어 재킷

과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였다. 
작품 구성 및 디자인 계획표는〈표 3〉과 같이 정

리하였다.

3. 유니폼 제작
학교 홍보를 위해 디자인된 9개의 유니폼들은 홍

보 도우미들과 학교의 홍보 관련 담당자 분들의 심

사를 거쳐 두 벌을 선정하여 실물 제작하였다.
첫 번째 유니폼은 Traditional Group의 B타입 재

킷과 Semi Trendy Group의 블라우스, Trendy Group
의 스커트가 선정되었다. 블라우스에는 프릴을 첨가

하여 제작했고 가슴에는 학교 마크가 있는 와팬을 달

아 포인트를 주었다. 두 번째 유니폼은 Trendy Group
의 A타입 재킷과 Traditional Group의 C타입 블라우

스, Semi Trendy Group의 C타입 스커트가 선정되었

고, 재킷과 블라우스에는 학교 마크를 응용한 자수

를 놓고 스커트의 소재는 단색으로 하여 실물 제작

하였다. 제작된 두 벌의 유니폼은 학교의 최종 품평

회를 통하여 재킷은 학교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마크

자수가 들어간 두 번째의 유니폼으로 선정되었다. 
블라우스는 가슴에 프릴을 달은 첫 번째 유니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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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구성 및 디자인 계획표

구분 A - 타입 B - 타입 C - 타입 디테일

Traditional 
group

재킷 자수, 파이핑

블라우스
교표를 리본으로

활용, 리본 테이프

스커트 칼라 테이프

Semi 
trendy 
group

재킷
교표를 브로치로

응용, 배색

블라우스
핀턱, 칼라 끝

레이스 부착

스커트
체크 방향으로

변화를 줌

Trendy 
group

재킷 메탈 버튼, 체인

블라우스
핀턱, 셔링, 
풍성한 리본

스커트 메탈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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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의 최종 품평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유니폼

첫 번째 선정 유니폼 두 번째 선정 유니폼

▶

최종 유니폼

Traditional group의
B타입 재킷

+
Semi trendy group의

블라우스

+
Trendy group의

스커트

Trendy group의
A타입 재킷

+
Traditional group의
C타입 블라우스

+
Semi trendy group의

C타입 스커트

선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스커트는 H라인의 실루

엣을 지닌 두 번째 유니폼이 최종 선정되어 학교 홍

보를 위한 유니폼으로 제작되었다. 학교의 최종 품

평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유니폼은 트렌드성을 가

미하여 디자인이 전개되었다. 학교의 특징,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과 색상으로 디자인된 유니폼으

로서 학생들이 품평회에 참석하여 선택된 것으로써

만족도 역시 높은 디자인이다. 학교의 최종 품평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유니폼은〈표 4〉와 같다. 

Ⅳ. 결  론
21세기의 유니폼은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개성으로서의 브랜드’ 그리고 ‘조직적으로서의 브

랜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유니폼은

기업의 중요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브랜드

의 개성이나 브랜드 컨셉에 부응할 수 있는 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 유니폼은 기업을 상징하는 상징성

뿐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시각적 요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학교의 특성과 새로운 이미지 창출하

여 이화여자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명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

대학교의 조사에서는 재킷과 블라우스, 스커트를 기

본 아이템으로 하고 있었다. 색상은 학교의 상징 색

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칼라와 소매단에 배

색을 첨가했다. 서울여자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의 
조사에서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기본 아이템으로

하고 있었고, 색상은 학교의 상징 색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칼라와 소매단에는 배색과 프릴을 첨

가했다. 블라우스에는 어깨 요크, 핀턱과 같은 부분

적인 디테일이 있었다. 소재로는 5개 대학 모두 세탁

이 용의한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주 소재이었으며, 액
세서리로는 스카프와 스카브로치 등을 부착하였다. 
이들 유니폼은 학교의 이미지 상승과 타 대학과의

차별화와 학교 이미지에 대한 높은 홍보 효과를 가

지고 있었다.
둘째, 타 대학의 홍보 도우미 유니폼의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홍보 도우미 유

니폼 제작은 Traditional Group, Semi Trendy Group, 
Trendy Group으로 나누어 디자인하였다. 3그룹 모

두 재킷, 블라우스 셔츠, 스커트를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하였고, 리본, 블레이드, 자수, 띠장식, 요크 등

의 디테일을 이용하였다. 색상은 학교의 상징 색상

인 그린을 포함하여, 아이보리와 베이지, 브라운 컬

러로 배색하였다. 소재는 면, 모, 폴리에스테르로 하

고, 체크와 스트라이프 솔리드의 문양으로 디자인하

였다. 액세서리로는 학교의 교화가 수 놓여진 교표

를 브로치, 와팬, 자수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가슴 상단에 코디네이션하여 디자인하였다. 3그룹의

디자인은 총 27벌의 유니폼으로 디자인 개발되었고, 
이 중 두 벌을 선정하여 제작한 후 학교 도우미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Trendy Group의 A타입 재킷과 Semi Trend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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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타입 블라우스와 Semi Trendy Group의 스커트

가 홍보 도우미 유니폼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개발

된 학교 홍보를 위한 유니폼은 학교의 특성과 이미

지를 잘 반영한 유니폼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

인만을 선호했었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트렌드를

반영해 유니폼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유니

폼은 여러 행사와 타 대학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교의 상징적인 이미지의 유니폼을 착장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치감을 심어주고, 타 대학과

의 차별화를 주어 교 내․외적으로 높은 홍보 효과

는 물론 이미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디자인 면에서 세련된 유니폼을 착장한 학생들

은 심적으로 우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동

시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이 트렌드를 반영한 유니폼은 학교의 상징성과

미감을 잘 반영한다면 학교를 대표하는 홍보 도우미

의 유니폼으로도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 홍보 도우미뿐만 아니라 아직 트렌드를 받아들

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 유니폼에도 본 연구를 바탕

으로 하여 트렌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좀 더 나은 유니폼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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