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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follow-up of a study on design strategies to improve Korea's Korean coast guarduniforms, 
this study set out to propose Korean coast guard uniforms of a new concept that would meet 
the changing needs of the times and match the advanced technology and work environments. 
Three concepts of classical, nautical and techno chic were identified from the design strategies of 
the previous study. Using the results from a prototype show and preference survey, the 
investigator divided items into design, color, material, and detail and reflects demands for each of 
them. As a result, design was examined in four aspects of identity, acknowledgement, unity, and 
practicality and focused its improvement factors on design differentiated from other organizations' 
uniforms including ground police, segmentation of size system, adjustment of the length of upper 
garment to consider activity, and changes to the lines and silhouette to give out a modern image. 
As for color, the focus was placed on differentiated colors from other organizations' uniforms 
including ground police through dark blue and ocean color, change toward colors that reflec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unity in colors between the summer and winter uniform. As for 
material, the focus of improvement was put on elasticity, resistance against contamination, warmth 
retention, texture, wearing sensation, and functionality by taking into account convenience for 
field workers on coast guard vessels and branch offices who have much time in contact with 
ocean environments in order to make the materials high-grade. As for detail, structural details 
were added to give out a modern image such as changing the detail lines, efficiency of storage 
space, buttons, sleeve hems, ironing lines, and neck collars by taking into accou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that it proposed a development model for 
large-scale uniform copy design by establishing copy design that secures functionality and is 
proper for an organization'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Key words: classic(클래식), Korean coast guard(한국해양경찰), nautical(노티컬), 
techno chic(테크노 쉬크), uniform(복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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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종류 착용시기 착장상황 착장대상

모자류

(5종)

정 모 3 4계절 정장 또는 근무복 착장시 경찰 남․여/전경

근무모 2 4계절 근무복 또는 기동복 착장시 경찰/전경

제복류

(17종)

겨울정복 2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9일) 평상시 근무, 각종 행사 또는 회의,

민원실 등 민원창구 근무,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경찰 남․여

여름정복 2 하절기(5월 10일~9월 30일) 경찰 남․여

근무복 3 4계절 평상시 근무,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경찰 남․여/전경

성하복 3 성하기(5월 20일~9월 20일) 경찰 남․여/전경

겨울기동복 2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9일)
작전, 경비, 특수한 근무,

교육․훈련 참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찰/전경

여름기동복 2 하절기(5월 10일~9월 30일) 경찰/전경

겨울점퍼 1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9일)
근무평상시 근무,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경찰/전경

춘추점퍼 1 봄 경찰/전경

파 카 1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9일) 경찰/전경

<표 1> 연구대상

Ⅰ. 서론
한국의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이후 잦은 소속기

관 변동을 거치면서 1996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

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된 뒤 2008년 국토해양

부 외청으로 변경되었다.1) 이처럼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되었지만 과거 육상 경찰의 복제시스템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여 왔던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을 수

호하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품위를 고취

시키고, 대외적으로 공권력을 상징하는 해상종합법집

행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복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해양경찰복제의 개선방향

을 위한 디자인 전략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 첫째,

조직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친근

한 바다 봉사자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는 복제

를 제시한다. 둘째, 업무특성과 근무환경에 적합한

한국 해양경찰의 고유복제 시스템 개발 과정을 정리

하여 공유하므로 유사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선행연구 된 디자인 전략 연

구를 중심으로 콘셉트를 도출하고 모자류, 제복류,

색상, 재질, 형태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최종

디자인 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경찰복제는 경찰제복,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표지장, 장구, 부속물로 구분

할 수 있다.2) 이중 모자류 5종, 제복류 17종을 포함

총 22종을 연구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경찰

복 중에서도 계급장을 포함한 부속물 12종, 특수복에

속하는 해양구조대 및 해수욕장 안전요원 등 특수직

무경찰관복제는 제외시킨다. 이중 제복류는 총 17종

으로 겨울정복 2종, 여름정복 2종, 근무복 3종, 성하

복 3종, 겨울기동복 2종, 여름기동복 2종, 겨울점퍼 1

종, 춘추점퍼 1종, 파카 1종으로 구분하였다<표 1>3).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 내용

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선행 연구되어 결과로 도출된 해양경

찰복제 디자인 전략을 바탕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선

별하는 단계이다. 즉,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선행연구 된 이미지적 측면, 기

능 및 구조적 측면, 시각적 측면의 디자인 방향 및

전략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클래식(classic), 노티컬(nautical), 테크노 쉬크(techno

chic)의 3가지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둘째, 각 콘셉트 별 2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 품목

에 따라 6개의 디자인 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디자인 스케치 설명회를 통한 전자설문조사

와 시제품 런웨이쇼 형식으로 해양경찰직원, 일반시

민, 국내 학계․의류업계 전문가 자문위원단 등을 대

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5차에 걸친 선

호도 설문조사와 평가회를 실시하고, 품평회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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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여 본청, 지방청별 순

회품평회를 5차례 개최하였다.

넷째, 시제품을 통한 품평회와 선호도 조사 결과

를 통해 수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고, 그 결과를 디

자인, 색상, 소재, 디테일 별로 구분하고 각 품목별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Ⅱ.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 방향을
위한 디자인 전략

본 연구는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로 이재정, 김윤희4)의 한국 해양경찰복제의 개

선방향을 위한 디자인 전략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한국 해양경찰복제의 개선 방향을 위한 디자인 전

략 연구는 국내․외 유관기관 복제 조사 연구, 해양

경찰 환경과 구복제 조사 및 해양경찰복제에 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복제개선을 위

한 이미지 및 선호도 조사 등의 선행연구를 시행하

였다. 이 결과를 각 품목별로 디자인, 색상, 소재, 디

테일로 구분하여 개선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개선요인은 이미지적 요소, 기능 및 구조적 요소, 시

각적 요소로 재 구분하여 해양경찰복제 디자인을 위

한 종합적 개선점으로 도출하였다. 소재, 디자인, 색

상과 같은 복식디자인의 조형요소를 통해 국민과 시

민간의 친근감, 경찰조직의 적합성, 타 복제와의 차

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

이라는 3가지 디자인 특성을 압축 제시하였다. 구성

요소간의 강화와 보완 작업을 통해 복제 체계의 일

관성을 유지하여 운용의 용이성을 추구하도록 하였

으며, 일반경찰 간의 차별성과 함께 관련성을 모색하

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을 디자인의 전술적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이재정, 김윤희5)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해양경찰복제 디자인 방향은 분석된 개선요인과 종

합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디자인 방향 및 전략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이미지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방향 및 전략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

화된 디자인을 추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한

다. 둘째, 부피감 있는 라인에서 슬림한 실루엣으로

개선하여 현대적인 심플한 라인을 추구한다. 셋째,

서로 상반된 개념인 권위와 친근미를 조화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넷째,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단순미 강조 등을 디자인 방향으로 설정한다. 색상에

서는 첫째,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흑청색과 바닷물색

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둘째, 셔츠의 경우 시인성

과 정체성을 위해 바닷물색을 적용한다. 셋째, 해양

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흑청색을 통해 강인함과

권위를 표현하도록 한다. 소재는 구김방지를 위한 방

축가공을 통해 청결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디테일에서는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를 통해

세련미를 부각시키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기능 및 구조적 측면의 디자인 방향 및 전략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첨단 환경에 부응하는 선진 해양경

찰상을 위해 시인성, 안전성, 품위성, 업무효율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둘째, 사이즈 체계의 세분화를 통

해 기동복과 근무복 호수의 동일화를 추진한다. 셋째,

부피감으로 기동성 및 착용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

완하고 착용방법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넷째, 현대적

실루엣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소재에서는 첫째, 신축

성 및 무게감을 개선하여 활동성을 고려한다. 둘째,

칼라, 소매 끝부분 등의 오염도 감소를 위해 방오가

공 및 방축, 대전방지, 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소재

를 사용한다. 셋째, 마모되는 부속물의 소재를 개선

한다. 넷째, 부드러운 소재 및 재질의 고급화(원단에

대한 재질감 혼용율 조정)를 추진한다. 디테일에서는

첫째, 핸드폰 주머니와 볼펜꽂이 등을 위한 수납공간

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허리에 사이즈 조절기능

을 부가하여 착용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이름표/와

펜/계급장 등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착용성

과 세탁성을 높이도록 한다. 넷째, 다림질선 및 봉제

선을 튼튼하게 개선하여 기능성을 강조한다. 다섯째,

환경과 활동성에 중점을 둔 디테일 개선(바지 밑단

의 지퍼 장착, 기동복 바지 내부에 고리 부착, 소매

에 고무 밴드 및 이중 조임(해풍방지) 등)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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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콘셉트 별 디자인 전략

다는 결론을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시각적 측면의 디자인 방향 및 전략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현대적 심플한 라인을 위한 슬림한 실루엣

(소매통, 주름, 기장 등) 추진에 중점을 둔다. 둘째,

춘추점퍼 및 동점퍼 디자인을 일원화 시킨다. 셋째,

블루종(blouson) 스타일에서 활동성을 위한 H라인으

로 개선한다. 색상에서는 첫째, 하정복 색상과 동정

복 색상의 동일화를 추진한다. 둘째, 해양경찰의 공

권력을 상징하는 흑청색을 통해 강인함과 권위 및

안정감과 품위성을 표현한다. 소재는 첫째, 시각적

청결함과 단정함을 위한 방축가공을 추진한다. 둘째,

속옷의 비침 현상을 개선한다. 셋째, 반복세탁에 의

한 탈색 방지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디테일에서는

첫째, 기능성과 장식성을 위한 포켓디자인에 중점을

둔다. 둘째, 심플한 분위기의 셔츠칼라를 활용한다.

셋째, 점퍼와 파카 칼라에 부착되어 있는 인조모 제

거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앞선 연구는 해양경찰제복의 고유 특성을 의

복디자인의 요소, 시각적 요소와 원리, 그리고 3가지

전략적 측면으로 고찰하여 제시함으로써 특수성을

지니는 제복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해양경찰복제디자인

은 조직의 자긍심과 품위를 고취시키고 능동적이고

친근한 해양경찰 이미지가 표현되며 업무에 효율적

인 기능성과 실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

어야 한다. 즉, 개선 복제는 선진적인 대한민국의 이

미지와 공권력의 권위가 표출되어야하며 발전된 정

보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 업무에 적합하고

해양경찰 고유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기능성, 편리

성과 함께 심미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무엇보다

해양경찰의 고유이미지를 제시하여 유관 기관 복제

와 차별화시킴과 동시에 상징적 보편성도 함께 지닐

수 있도록 한다.

Ⅲ. 한국 해양경찰복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콘셉트 및 디자인 제안

경찰복은 경찰의 활동성과 함께 대외적으로 전문

직업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핵심적 실체로서 중요

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 이를 착용함으로서 대외적으

로 능동적이고 친절한 이미지가 표출되어야 하며 나

아가서는 선진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시각적 세련미

와 함께 국가의 차별화된 상징적 이미지가 나타나야

한다.6) 해양경찰복도 이와 같이 그 이미지가 갖는

의미가 크며, 시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복제가 필요하다.

이재정, 김윤희7)의 한국 해양경찰복제의 개선방향

을 위한 디자인 전략에서 선행 연구된 디자인 방향

과 이미지적 측면, 기능 및 구조적 측면, 시각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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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고품위를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평범하고 단순하며 실용적인 디자인을 재해석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보수주의 성향

지향

이미지

subversive classicism

(클래식 요소들의 변형)

protective & compact

(보호기능성을 지닌)

classical & raditional

(클래식 & 전통적 성향)

특 징

관습적인 과거의 스타일 답습이 아닌 멋스러움과 럭셔리한 클래식 감성 디자인

진정성과 정직한 이미지를 해양경찰복제에 표현

주요색상: 흑청색+흰색, 흑청색+물색

디자인

전략

이미지적 측면: 권위, 국제성

- 베이직한 디자인, 공권력/강인함/권위 상징, 권위와 친근미의 조화

기능 및 구조적 측면: 시인성, 품위성

- 재질의 고급화, 부피감 개선

시각적 측면: 장식성, 심미성, 상징성

- 강인함, 권위, 품위의 상징색(흑청색), 심플한 셔츠 칼라

디자인

(도식화)

A안

B안

<표 2> 클래식(classic)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면의 디자인 전략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콘셉트를

제안한다.

이미지 콘셉트는 크게 3가지로 공권력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클랙식(classic) 이미지, 해양의

청명한 분위기로 투명하고 산뜻한 해양경찰의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티컬(nautical) 이미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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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풍요로움과 넓고 진취적인 바다로 향하는 젊은이의 특성 지향

쉐어링 컬쳐(sharing culture) 트렌드를 수용하여 다같이 나누는 공감문화 트랜드 추구

경쾌한 해양 스포츠를 통해 속도감과 자유로움 즐김

지향

이미지

self-expression(자기표현)

blue sea & cruise

(푸른 바다와 크루즈)

marine look(마린 룩)

marine sport(해양 스포츠)

특 징
진취적인 해양경찰복제 이미지 제시

주요 색상: 네이비 블루, 로열블루, 바닷물색

디자인

전략

이미지적 측면: 친근감, 정체성

- 타 복제와의 차별성, 해양상징의 흑청색과 바닷물색 조화, 청결함과 단정함

기능 및 구조적 측면: 시인성

- 특수 환경 요소와 활동성에 중점

시각적 측면: 장식성, 심미성, 상징성, 역동성

- 속옷의 비침 현상 개선, 탈색 방지, 시각적 청결함과 단정함

디자인

(도식화)

A안

B안

<표 3> 노티컬(nautical)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단 과학기술 환경을 상징하는 하이테크한 테크노 쉬

크(techno chic) 이미지를 통해 전개한다.

3개안의 디자인 콘셉트는 라이프 스타일, 지향이

미지, 디자인 전략, 특징별로 키워드를 분석하여 클

래식A, B안, 노티컬A, B안, 테크노 쉬크A, B안으로

총 6개의 새로운 해양경찰복제 디자인 스케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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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멀티 태스킹 능력(multi-tasking capacity)을 지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차별화를 중시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웨어러블 테크놀러지를 수용

지향

이미지

emotional functionality

(감성적인 기능성)

ubiquitous & digital convergence

(유비쿼터스와 디지털 컨버젼스)

high tech, digital nomadic

(하이테크와 디지털 노매딕)

특 징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빠른 유행에 따른 표현 수단의 개방화로 인한 감성을 자극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실용성과 감성적인 메시지 표현이 공유되는 이미지 제시

주요색상: 황갈색, 로열 블루, 오렌지+네이비 블루, 바닷물색

디자인

전략

이미지적 측면: 국제성, 정체성

- 현대적인 슬림한 실루엣,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선

기능 및 구조적 측면: 시인성

- 사이즈 체계의 세분화, 활동성과 편의성 고려, 부속물의 소재 개선, 수납공간확보

시각적 측면: 장식성, 심미성, 상징성, 역동성

- 슬림한 실루엣, 디자인의 일원화, 색상의 동일화(하․동정복), 인조모 제거

디자인

(도식화)

A안

B안

<표 4> 테크노 쉬크(techno chic)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출하였다<그림 1>, <표 2, 3, 4>. 또한 해양경찰복제

디자인 스케치 안에 따른 정모와 근무모의 디자인

안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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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

1안 반달형 앞판 근무모에 독수리 경찰장의 라인만 표현된 자수 처리

2안
반달형 앞판 근무모에 독수리 경찰장 색이 채워지도록 표현된 자수

처리

3안

반달형 앞판 근무모에 원판 안에 로고와 독수리 경찰장이 디자인된

자수

해양경찰 영문로고를 KOREA COAST GUARD로 처리

4안

반달형 앞판 근무모에 원판 안에 로고와 독수리 경찰장이 디자인된

자수

해양경찰임을 나타내는 영문로고를 POLICE로 처리

5안
스포츠 모자형의 근무모에 독수리 경찰장의 색이 채워지도록 표현된

자수

근무모

1안 2안 3안

흰색 크라운과 금속 실 자수 흰색 크라운과 은사 실 자수
제복 색상과 동일한 크라운 색상과

금속 실 자수

4안 5안 6안

구름 무늬 띠와 금속 실 자수
색상 띠와 금속 표지장

여성정모 : 티롤형
색상 띠와 금속 표지장

<표 5> 정모와 근무모 6개 디자인 안

Ⅳ.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해 복제 디자인 스케

치 선호도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복

제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실물

제작된 복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평가회의 및 선

호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12명의 모델을 선발하여 본

청과 동해․서해․남해 등 전국 3개 지방청을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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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1,000여명을 대상으로 런웨이쇼를 개최하고 직

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개선복제 시범 착용단계로서 본청을 비롯한 동

해․서해․남해지방청 등 3개 지방청과 울산, 군산,

통영 등 3개 해양경찰서 경찰관 210명을 대상으로

겨울정복과 근무복을 제작하여 시범 착용하였다. 또

한 기동복, 점퍼 등 기타복제 디자인 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72명

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1차 평가회는 정복, 근무복, 성하복을 대상으로 하

는 전국 순회 평가회이며, 2차 평가회는 복제개선 복

제 부속물 실물디자인 평가회, 3차 평가회는 복제 전

문가 자문위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복 색상 선정

평가회, 4차 평가회는 해양경찰청,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근무복 색상 선정 평가회, 5차 평가회는 점

퍼(춘추․겨울), 파카, 기동복의 3종에 해당하는 시

제품 평가회로 구성되었다<표 6>.

1. 복제 디자인 스케치 안 선호도 설문조사
해양경찰복제 품목 중 기동복, 겨울점퍼, 춘추점퍼,

파카의 디자인 스케치 선호도 설문조사는 2007년 6

월 12일부터 19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해양경찰

대화방 설문조사코너에서 전자설문조사 형태로 실

시되었으며, 남자해양경찰관 2,834명(남자경찰관 5,884

명중 48.2% 참여), 여자경찰관 169명(여자경찰관 325

명중 52.0% 참여)인 총 3,00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

었다. 설문 결과 기동복에서는 클래식B(1,312명/43.7%),

테크노 쉬크B(896명/29.8%), 클래식A(454명/15.1%),

테크노 쉬크A(341명/11.4%)로 겨울점퍼에서는 클래

식A(1,740명/57.9%), 클래식B(740명/24.6%), 테크노

쉬크B(282명/9.4%), 노티컬B(241명/8%) 순으로 춘

추점퍼에서는 클래식A(1,707명/56.8%), 클래식B(765

명/25.5%), 테크노 쉬크B(311명/10.4%), 노티컬B

(220명/7.3%)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또한 파카

에서는 클래식A(1,695명/56.4%), 클래식B(821명/27.3%),

노티컬B(286명/9.5%), 테크노 쉬크A(201명/6.7%)로

선호도 결과가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동복은 클

래식B, 겨울점퍼, 춘추점퍼, 파카는 클래식A가 선호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제 1차 전국 순회 평가회
6개안의 실물 제작된 정복, 근무복, 성하복을 대상

으로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제

1차 전국 순회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런웨이쇼 방식

으로 실물을 선보였고, 선호도 설문조사는 해양경찰

청 홈페이지 해양경찰대화방 설문조사코너에서 실

시하였다. 참여인원은 해양경찰관 2,804명(전체 해양

경찰관 6,264명중 44.7% 참여)으로 남자해양경찰관

은 2,628명(남자경찰관 5,925명중 44.3% 참여), 여자

해양경찰관은 176명(여자경찰관 339명중 52.0% 참

여)이였으며, 본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으로 본청

및 3개 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정복에서는 클래식A(1,439명/51.3%), 테크노

쉬크A(592명/21.1%), 노티컬A(348명/12.4%), 테크

노 쉬크B(254명/9%), 클래식B(120명/4.3%), 노티컬

B(51명/1.8%)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근무복에

서는 클래식A(1,675명/59.7%), 테크노 쉬크B(374명

/13.3%), 노티컬A(292명/10.4%), 클래식B(266명/9.5%),

테크노 쉬크A(134명/4.8%), 노티컬B(63명/2.3%) 순

으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성하복에서는 클래식A

(1,672명/59.6%), 테크노 쉬크B(377명/13.5%), 노티

컬A(302명/10.8%), 클래식B(256명/9.1%), 테크노 쉬

크A(138명/4.9%), 노티컬B(59명/2.1%) 순으로 선호

도가 나타났다.

또한 해양경찰관 외에 900명(직원 704명, 시민 55

명, 학생 75명, 기타 66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

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복은 클래식

A(486명/54%), 테크노 쉬크A(132명/14.7%), 노티컬

A(85명/9.4%), 테크노 쉬크B(60명/6.7%), 클래식

B(41명/4.6%), 노티컬B(30명/3.3%)로 선호도 결과

가 분석되었다. 근무복은 클래식A(475명/52.8%), 노

티컬A (102명/11.3%), 클래식B(95명/10.6%), 테크

노 쉬크B (83명/9.2%), 테크노 쉬크A(48명/5.3%),

노티컬B (31명/3.4%) 순으로 해양경찰관과 선호도

순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하복은 클래식A(479

명/53.2%), 노티컬A(93명/10.3%), 클래식B(92명/10.2%),

테크노 쉬크B(76명/8.4%), 테크노 쉬크A(58명/6.4%),

노티컬B(36명/4%)순으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해양경찰관 2,804명과 일반인 900명의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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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근무복, 성하복 모두 클래식A를 선호하는 것으

로 도출되었다.

정모, 근무모를 포함한 복식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선호도 결과 클래식A(475명/52.8%), 테크노 쉬

크A(120명/13.3%), 테크노 쉬크B(84명/9.3%), 노티

컬A(70명/7.8%), 클래식B(52명/5.8%), 노티컬B(33

명/3.7%)로 클래식A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제 2차 평가회
제 2차 평가회의는 복제 부속물 실물디자인을 위

한 선호도 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정모와 근무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대상은 해양경

찰청 소속으로 총 305명을 대상으로 총경이상, 경정

∼경감, 경위이하로 대상을 구분하여 2007년 11월 5

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정모는 <표 5>에서 제

시된 디자인 안으로 2안(148명/48.5%), 3안(79명/26%),

1안(78명/25.6%) 순으로, 근무모는 2안(114명/37.4%),

1안(112명/36.7%), 3안(77명/25.3%) 순으로 2안이

모두 선호도 결과가 높게 도출되었다.

4. 제 3차 평가회
제 3차 평가회는 복제 전문가 자문위원단 평가회

로 2007년 1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국내 학계 및 의

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의 자문위원단을 대상

으로 근무복 색상 선정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

과 청색 근무복(8명/80%), 흰색 근무복(2명/20%)으

로 청색 근무복이 선호도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5. 제 4차 평가회
제 4차 평가회는 해양경찰청 1,844명(본청, 3개 지

방해양경찰청, 3개 해경서(울산, 군산, 통영), 해양대

학교 경찰학과와 일반 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대학

생 총 148명(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26

일부터 30일까지 총 1,992명의 설문지에 의한 개별

설문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무복 최종 색상 선정

을 위한 평가회였다. 경찰학과와 패션디자인학과의

학생을 색상 선호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해양경찰복제에 관련자들로서 이들이 이미지적 측면

에서 인지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상징색과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 결과 해양경찰청에서는 청색이 1,180명(64%),

흰색이 664명(36%)이며, 대학생 참가인원인 148명중

청색이 76명(51.3%), 흰색이 72명(48.7%)으로 선호

도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6. 제 5차 평가회
제 5차 평가회는 기타복제 품평회로 점퍼(춘추․

겨울), 파카, 기동복의 최종 개선안 결정을 위한 시

제품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목적으로 시행

되었다. 참여인원인 총 985명(전체 해양경찰 6,262명

중 15.7% 참여)으로 남자해양경찰관은 934명(남자경

찰관 5,923명중 15.7% 참여), 여자경찰관은 51명(여

자경찰관 339명중 15.0% 참여)으로 구성되었다. 앞

서 2007년 6월에서 19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해

양경찰대화방 설문조사코너에서 전자설문조사 형

태로 실시된 디자인 스케치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중 1,2,3위를 차지했던 디자인을 시제품으로 제작하

여 실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춘추점

퍼에서는 클래식A안(535명/54.3%), 클래식B(350명

/35.5%), 노티컬B(100명/10.2%), 겨울점퍼는 클래식

A(496명/50.4%), 클래식B(376명/38.2%), 테크노 쉬

크B(113명/11.5%)순으로 선호도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파카에서는 클래식A(505명/51.3%), 클래식

B(310명/31.5%), 노티컬B(170명/17.3%)로 나타났으

며, 기동복에서는 클래식B(847명/86%), 테크노 쉬크

B(91명/9.2%), 클래식A(47명/4.8%)순으로 선호도

결과가 분석되었다. 앞서 6개의 디자인 스케치 안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한 결과와 동일하게 춘추점퍼,

겨울점퍼, 파카는 클래식A안, 기동복은 클래식B안으

로 선호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해 클래식,

노티컬, 테크노 쉬크의 3가지 콘셉트를 도출하고, 콘

셉트 별 2가지 디자인 스케치 안을 제시하였다. 기동

복 겨울점퍼, 파카를 대상으로 디자인 스케치 선호도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안 실물 제작된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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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디자인 스케치 안 선호도 설문조사

목적 디자인 스케치 안 선호도 조사(기동복, 겨울점퍼, 춘추점퍼, 파카)

대상

해양경찰청 3,003명

해양경찰복제 : 3,003명(전경찰관 6,209명중 48.4% 참여)

- 남자경찰관 : 2,834명(남자경찰관 5,884명중 48.2% 참여)

- 여자경찰관 : 169명(여자경찰관 325명중 52.0% 참여)

방법 직원 대상 전자설문 조사: 전자설문 실시

결과

1위 2위 3위 4위

기동복
클래식B

(1,312명/43.7%)

테크노 쉬크B

(896명/29.8%)

클래식A

(454명/15.1%)

테크노 쉬크A

(341명/11.4%)

겨울점퍼
클래식A

(1,740명/57.9%)

클래식B

(740명/24.6%)

테크노 쉬크B

(282명/9.4%)

노티컬B

(241명/8%)

춘추점퍼
클래식A

(1,707명/56.8%)

클래식B

(765명/25.5%)

테크노 쉬크B

(311명/10.4%)

노티컬B

(220명/7.3%)

파카
클래식A

(1,695명/56.4%)

클래식B

(821명/27.3%)

노티컬B

(286명/9.5%)

테크노 쉬크A

(201명/6.7%)

제 1차 전국 순회 평가회

목적 실물 제작된 디자인 선호도 조사(정복, 근무복, 성하복)

대상

참여인원 : 2,804명(전경찰관 6,264명중 44.7% 참여)

- 남자경찰관 : 2,628명(남자경찰관 5,925명중 44.3% 참여)

- 여자경찰관 : 176명(여자경찰관 339명중 52.0% 참여)

- 직원 및 일반 시민 : 900명(직원 704명, 시민 55명, 학생 75명, 기타 66명)

방법
직원 대상 전자설문 조사

- 런웨이쇼 후 개인 선호도 조사

디자인

클래식A 클래식B 노티컬A 노티컬B 테크노 쉬크A 테크노 쉬크B

정복

근무복&

성하복

결과

해양

경찰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정복
클래식A

(1,439명/51.3%)

테크노 쉬크A

(592명/21.1%)

노티컬A

(348명/12.4%)

테크노 쉬크B

(254명/9%)

클래식B

(120명/4.3%)

노티컬B

(51명/1.8%)

근무복
클래식A

(1,675명/59.7%)

테크노 쉬크B

(374명/13.3%)

노티컬A

(292명/10.4%)

클래식B

(266명/9.5%)

테크노 쉬크A

(134명/4.8%)

노티컬B

(63명/2.3%)

성하복
클래식A

(1,672명/59.6%)

테크노 쉬크B

(377명/13.5%)

노티컬A

(302명/10.8%)

클래식B

(256명/9.1%)

테크노 쉬크A

(138명/4.9%)

노티컬B

(59명/2.1%)

직원

및

일반

시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정복
클래식A

(486명/54%)

테크노 쉬크A

(132명/14.7%)

노티컬A

(85명/9.4%)

테크노 쉬크B

(60명/6.7%)

클래식B

(41명/4.6%)

노티컬B

(30명/3.3%)

근무복
클래식A

(475명/52.8%)

노티컬A

(102명/11.3%)

클래식B

(95명/10.6%)

테크노 쉬크B

(83명/9.2%)

테크노 쉬크A

(48명/5.3%)

노티컬B

(31명/3.4%)

성하복
클래식A

(479명/53.2%)

노티컬A

(93명/10.3%)

클래식B

(92명/10.2%)

테크노 쉬크B

(76명/8.4%)

테크노 쉬크A

(58명/6.4%)

노티컬B

(36명/4%)

<표 6>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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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평가회

목적 복제 부속물 실물디자인을 위한 선호도 조사(정모, 근무모)

대상
참여인원 : 305명(전경찰관 6,264명중 44.7% 참여)

- 총경이상, 경정∼경감, 경위이하로 대상 구분

방법 직원 대상 전자설문 조사

결과

1위 2위 3위

정모 2안(148명/48.5%) 3안(79명/26%) 1안(78명/25.6%)

근무모 2안(114명/37.4%) 1안(112명/36.7%) 3안(77명/25.3%)

제 3차 평가회

목적 근무복 색상 선정

대상
참여인원 : 10명

- 국내 학계 및 의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의 자문위원단

방법 직원 대상 전자설문 조사

결과
1위 2위

청색(8명/80%) 흰색(2명/20%)

제 4차 평가회

목적 근무복 최종 색상 선정

대상

참여인원 : 1,992명

- 해양청 : 1,844명(본청, 3개 지방해양경찰청, 3개 해경서(울산, 군산, 통영))

- 대학생 : 148명(국민대 패션학과 등 3개 대학교 학생)

방법 직원 대상 전자설문 조사

결과

색상 1위 2위

해양경찰관 청색 1,180명(64%) 664명(36%)

대학생 흰색 76명(51.3%) 72명(48.7%)

제 5차 평가회

목적 최종 시제품 개선안 결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점퍼(춘추․겨울), 파카, 기동복)

대상

참여인원 : 985명 (전경찰관 6,262명중 15.7% 참여)

- 남자경찰관 : 934명(남자경찰관 5,923명중 15.7% 참여)

- 여자경찰관 : 51명(여자경찰관 339명중 15.0% 참여)

방법 직원 대상 전자설문 조사

결과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춘추

점퍼

클래식A

535명(54.3%)

클래식B

350명(35.5%)

노티컬A

100명(10.2%)

겨울

점퍼

클래식A

496명(50.4%)

클래식B

376명(38.2%)

테크노 쉬크B

113명(11.5%)

결과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파카

클래식A

505명(51.3%)

클래식B

310명(31.5%)

노티컬A

170명(17.3%)

클래식B

847명(86%)

테크노 쉬크B

91명(9.2%)

클래식A

47명(4.8%)

기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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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성하복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평가회의

및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디자인 스케치 안의 전

자설문조사 결과 기동복은 클래식B안(40.7%), 겨울점

퍼는 클래식A안(55.6%), 파카는 클래식A안(53.4%)을

선호하였다. 이를 실물 제작하여 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동복은 클래식B(86%), 겨울점퍼는 클

래식A(50.4%), 파카는 클래식A(51.3%), 춘추점퍼는

클래식A안(54.3%)으로 약간의 선호도 수의 변화는

있지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6개안

실물 제작된 정복, 근무복, 성하복을 대상으로 런웨

이쇼 방식으로 진행된 제 1차 전국 순회평가결과 중

먼저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호도 결과 정

복은 클래식A(51.3%)가 근무복과 성하복 또한 클래

식A(59.7%, 59.6%)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해양경찰

관 외에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호

도 결과 정복은 클래식A(54%), 근무복도 클래식

A(52.8%), 성하복 또한 클래식A(53.2%) 로 해양경

찰관과 선호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 2차 평

가회는 복제 부속물 실물디자인을 위한 선호도 조사

로 정모는 2안(49%), 근무모 또한 2안(37%)으로 결

과가 도출되었다. 제 3차 평가회는 복제 전문가 자문

위원단 평가회로 근무복 색상 선정을 목표로 진행되

었으며, 그 결과 청색 근무복이 80%를 차지하였다.

제 4차 평가회는 해양경찰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무복 최종 색상 선정회로 해양경찰관은 청

색이 64%, 흰색이 36%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청

색이 51.3%, 흰색이 48.7%순으로 선호도 결과가 나

타났다. 제 5차 평가회는 기타복제 품평회로 점퍼(춘

추․겨울), 파카, 기동복의 시제품 선호도 조사를 목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춘추점퍼에서는 클래

식A안(54.3%), 겨울점퍼는 클래식A(50.4%)로 선호

도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파카에서는 클래식

A(51.3%), 기동복에서는 클래식B(86%)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각 품목별 클래식 안 디자인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색상은 청색을 선호하였다. 복제 디자인

스케치 안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와 5차에 걸친 평가

회의 결과를 표로 작성하면 앞의 <표 6>과 같다.

Ⅴ. 한국 해양경찰복제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현행 해양경찰복제 시스템에

관한 F.G.I 결과 중 디자인에서는 정체성, 시인성, 통

일성, 실용성의 4가지 측면에 대한 견해로 축약할 수

있었으며, 색상에서는 자유스럽게 의견이 제시되었고,

소재에서는 신축성, 오염성 기능성, 보온성, 재질감으

로, 디테일에서는 수납공간, 단추, 소매단, 다림질선,

목칼라로 요구사항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개선된 시제품을 통한 순회품평회 및 선호도 조

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복, 근무복, 성하복은 클

래식A안, 기동복은 클래식B안, 겨울점퍼와 춘추점퍼

는 클래식A안, 파카 또한 클래식A안으로 채택되었

다. 색상은 해양경찰을 상징할 수 있는 흑청색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디자인은 국제적 보편성을 지닌

클래식 안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작업용 기타 복제를

통하여 전통과 품위의 기조를 지니면서도 전문적이

고 기능적 면모를 보여줌으로서 젊고 진취적인 분위

기를 보완하였다.

선호도 조사와 품평회의 결과를 분석하여 요구사

항을 반영하고 해양경찰관, 전문가 자문위원단,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다음 <표

7>과 같이 최종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디자인에서는 정체성, 시인성, 통일성, 실용성의 4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개선 요인을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된 디자인, 사이즈 체계의

세분화, 활동성을 고려한 상의 길의 조절, 현대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라인과 실루엣 변경 등에 중점

을 두어 전개하였다. 색상에서는 흑청색과 바닷물색

을 통해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된 색

상, 환경특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변경, 하정복 색

상과 동정복 색상의 동일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소

재는 신축성, 오염성 기능성, 보온성, 재질감 등을 개

선할 수 있도록 소재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었다. 업

무 특성상 바다환경과 접하는 시간이 많은 경비함정,

파․출장소 등 일선 현장근무자의 편의도 고려하여

스판덱스 및 방오․발수기능 등 착용감과 기능성 향

상에도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였다. 디테일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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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디테일 선 변경, 수납공간

의 효율성 및 단추, 소매단, 다림질선, 목칼라 등의

개선, 환경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디테일 추가 등에

개선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해양경찰은복제의 최종 디자인, 색상, 소재,

디테일을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정모, 근

무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복은 평상시 근무할 때, 각종 행사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할 때, 민원실 등 민원창구에 근무할 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에 입는 제복8)으

로 주로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복제

이다. 이러한 착용 경우와 개선 요인 분석결과를 고

려하여 정복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정체성, 시인성,

현대적 감각의 실루엣에 중점을 두었으며,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다. 여성

정복 하의는 스커트로 근무복은 바지로 변경하였다.

색상은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흑청색과 바닷물색으로

변경하고 하정복과 동정복 색상의 동일화를 추구하

였다. 소재에서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축성과 오염성에 중점을 두고 방축, 방오, 대전방

지, 클리어, 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등의 소재의 고

급화를 추진하였다. 디테일에서는 현대인의 체형과

감각을 위해 디테일 선의 변화를 주었으며, 핸드폰

주머니와 볼펜꽂이 등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시행하였다.

근무복은 평상시 근무를 할 때, 그 밖에 소속기관

의 장이 지정한 때에 착용하는 제복9)으로서 디자인

적 측면에서는 시인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시원

한 오픈 칼라와 청결한 이미지 추구 및 심플한 라인

에 슬림한 실루엣으로 개선하였다. 사이즈 체계의 세

분화를 추진하였고, 활동성과 착용방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상의 색상은 해양경찰을 상

징하며 타 기관과 차별화 될 수 있으며 선호도가 높

았던 바닷물색으로, 하의는 안정감과 품위성 지향을

위해 흑청색으로 개선하였다. 소재에서는 고급화를

통해 오염성과 신축성 그리고 소재의 비침 현상 등

을 개선하였다. 디테일은 소매단과 목 칼라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매통과 주름등의 디테일 선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기동복은 작전, 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는 제복10)으로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시인성과 실

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매와 바지 통 여분과 기

장 등 현대적 라인으로 실루엣을 개선하였다. 또한

기동복과 근무복 호수의 동일화와 활동성을 위한 치

수체계의 세분화를 추진하였으며, 활동성을 위해 상

의를 바지 위로 내어 입는 착용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였다. 색상은 해양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흑청

색을 통해 강인함과 권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소재에서는 신축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반복

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다. 디테일에서는 현대인

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도록 수납공간 개선에 중

점을 두었으며, 포켓 형태 디자인의 개선 및 대형 포

켓을 이용한 수납공간 확보를 추진하였다.

점퍼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시인성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춘추점퍼 및 동점퍼 디자인을 일원화 후

내피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블루종 스

타일에서 품위와 세련미 그리고 체형 커버를 위한 H

라인으로 실루엣을 개선하였으며, 심플한 분위기의

셔츠칼라를 활용하였다. 색상은 흑청색으로 개선하였

으며, 소재에서는 보온성과 재질감 그리고 활동성 증

대를 위한 신축성 및 소재의 고급화를 시행하여 소

재의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개선하였다. 디테

일에서는 점퍼 내부 양쪽의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해

풍방지용으로 소매에 고무 밴드로 마감 처리하였다.

또한 개선전에 칼라에 부탁되어 있는 인조모를 제거

함으로 현대적 감각을 추구하였다. 기동복과 동점퍼

파카는 정복과 근무복의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

운데 5개안을 제시하여 초기 클래식A안을 근간으로

한 스타일이 선정되었다.

파카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시인성과 정체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매와 허리 부분 등의 부분 조임

가능하도록 기능성을 추가하였다. 개선전 복제의 부

피감으로 기동성 및 착용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

하였다. 색상에서는 흑청색으로, 소재는 보온성과 재

질감에 중점을 두었다. 디테일에서는 수납공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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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요소 순위 개선요인 개선사항

정복

하정복

․

동정복

디자인

1 정체성
‣은색 4버튼의 싱글 여밈 디자인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된 디자인

‣활동성을 위한 치수체계의 세분화

2 시인성

3 통일성

4 실용성

색상 1
흑청색

바닷물색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된 색상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흑청색과 바닷물색으로 변경

‣하정복과 동정복 색상의 동일화

소재

1 신축성
‣거수 경례시 옷의 신축성 고려

‣소재의 무게감 개선

‣소재의 비용 절감

‣구김 현상 개선

‣마모되는 부속물의 소재 개선

‣방축, 방오, 대전방지, 클리어, 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반복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 최소화

‣하정복: 혼용율(%): 모 45%, 폴리에스터 55%

‣동정복: 혼용율(%): 모 72%, 폴리에스터 28%

2 오염성

3 기능성

4 보온성

5 재질감

디테일

1 수납공간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

‣핸드폰 주머니와 볼펜꽂이를 위한 구조적 개선

‣상의 소매 길이를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

‣다림질선의 편리성 추가

2 단추

3 소매단

4 다림질선

5 목칼라

개선전 개선후

근무복

상의

(남․여)

성하복

․

춘추복

디자인

1 시인성 ‣해양경찰복제 디자인 정체성 및 상징성 확립

‣시원한 오픈 칼라의 V자형 플랩의 아웃포켓에 청결한 이미지 강조

‣활동성을 위한 치수체계의 세분화

‣현대적 심플한 라인을 위한 슬림한 실루엣

2 실용성

3 정체성

4 통일성

색상 1 바닷물색
‣셔츠의 경우 타 기관과 흡사한 색상을 차별화함

‣해양경찰복제 고유색상의 체계화

소재

1 오염성 ‣칼라, 포켓, 소매부리의 오염방지를 위한 방오 및 발수 가공

‣활동성 증대를 위한 신축성

‣부드러운 소재 및 재질의 고급화

‣방축, 방오, 대전방지, 클리어, 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반복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 최소화

‣등 뒷판 요크 안감: 흡한.속건 기능의 망사 원단

‣성하복: 혼용율(%):폴리에스테르 74%, 레이온 24%, 폴리우레탄 2%

‣춘추복: 혼용율(%): 폴리에스테르 77%, 레이온 19%, 폴리우레탄 4%

2 신축성

3 기능성

4 보온성

5 재질감

<표 7> 개선된 한국 해양경찰복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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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요소 순위 개선요인 개선사항

디테일

1 소매단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소매통, 주름)

‣볼펜 등 수납공간 개선

‣다림질선의 편리성

‣셔츠의 경우 주름 모양 및 위치 수정

2 목칼라

3 단추

4 수납공간

5 다림질선

근무복

하의

(남․여)

성하복

․

춘추복

디자인

1 시인성 ‣활동성을 위한 치수체계의 세분화

‣현대적 심플한 라인을 위한 슬림한 실루엣

‣넓은 소매통을 슬림한 라인으로 개선

‣셔츠의 경우 주름 모양 및 위치 수정

2 실용성

3 정체성

4 통일성

색상 1 흑청색
‣흑청색의 안정감과 품위성 지향

‣해양경찰복제 고유색상의 체계화

소재

1 오염성 ‣활동성 증대를 위한 신축성

‣부드러운 소재 및 재질의 고급화

‣방축, 방오, 대전방지, 클리어, 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반복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 최소화

‣속옷의 비침 현상개선

‣성하복: 혼용율(%): 모 45%, 폴리에스터 55%

‣춘추복: 혼용율(%): 모 72%, 폴리에스터 28%

2 신축성

3 기능성

4 보온성

5 재질감

디테일

1 소매단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주름)

‣시원한 오픈 칼라의 V자형 플랩의 아웃포켓

‣기능성과 장식성을 위한 핸드폰과 볼펜 꽂이 포켓

‣다림질선의 편리성

2 목칼라

3 단추

4 수납공간

5 다림질선

근무복

상․하의

성하복

․

춘추복

개선전 개선후

성하(남) ․ 춘추(남․여)

기동복

성하

․

동복

디자인

1 시인성
‣바지 밑단의 조임 디자인(세탁시 오염상의 문제로 벨크로 보다는 지퍼)

‣활동성을 위해 상의를 바지위로 내어 입는 착용방법에 대한 개선

‣통 여분과 기장의 문제 개선

‣상의 하단 포켓

‣모든 와펜/계급장은 벨크로로 통일/작전시 탈․부착

‣기동복과 근무복 호수의 동일화

‣활동성을 위한 치수체계의 세분화

‣현대적 심플한 라인을 위한 슬림한 실루엣

2 실용성

3 정체성

4 통일성

색상 1 흑청색 ‣해양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흑청색을 통해 강인함과 권위를 표현

과 소매부리의 이중 조임 등 장식 및 기능적 디테일

을 개선하였다.

정모과 근무모는 정복과 근무복 디자인 3개 안에

호환이 가능한 디자인, 색상, 소재, 디테일로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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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요소 순위 개선요인 개선사항

기동복

소재

1 신축성 ‣활동성 증대를 위한 신축성

‣소재의 고급화

‣방축,방오,대전방지,클리어,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반복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 최소화

‣성하복:혼용율(%):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동복:혼용율(%): 혼용율(%): 폴리에스터 74%, 레이온 26%

2 기능성

3 보온성

4 오염성

5 재질감

디테일

1 소매단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 (주름)

‣다림질선의 편리성

‣대형 포켓을 이용한 수납공간 확보

‣주머니 디자인 개선

‣기동복 바지 내부에 고리 부착

‣핸드폰 주머니와 볼펜꽂이를 위한 구조적 개선

‣다림질선 개선과 봉제선 강화

‣이름표/와펜/계급장 등의 탈부착

2 목칼라

3 단추

4 수납공간

5 다림질선

개선전 개선후

점퍼

(춘추․

동)

디자인

1 시인성 ‣춘추점퍼 및 동점퍼 디자인의 일원화

‣내피로 탈부착 가능

‣블루종 스타일에서 품위와 세련됨, 체형 커버를 위한 H라인으로 개선

‣심플한 분위기의 셔츠칼라 활용

‣직선적인 라인으로 차분한 디자인

2 정체성

3 실용성

4 통일성

색상 1 흑청색 ‣해양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흑청색을 통해 강인함과 권위를 표현

소재

1 보온성 ‣보온성 있는 가벼운 소재

‣활동성 증대를 위한 신축성 및 소재의 고급화

‣방축,방오,대전방지,클리어,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반복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 최소화

‣거친 소재로 인해 움직임 시 소음 발생 방지

‣춘추․동점퍼: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2 재질감

3 신축성

4 기능성

5 오염성

디테일

1 수납공간
‣점퍼 내부 양쪽의 수납공간 확보

‣상의 소매 길이를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

‣소매에 고무 밴드 처리(해풍방지)

‣칼라에 부착되어 있는 인조모 제거

2 단추

3 다림질선

4 소매단

5 목칼라

하여 제안하였으며, 실물 평가회를 실시한 후 설문조

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및 보완하였다. 그 결과 정모

는 제복 색상과 동일 색상을 사용한 흑청색 디자인

3안이 최종 선택되었다. 근무모는 반달형 앞판 형태

에 금색실로 독수리 경찰장의 라인과 한글 해양경찰

로고와 영문 Korea Coast Guard 로고가 수놓인 디
자인 1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의 해양경찰은복제의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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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요소 순위 개선요인 개선사항

점퍼

(춘추․

동)

개선전 개선후

파카

디자인

1 시인성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단순미를 강조

‣부피감 있어 보이는 실루엣 개선

‣부피감으로 기동성 및 착용성이 떨어지는 현상 개선

‣통 여분과 기장의 문제 개선

‣현대적 심플한 라인을 위한 슬림한 실루엣(소매통,주름)

‣소매와 허리 부분 등의 부분 조임 가능하도록 기능성 추가

2 정체성

3 실용성

4 통일성

색상 1 흑청색 ‣해양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흑청색을 통해 강인함과 권위를 표현

소재

1 보온성 ‣보온성 있는 가벼운 소재

‣활동성 증대를 위한 신축성 및 소재의 고급화

‣방축,방오,대전방지,클리어,내구성 및 속건성 우수

‣반복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형태변형 최소화

‣거친 소재로 인해 움직임 시 소음 발생 방지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2 재질감

3 신축성

4 기능성

5 오염성

디테일

1 수납공간 ‣수납공간 확보

‣소매부리의 이중 조임 디자인

‣칼라에 부착되어 있는 인조모 제거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주머니 뚜껑을 벨크로 처리

‣상의 소매 길이를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

‣허리에 사이즈 조절기능 부가

‣조임기능 : 소매는 스냅처리, 허리는 안쪽에 스트링 처리

2 단추

3 목칼라

4 소매단

5 다림질선

개선전 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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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요소 개선사항

정모

남

․

여

개선전 개선후

디자인 ‣둔탁한 라인에서 날렵한 라인으로 개선

색상
‣정복 색상과 동일한 크라운 색상과 금속 실 자수

‣흑청색/금실 독수리 모루장

소재 ‣혼용율(%): 폴리에스터 70%, 레이온 30%

디테일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

근무모

남

․

여

개선전 개선후

디자인
‣해양경찰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제적 세련미 표현

‣반달형 앞판 형태

색상

‣정복 색상과 동일한 크라운 색상과 금속 실 자수

‣흑청색 바탕에 금실자수로 독수리 경찰장의 라인,한글 해양경찰 로고, 영문 Korea

Coast Guard 로고 수놓음

소재 ‣혼용율(%): 폴리에스터 64%, 레이온 36%

디테일 ‣현대적 감각의 디테일 선 변화

퍼, 파카, 정모, 근무모를 중심으로 최종 디자인, 색

상, 소재, 디테일의 개선요인에 따른 세부 개선사항

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Ⅵ. 결론 및 제언
한국 해양경찰복제는 육상 경찰의 복제시스템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의 고유한 복장을 가지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권위와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복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선별하고 시제품

을 통한 품평회와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 해

양경찰복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된 한국의 해양경찰은복제의 개선방

향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바탕으로 클래식, 노티컬,

테크노 쉬크의 3가지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2. 선호도 전자설문조사 실시 및 5차에 걸친 평가

회의 결과 최종 디자인은 국제적 보편성을 지닌 클

래식 안으로 결정되었으며, 색상은 흑청색으로 선정

되었다. 정모는 제복 색상과 동일 색상을 사용한 흑

청색 디자인 3안이 최종 선택되었다. 근무모는 반달

형 앞판 형태의 금색실로 독수리 경찰장의 라인과

한글 해양경찰 로고와 영문 Korea Coast Guard 로고

가 수놓인 디자인 1안이 채택되었다.

3. 각 복제 품목을 디자인, 색상, 소재, 디테일 별

로 구분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에서는 정체성, 시인성, 통일성, 실용성의 4가

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개선 요인을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된 디자인, 사이즈 체계의 세분

화, 활동성을 고려한 상의 길의 조절, 현대적인 이미

지 개선을 위한 라인과 실루엣 변경 등에 중점을 두

어 개선하였다. 색상에서는 흑청색과 바닷물색을 통

해 육상경찰 및 타 기관의 복제와 차별화된 색상, 환

경특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변경, 하정복 색상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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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색상의 동일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소재는 소

재의 고급화를 목표로 업무 특성상 바다환경과 접하

는 시간이 많은 경비함정, 파․출장소 등 일선 현장

근무자의 편의도 고려하여 신축성, 오염성 기능성,

보온성, 재질감 착용감과 기능성 향상에도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였다. 디테일에서는 현대적 이미지 개선

을 위한 디테일 선 변경, 수납공간의 효율성 및 단추,

소매단, 다림질선, 목칼라 등의 개선, 환경 특성을 고

려한 구조적 디테일 추가 등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해양경찰복제의 개선방향을 위한

디자인 전략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 조직의 정체

성과 고유 임무 특성을 고려한 복제디자인 개발과

품평회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수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안에 이르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체계를 정립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즉 기능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

합한 복제 디자인을 정립함으로써 대규모 유니폼 복

제 디자인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복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적인 추진체계를 세

우고 필요한 사전 조사와 연구내용을 통해 디자인

전략을 세웠으며, 이를 전제로 해양경찰관이 직접 참

여하는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고 반영하여 최종디자

인 시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

복제 개선 품평회는 본청, 지방청별 순회품평회를 수

차례 개최하였으며, 소속 경찰관들이 직접 모델로 참

여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품목 중 제모류는 정모 등 5종, 제복류는 정복 등

17 종을 전면 개선하여 최종규격서를 제정, 2008년 8

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43호 관보(제 16813호)로

공포하였다. 또한 개선복제 보급은 예산을 감안하여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성하복, 근무복,

부속물 등 33종, 2009년 정모․여 름 및 겨울정복 등

3종, 2010년 춘추점퍼, 겨울점퍼, 파카 등 3종, 2011

년 경찰관 및 전경 기동복 2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신 복제 보급 후 구형 제복은 모두 함정 정비복 등

으로 재활용하여,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언점은 해양경찰제복의 코디네이션

연구로서 중요한 부분인 계급장, 모장, 흉장, 표지장

등 부착물에 관한 개선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휘장류를 포함

한 부착물이 제복과의 상관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조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완성된 경찰제복으로

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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