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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aims at analyzing the comparative feature about female flight attendant uniform designs of Korean 
and Asian region low cost carriers and providing some basic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these airline companies. 
As a research method, examinations were carried out on attendant's uniform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omparison of uniforms was made among the five Korean carriers and ten typical Asian carriers for empirical 
research.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all Korean low cost carriers were characterized as formal style except 
Jin Air. Unlike this, Asian low cost carriers appeared as diverse including formal, semi formal, and casual styles 
with a uniquely differentiated image. Second, all carriers applied their own symbolic color to their uniform. Third, 
logo or symbol was adopted as a pattern on scarf in the two Korean companies but it didn't take effect practically. 
For those Asian carriers, embroidery was used on jacket, jumper and collar. They utilized even a merchandising 
character to put emphasis on airline image. Fourth, diverse petty items with a decorative effect were used in the 
case of Korean low cost carriers. In the changing period of uniform, nothing much was changed and remained 
almost the same as before. Those in the Asian region were characterized with the smallest number of items and 
the preclusion of decorative add-ons on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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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세계 항공시장은 대형 항공사를 비롯하

여 저가 항공사의 확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의해 저가 항공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4년에는 아시아 지역

에만 최소 10개의 저가 항공사가 새로 설립된다고 

한다(Nam, 2013). The Wall Street Asia 는 비싼 항

공사들이 장악했던 장거리 노선까지도 저가 항공

사가 장악하여 세계 항공시장 판도에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고 하였다(Rory & Robert, 2014). 한국 역

시 제주, 부산, 이스타, 진 에어, 티웨이 항공의 저

가 항공사 5곳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까지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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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외국 저가 항공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

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부산에 이어 두 번째 저

가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Lee, 2014a).
대형 항공사와 차별화된 가격, 서비스를 중심으

로 전개되는 저가 항공사의 부각은 세계 항공시장

의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국

내 저가 항공사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항공시장 동향과 

관련된 경쟁력 활성화 방안 등 마케팅적인 관점에

서 접근된 연구로 항공사 이미지 마케팅의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승무원 유니폼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승무원 유니폼 관련 연구는 국내 

대형 항공사에 국한되어 디자인 개발, 색채 특성과 

이미지 연구, 유니폼과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Chung, 2001; Jeong, Park, & Min, 
2012; Lee, 2010; Lee, 2011; Lee, Kim, & Lee, 2005; 
Min, 2011). 저가 항공사 유니폼에 관한 연구는 특

정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 저가 항

공사 유니폼에 대한 고객지각과 항공사 애호도의 

관계 분석(Kim & Na, 2012; Namgong, 2012)만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저가 항공사의 해외 진출뿐

만 아니라 해외 저가 항공사의 국내 취항 역시 확

대되고, 각국의 신규 저가 항공사의 출범이 모색되

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 서비스디자인의 중요 요소

인 저가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여승무원의 유니폼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

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저가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연구내용은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승무

원 유니폼과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

였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 유니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한국과 아시아 지역 대표 항공사의 유

니폼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 

저가 항공사 5곳과 여행 전문 온라인 매체 스마트 

트래블 아시아(Smart Travel Asia)와 세계 항공사 서

비스 평가 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발표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

사 순위를 참고하여 10위권 안에 들어온 에어 아시

아(Air asia), 인디고(Indigo), 제트스타 아시아(Jetstar 

asia), 스쿠트(Scoot), 타이거(Tiger), 스파이스 제트

(Spice jet), 녹에어(Nok air), 스카이 마크(Skymark),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비엣제트(Vietjet) 항공

으로 한정하였다. 유니폼 자료는 각 항공사 사이트 

및 항공사 관련 전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하였

고, 디자인 분석은 여승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유
니폼 디자인의 아이템 구성 및 형태, 색상과 문양, 
디테일, CI 적용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Review on uniform

1)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uniform 
Fashion dictionary(1999)에 따르면 유니폼이란 군

복, 또는 학교, 각종 운동팀, 각 직종에 따른 단체복

을 지칭한다고 하였으며, 그 시초는 그리스와 로마 

군인들이 착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Nam, Kim, and 
Lee(1997)은 유니폼의 어원은 라틴어의 unus(하나의)
와 forma(형)에서 생긴 합성어이며,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정해진 복장으로 특정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

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제복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Chung and Kim(1998)
은 유니폼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정의된다고 주

장하면서 복잡한 조직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

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복식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착용 목적은 조직 내 활동 경계를 명

확하게 해주고, 소속된 구성원을 집단의 목적에 순

응하게 만들며, 구성원의 신분, 계급 등을 명확하게 

하여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충돌을 제거시켜

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Lee(2014b)는 유니폼은 일

반 의복과는 다른 기준에서 특정 형태와 장식, 기
능을 구비하는 특색이 있도록 디자인된 제복으로

서 착용 시 동일화된 외모는 조직 목적을 성취하게 

하고, 직업 구분의 합법화와 권위를 상징하는 표상

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유니폼은 특수한 

목적 하에 동일한 형태로 착용되는 상징적인 복식

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유니폼의 역할 및 구성 요소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Lee(2014b)는 유니폼의 역할 및 

착용목적에 대해 각 직종별로 집단의 독창적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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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기능, 직종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식별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일
반 의류와는 다른 공공성,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

의 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다수의 선행

연구들(Kim & Lee, 2006; Kim & Park, 2013; Nam 
et al., 1997; Namgong, 2012))에서 언급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으

로 제시하고 있다. 즉, 유니폼의 개념을 비롯하여 

그 착용 목적에 근거할 때 유니폼은 타 집단과 구

별, 소속집단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명시하고, 효율

적인 업무를 위한 기능성, 고객과 착용자의 만족을 

위한 심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직종에 따른 

업무 특성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복식이라 

하겠다. 

2) Review on low cost carrier cabin crew 
uniforms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은 다양하게 분류되는 유

니폼의 유형 중 서비스직을 대표하는 유니폼이며, 
항공사의 인적 서비스 측면이자, 기업 아이덴티티

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타 항공

사와 차별화된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냄은 물론, 항공서비스라는 무형의 가치를 전

달하는 시각적 요소인 것이다. 또한 승무원 유니폼

은 항공사 이미지를 대표하지만,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여

러 연구자들은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의 3요소를 

공통적 특성으로 제시하였다(Kim & Na, 2012; Kim 
& Park, 2013; Min, 2011; Namgong, 2012). Lee(2014b)
는 승무원 유니폼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기능성

이 중시되어야 하고, 근거리에서 고객과 접하기 때

문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도 신중을 기

해야 하며, 기내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항공사의 전

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ee et 
al.(2005)은 한 번 제작되면 경제적 이유와 항공사 

심벌마크 등 기타 요소와의 조화 등 여러 요인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항공사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승무원 유니폼은 유니폼이 지닌 고유의 속성과 

승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

는 이미지로서의 조화가 중요하며, 무형의 항공서

비스를 시각화한 항공사 이미지 그 자체라 하겠다.  
승무원은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서부터 객실 서비스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최소한의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저가 항공

사 승무원의 경우, 기내 정돈 및 청소까지 담당하

고 있으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Kim and Na(2012)는 저

가 항공사 승무원은 높은 항공기 회전율, 고밀도 

좌석배치에 의한 1인당 접객 승객 수 상승, 최소 인

원의 승무원 탑승 등 단시간 내 고도의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유니폼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항공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한 고객 유치

와 노선 확보, 수익성 증대는 대형 항공사를 비롯

하여 저가 항공사 모두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경

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사의 이미지 구축 전략은 CI 
변경 및 유니폼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대형 항공사 및 국

적 항공사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다

양한 유니폼 마케팅을 전개하기도 한다. 영국 이지

젯(Easy jet) 항공은 외부업체에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하지 않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실용성을 반

영하였고, 직원내부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디자

인한 후 소규모 하청업체 위주로 발주함으로써 비

용을 절감하였고, 현재는 자체 제작 시스템으로 정

착하였다고 한다(Ha, 2010). 국내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역시 저가 항공사의 원가 절감 사례를 벤치마

킹하여 유니폼을 비싼 제작업체가 아닌 동대문에

서 제작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기업인 ‘참신나다’와 

협력하였는데,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Oh & Lee, 2012). 진 

에어는 출범 당시 청바지와 피케 티셔츠, 야구 캡 

모자라는 파격적인 유니폼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

었고, 2013년 변경된 유니폼에서도 직원 의견을 적

극 반영하였고, 청바지 스타일을 유지하여 항공사 

고유의 실용적인 유니폼 이미지를 정착시켰다(Lee, 
2014c). 또한 승무원 면접 시 역동적인 항공사 이미

지와 조화를 위해 지원자의 청바지 착용모습까지 

평가한다고 한다(Choi, 2014). 인도의 인디고 항공

은 2011년 유니폼 변경과 함께, 헤어스타일도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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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로 통일시켜 긴 머리일 경우 가발까지 착

용하게 하는 등 항공사 고유의 스타일을 연출시켰

다고 한다(“New cabin crew”, 2011). 뿐만 아니라 

에어 아시아의 유니폼은 미니스커트에 몸매를 부

각시킨 디자인으로 선정성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2009년 비용 절감을 위해 유니폼을 폐지하고, 폴로

셔츠와 바람막이 재킷이라는 간소한 유니폼으로 

교체했던 일본 스카이마크 항공은 2014년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무릎 위 

15cm의 짧은 미니 원피스 유니폼을 선보이기도 하

였다(Yun, 2014).  
특히 다양한 기내 이벤트를 전개하는 저가 항공

사 중 코스튬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중국 춘추항공은 하녀와 집사 복장을 한 승무원들

이 기내 서비스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이색적인 유니폼을 착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마

케팅을 전개하였고, 녹에어는 비키니와 핫팬츠 착

용의 승무원 달력을 제작하였으며, 유럽 저가 항공 

라이언 에어는 승무원 노출의상 자선 모금 달력을 

제작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Kim, 2013). 지난 

2013년 스카이스캐너가 실시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20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

면 10위권 안에 저가 항공사로는 3위에 버진 오스

트레일리아, 6위에 에어 아시아, 10위에 제주항공

이 포함되었다. 대형 항공사까지 포함된 선호도 조

사였으나, 저가 항공사 3곳이 포함되었는데, 지역 

고유 이미지와 글로벌 디자인이 적절한 조화를 이

루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한다(“Top 10”, 
2013).

이와 같이 저가 항공사 유니폼은 승무원 유니폼

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

비스를 위한 이색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항

공사 이미지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고 하겠다.

2. Review on low cost carrier
저가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는 저비용 항

공사로도 불리며 기내 서비스를 줄이고 보유 항공

기의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

러 비용의 효율화를 통해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저가 항공사의 효시는 1971년 

미국 사우스 웨스트 에어 라인이며, 1990년대 초에 

유럽으로 퍼져 나갔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2000
년대 초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Low”, 2014). Oh and Lee(2012)
은 아시아 태평양 항공센터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저가 항공사는 지역이나 시장에 따라 구조와 목적

을 달리하는 카멜리온 같은 항공사로 독립적인 저

가 항공사, 기존 항공사의 자회사, 저가 항공사와 

기존 항공사 전략을 혼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구

분된다고 하였다. 항공사의 경영전략, 국가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저가 항공

사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 절감이며, 그 외에 대형 

허브 공항보다는 보조 공항 이용, 최소한의 기내 

서비스와 승무원 투입, 좌석 등급 폐지, 전자 체크

인 서비스 등을 통한 운영비 감축, 소형기나 단일 

기종을 통한 효율적인 기단 구성, 국내선 및 단거

리 운항 등을 특징으로 한다(Ha, 2010).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아시아지역 항공 여객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동아시아권 노선

에서는 기존 대형 항공사들의 비중이 줄고 단거리 

국제선에서는 저가 항공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

라고 발표하였으며(Lee, 2012), 세계 항공사 실적 

상위권 내에 사우스 웨스트, 라이언 에어 등 저가 

항공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저가 

항공사의 실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Korea Civil 
Avi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2011). 또 한국 

항공사의 여객 증가율 역시 2014년 대한항공과 아

시아나 항공이 5.1%에 그친 반면, 저가 항공사는 

전년대비 42%의 증가율을 보였고, 탑승률은 76.5%
를 기록하는 등 양 민항사에 비해 앞선 것으로 집

계되었다고 한다(Song, 2014). 
한국 내 저가 항공사는 2005년 한성항공을 시작

으로 2014년 현재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 에어, 이
스타, 티웨이 5곳의 저가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국내 저가 항공사의 설립 초기에는 단순히 외국 저

가 항공사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

면 당했고, 많은 외국 저가 항공사의 국내 진출로 

고전하였으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오늘

날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한다(Oh & Lee, 2012). Lee(2012)는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주변국 상황으로 볼 때 저가 항공사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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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노선 확보, 최신 기종 및 기종 통일, 자회사에 의존

하지 않는 독립성 확보,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반으

로 한 서비스 최소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제공, 
주 고객인 젊은 층을 위한 고객 서비스 확대, 웹 사

이트와 ARS 예약을 통한 다국적 승객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이웃 국가인 일본 역시 피치항공, 제트 

스타 재팬, 스타 플라이어, 바닐라 에어, 스카이 마

크 등 저가 항공사의 성장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

은 2005년 운항을 시작한 춘추 항공을 비롯하여 국

영기업까지 저가 항공시장에 합류하였고(Shin, 2014),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인 말레이시아의 에어 아

시아는 한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Kim, 
2014). 

이와 같이 저가 항공사의 등장은 세계 항공시장

에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

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저가 항공사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III. Analysis on Uniform Designs of 
Female Flight Attendant among Low 

Cost Carriers in South Korea and 
Asian Region

1. CI, Uniform of Korea and Asia low coast 
carrier 

각 항공사마다 기업 이미지를 위한 CI는 항공사 

로고와 심벌을 비롯하여 기체 외장, 유니폼에 적용

되어 통합적인 시각 상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색상은 시각적 효과로 기업 CI에서 가장 핵심

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Lim(2005)은 유니폼은 

이미지 관점에서 기업의 얼굴이자 움직이는 심벌

로 작용하는데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항공사

의 특성상 고객은 승무원 유니폼에 의존하여 항공

사 이미지를 느끼게 되므로 항공사 CI 요소로 작용

하는 승무원 유니폼은 항공사 심벌이나 색상, 콘셉

트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승무원 유

니폼은 항공사를 대표하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요

소로서 항공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 하

겠다. 항공사별 로고와 색상, 비행기 외관, 유니폼 

디자인을 정리하면 <Table 1, 2>와 같다.  

먼저 한국 저가 항공사를 살펴보면 제주항공 심

벌은 돌하르방의 형상을 제주항공의 이니셜인 ‘J’ 
자로 표현하였고 감귤을 연상시키는 오렌지 색상

을 적용하여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킨 것

이 특징이다(“Jeju”, 2014). 이러한 색상과 심벌은 

기체 외장에 적용되었고, 유니폼에는 오렌지 색상

을 적용한 스카프와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다(Fig. 
1). 진 에어 심벌은 나비 형상을 비행기에 결합시킨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두었으며 그린, 퍼블, 블루의 

색상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기체 꼬리부분에 나비 

심벌을 가시화하여 주목성을 갖게 하였고, 2013년 

변경된 유니폼 셔츠에 CI 색상 중 하나인 그린을 

적용하였으며 모자 대신 나비 머리핀을 착용하도

록 하여(Lee, 2014c) 심벌을 강조하였다(Fig. 2). 이
스타 항공 로고는 동양에서 행운의 색으로 여기는 

강렬한 레드를 적용한 것으로 로고 안에 별 형상을 

조합한 것이다(“Private”, 2014). 기체 꼬리부분에는 

로고와 함께 별이 뻗어나가는 형상으로 표현되었

고, 유니폼에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허리부분과 

네크 밴드에만 레드를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Fig. 3). 에어부산 로고는 항공사 심벌인 갈매기를 

비롯하여 바다의 물결, 하늘 이미지를 조합한 것으

로 블루를 메인 색상으로 구성되었다(“CI”, 2014). 
기체 꼬리부분에 역동적인 갈매기, 물결 이미지를 

가시화하였고, 유니폼은 항공사 대표 색상인 블루

를 적용하였으며 스카프와 재킷 소매부리에 CI 보
조 색상인 그린과 스카이 블루를 적용하여 포인트

를 주었다. 특히 부산광역시 상징물인 갈매기를 적

용한 심벌, 동백꽃을 형상화한 스카프디자인, CI 색
상 적용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와 항공사 이미지를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다(Fig. 4). 티웨이 항공 로고

는 경쾌하고 즐거운 축제를 연상시키는 카니발 레

드와 퀸 앤 그린을 적용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아포스트로피의 그래픽 

이미지로 구성되었다(“About CI”, 2014). 기체 꼬리

부분에는 CI 색상과 아포스트로피 형상만을 가시

화하여 핵심 그래픽으로 나타냈고, 2013년 변경된 

유니폼은 CI 색상을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아이템

으로 연출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스카프에는 그린 

색상을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Fig. 5).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인 에어 아시아 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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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orea low cost carrier CI and uniform

Airline Jeju air
(Korea)

Jin air
(Korea)

Eastar jet
(Korea)

Air Busan
(Korea)

t'way air
(Korea)

Logo

Logo 
color

Air
plane

Uniform

<Fig. 1> Jeju air 
uniform. From. Lee
(2014c). http://www. 
asiatoday.co.kr

<Fig. 2> Jin air 
uniform. From. Lee
(2014c). http://www. 
asiatoday.co.kr

<Fig. 3> Eastar jet 
uniform. From. Lee
(2014c). http://www. 
asiatoday.co.kr

<Fig. 4> Air Busan 
uniform. From. Cho
(2008). http://www. 
breaknews.com

<Fig. 5> t'way air 
uniform. From. Lee
(2014c). http://www. 
asiatoday.co.kr

손 글씨 형태의 자연스러운 서체로 강렬한 레드와 

화이트 구성이다. 기체와 유니폼 모두 강렬한 레드

를 부각시켰고 기체 꼬리부분에는 로고를 가시화

하여 가독적인 이미지를 부가시켰다. 특히 유니폼

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착용하는데(Ikman, 2011), 
주중은 몸에 피트 되고 짧은 미니스커트로 여성적

인 매력을 부각시켰고 주말은 셔츠와 청바지 구성

의 캐주얼 스타일로 차별화된 구성을 나타냈다(Fig. 
6). 인디고 항공은 항공사 네임에서 연상되는 인디

고 블루를 중심으로 일치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기
체 꼬리부분에는 인디고 블루와 스카이 블루의 선

장식이 표현되었고, 유니폼은 셔츠 원피스와 모자, 
벨트 모두 CI 색상을 중심으로 한 동일색상 배합으

로 표현되었다. 특히 헤어까지 동일한 스타일을 유

지하도록 하여 통일된 승무원 스타일을 연출한 점

이 특이하다고 하겠다(Fig. 7). 스파이스 젯 항공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도트문양 심벌과 로고가 조

합된 것으로 다크 레드와 옐로, 화이트의 구성이다. 
기체 꼬리부분에 CI 색상과 심벌이 도장되었고, 유
니폼에는 CI 색상인 다크 레드가 반영되었으며 셔

츠 칼라부분에 로고를 표시하여 항공사 이미지를 

강조하였다(Fig. 8). 제트스타 아시아 로고는 블랙 

서체와 오렌지 별 문양의 조합으로 강렬한 색상대

비를 나타낸다. 기체 꼬리부분에는 별 형상을 항공

사 로고와 조합시켜 표현하였고, 유니폼에는 CI 색
상만을 적용하여 표현하였다(Fig. 9). 스쿠트 항공 

로고는 옐로 원형 안에 화이트, 그레이 구성의 항

공사 명칭을 조합한 것으로 밝고 즐거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활동적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차별화

된 콘셉트를 항공사 고유의 비전으로 표현하고 있

는데, 유니폼 역시 블랙 원피스 일부분에만 옐로를 

적용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반영하였다(Fig. 10). 
타이거 항공 로고는 그레이와 옐로를 중심으로 모

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항공사 네임에서 연상되

는 타이거 문양을 기체 꼬리부분에 표현하였고, 유
니폼은 블랙과 화이트 구성으로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셔츠칼라 밴드 안쪽에만 타이거 문양을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Fig. 11). 녹에어는 옐로 

원형 안에 새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조합하여 즐겁

고 유쾌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태국에서 ‘nok’은 조

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체 디자인 전체에 새의 이

미지로 도장하여 특징을 나타내며, 유니폼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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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ia low cost carrier CI and uniform

Airline Air asia
(Malaysia)

Indigo
(India)

Spice jet
(India)

Jet star asia 
(Singapore)

Scoot air
(Singapore)

Logo

Logo 
color

Air
plane

Uniform 

<Fig. 6> Air asia 
uniform. From. Ikman 
(2011). http://www. 
malaysianwings.com

<Fig. 7> Indigo 
uniform. From. New 
(2011). http://world 
screws.blogspot.kr

<Fig. 8> Spice jet 
uniform. From. Fly 
(2014). https://www. 
facebook.com

<Fig. 9> Jet star 
asia uniform. From. 
Wcarn (2012). http://
www.wcarn.com

<Fig. 10> Scoot air 
uniform. From. 
Scoot. (2012). http://
travel.asiaone.com

Airline Tiger air
(Singapore)

Nok air
(Thailand)

Skymark
(Japan)

Cebu pacific
(Philippines)

Vietjet
(Vietnam)

Logo

Logo 
color

Air
plane

Uniform 

<Fig. 11> Tiger air 
uniform. From. Emma 
(2010). http://www. 
travelsnitch.org

<Fig. 12> Nok air 
uniform. From. Nok 
(2014). http://www. 
thaicabincrew.com

<Fig. 13> Sky
mark uniform. From. 
Skymark (2013). 
http://www.pirep.org

<Fig. 14> Cebu 
pacific uniform. From. 
Cebu (2011). https:// 
www.flickr.com

<Fig. 15> Vietjet 
uniform. From. Ve 
(2014). http://vemay 
bayaz.com

사 상징 색상인 옐로를 적용한 원피스로 여성스러

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Fig. 12). 스카이마크 항공 

로고는 블루, 옐로의 하늘을 상징하는 스카이와 별 

형상의 조합으로 구성되었고, 기체 꼬리부분에는

별 문양을 가시화 하여 강조하였다. 유니폼은 CI 
색상인 블루를 강조한 원피스, 그리고 소매 하단에 

로고를 표기하였으며, 스카프에 옐로를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Fig. 13). 세부 퍼시픽은 새의 이



Vol. 23, No. 2 김  선  영 23

－ 183 －

미지를 형상화한 심벌과 블루, 그린 조합으로 구성

되었다. 기체 꼬리부분에도 옐로를 바탕으로 심벌

을 가시화하여 표현하였고, 유니폼에는 셔츠에만 옐

로를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Fig. 14). 비엣제트 

항공은 레드와 화이트 구성의 로고로 구성되었고, 
기체에는 옐로와 조합하여 보다 가시화된 이미지

를 표현하였다. 유니폼에는 셔츠와 재킷에만 CI 색
상인 레드를 적용하였고, 핫팬츠와 모자에는 브라

운 체크 패턴과 조합하여 차이를 나타냈다(Fig. 15).
이와 같이 모든 항공사들이 차별화된 로고나 심

벌을 비행기 몸체 및 꼬리부분에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저가 항공사의 경우 이스타 항공을 제외한 4
개사가 기체 꼬리부분에 심벌마크만을 부각시킨 반

면, 아시아 지역 항공사 중 심벌마크를 적용한 곳은 

스파이스 젯, 녹에어, 스카이마크, 세부 퍼시픽이고, 
로고를 적용한 곳은 에어아시아, 스쿠트, 비엣제트, 
제트 스타 아시아, 항공사 네임이 연상되는 이미지

를 적용한 타이거 항공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유

니폼에는 모든 항공사가 항공사 상징 색상을 전체

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부분에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체 외관을 비롯하

여 유니폼은 항공사 고유의 상징적인 색상을 기반

으로 심벌과 로고타입 등이 가시화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디자인 요소로 표현되었으며 항공사 CI 구

<Table 3> Analysis of uniform style

Style Korea Asia

Formal Air Busan, t' way air, Jeju air, Eastar jet Air asia, Spice jet, Jet star asia

Semi formal - Nok air, Sky mark

Casual Jin air Air asia(weekend), Indigo air, Scoot air, Tiger air, 
Cebu pacific, Viet jet

<Table 4> Analysis of items

Item Korea Asia

3 pieces 
Jacket(cardigan), blouse(shirt), skirt Air Busan, Jeju air, t' way air, 

Eastar jet Air asia, Spice jet, Jet star asia

Jumper, polo shirt, skirt - Cebu pacific

2 pieces Shirt blouse, pants Jin air Tiger air, Viet jet, Air asia 
(weekend)

1 piece One piece - Nok air, Sky mark, Indigo air, 
Scoot air

성요소로서 통일된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2. An analysis on the uniform design of Korea 
and Asia low-coast carrier 

본 장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유

니폼 디자인을 스타일, 아이템 구성, 아이템별 형태

와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스타일은 

<Table 3>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포
멀 스타일은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구성의 정장 

스타일, 세미 포멀 스타일은 원피스 구성, 캐주얼 

스타일은 셔츠와 팬츠, 또는 캐주얼한 이미지의 원

피스 구성이다. 한국 저가 항공사는 진 에어를 제외

한 4개 항공사가 포멀 스타일을 착용하였으나, 아시

아 지역 항공사의 경우 캐주얼 스타일 착용이 많았

다.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 4개 항공사 중 녹에어

와 스카이마크는 세미 포멀 스타일이었으나 인디고

와 스쿠트 항공은 캐주얼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한 비엣제트 항공은 제복스타일의 재킷을 상의에 

착용하지만 숏팬츠와 함께 착용하여 경쾌한 이미지

를 나타냈고, 에어 아시아의 주말 유니폼은 셔츠와 

청바지 구성으로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이었다.
아이템 구성은 원피스부터 3피스 구성으로 나타

났는데(Table 4), 한국 항공사는 4개 항공사가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구성의 3피스 구성이었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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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니폼을 변경한 진 에어는 폴로 티셔츠에서 셔

츠블라우스로 변화를 주었고 진 팬츠와 구성한 2피
스 구성이었다. 그리고 사무장급 이상만 재킷을 착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웨이 항공 역시 

2014년부터 변경된 유니폼을 착용하였는데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원피스 구성으로 전개되어 

3피스 연출을 기본으로 하고 재킷과 원피스의 2피
스 연출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스타 항

공은 아이템 중 가디건이 포함되어 재킷 대신 가디

건을 착용하기도 하였고, 에어부산은 재킷 안에 니

트 조끼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는 3피스와 원피스 구성이 4곳씩 동일하게 

나타났고, 에어 아시아의 주말 유니폼, 타이거, 비
엣제트 항공은 셔츠와 팬츠 구성의 2피스 형태였

다. 3피스 구성인 곳 중 세부 퍼시픽은 점퍼, 폴로

티셔츠, 스커트 구성으로 타 항공사와 다른 캐주얼 

스타일이었다. 
또한 유니폼 착용에서 의상 외에 기타 아이템을 

추가 착용하여 타 항공사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

거나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경

우도 나타났다. <Table 5>와 같이 국내 저가 항공사

는 모자 착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시아 지역 저

가 항공사 중 인디고, 스카이 마크, 비엣 제트는 모

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 에어부산은 헤어밴드, 진 

에어는 나비 핀을 헤어 액세서리로 착용한 반면 아

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는 헤어 액세서리를 착용하

<Table 5> Configuration of accessories

Accessory Korea Asia

Hat - Indigo air, Sky mark, Viet jet

Hair accessory Air Busan, Jin air -

Scarf Air Busan, t' way air, Jeju air, Eastar jet Indigo air, Sky mark

Tie Jin air Viet jet

Belt Jin air, Jeju air Indigo air, Tiger air, Nok air, Cebu pacific, Viet jet

<Table 6> Number of colors applied to a uniform

Number of colors Korea Asia

2 Color Jin air Air asia, Spice jet, Jet star asia, Tiger air, 
Indigo air, Scoot air, Nok air, Sky mark

3 Color Air Busan, t' way air, Jeju air, Eastar jet Cebu pacific, Viet jet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프 역시 국내 4곳의 

저가 항공사가 착용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저가 항

공사 중에는 인디고와 스카이 마크만 착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디고와 스카이 마크는 문양 없이 

구성되었으나, 한국 항공사의 경우 스카프에 문양

을 적용하여 차이를 보였다. 에어부산은 스카프에 

부산시화인 동백꽃을 형상화한 패턴과 항공사 CI 
색상을 적용하였고, 제주항공은 항공사 심벌을 문

양으로 활용하였으며, 티웨이 항공은 이전 유니폼

에서는 문양 없이 색상만을 부각시켰으나 변경된 

유니폼에서는 스카프에 사선 스트라이프를 적용하

여 변화를 주었다. 진 에어는 넥타이 디테일이 반

영된 셔츠를, 비엣제트는 가는 끈 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항공의 오렌지 

벨트, 인디고 항공의 블루 벨트, 녹에어의 블랙 벨

트는 유니폼 디자인에서 시선을 주목시키는 포인트 

연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저가 항

공사의 경우 의상 외에 스카프, 타이, 헤어 액세서

리, 벨트 등 기타 소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의 경우 기타 소품을 활용

하고 있는 곳은 몇몇 항공사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니폼 색상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항공사 상

징 색상을 적용하여 CI 요소로서 통합적인 조화를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Table 6>과 같이 유니폼 

한 벌에 적용된 색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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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국내 저가 항공사 4곳이 3가지 색상을 적용하

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8곳은 2가
지 색상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니폼 디자인에 적용된 주 색상은 한국 저가 항공

사의 경우 그레이 계열이 2곳으로 가장 많았고, 아
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는 레드 계열이 4곳으로 가

장 많았다. 보조 색상은 한국 저가 항공사의 경우 

각 항공사 상징 색상이나 보조 색상을 적용하여 각

자 다른 색상을 적용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 저

가 항공사의 경우 블랙과 옐로가 각각 3곳, 화이트 

2곳, 블루와 브라운이 1곳씩 나타났다. 
아이템 별로 세부적인 디테일과 색상 등을 분석

하였는데, 재킷이나 점퍼를 착용하고 있는 항공사

는 총 9곳이었다(Table 7). 한국은 진 에어를 제외

한 4곳 모두 재킷 착용이었지만, 아시아지역은 에

어 아시아, 제트 스타 아시아, 스파이스 젯, 비엣제

트 항공은 재킷을, 세부 퍼시픽 항공은 점퍼 착용

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저가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을 제외한 3곳이 테일러드 칼라였고, 제주항공

은 더블 단추 여밈, 이스타 항공은 히든 버튼의 싱

글 여밈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항공사들

의 재킷 길이는 힙선 길이였으나 이스타 항공의 경

우 허리 선 위의 짧은 길이로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허리부분에 적용한 레드 색상을 부각시켜 특색을 

보였다. 반면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의 재킷은

<Table 7> Analysis of the jacket and jumper design

Division

Airlines

Collar Closure Sleeve length

Color
No Tailored Wing Stand Zipper

Button

Long Three-
quarter Single Hidden 

single Double

Korea

Jeju - ○ - - - - - ○ ○ - Ivory

Estar - ○ - - - - ○ - ○ - Dark grey

Busan - ○ - - - ○ - - ○ - Blue

t' way ○ - - - - ○ - - ○ - Light grey

Asia

Air asia - - - ○ ○ - - - - ○ Red

Jet star asia ○ - - - - ○ - - ○ - Orange

Spice jet - - ○ - - - ○ - ○ - Dark red

Cebu pacific - - - ○ ○ - - - ○ - Khaki

Viet jet - - - ○ - - - ○ ○ - Red

테일러드 칼라는 나타나지 않았고, 칼라가 없는 형

태이거나 스탠드, 윙 칼라 등으로 디자인되어 한국 

저가 항공사와 차이를 보였다. 여밈 형태는 싱글, 
더블 여밈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에어 아시아

의 재킷은 타 항공사와 달리 짧은 지퍼 여밈에 칠

부 소매 형태로 특색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킷이나 점퍼에 장식적인 디테일이 반영되지 않

았으나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은 재킷 소매부리

에 턴업 소매를 적용하여 변화를 주었고, 비엣제트 

항공은 스탠드 칼라부분과 소매부리에 옐로 선 장

식을 적용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블라우스와 셔츠는 총 11곳의 항공사에서 유니

폼의 외의, 또는 이너웨어로 착용되었다(Table 8). 
한국 저가 항공사 모두 셔츠블라우스 형태나 칼라 

없는 블라우스 형태를 나타낸 반면 아시아 지역 저

가 항공사는 폴로셔츠, 스탠드칼라 블라우스, 칼라 

없는 탑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에어 아

시아 주중 유니폼 블라우스는 스탠드칼라의 타이

트한 지퍼 여밈이었고, 주말 유니폼은 단추 여밈에 

사이드에만 화이트를 적용한 셔츠 칼라로 셔츠 아

랫부분에는 항공사 로고를 화이트 자수하여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냈다. 소매길이는 한국 저가 항

공사의 경우 반소매 퍼프소매로 구성된 부산항공

을 제외한 4곳 모두 긴소매와 반소매 모두 구성하

고 있었으나,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의 경우 반소



26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여승무원의 유니폼 디자인 비교 분석 복식문화연구

－ 186 －

<Table 8> Analysis of the blouse, shirt and top design

Division

Airlines

Form Collar Closure Sleeve length Detail
Color

Blouse Polo
shirt Top No Stand Shirt ZipperButton Long Short Three-

quarter Yes No

Korea

Jeju ○ - - - - ○ - ○ ○ ○ - ○ - White

Estar ○ - - - - ○ - ○ ○ ○ - - ○ White

Busan ○ - - - - ○ - ○ - ○ - - ○ White

t' way ○ - - ○ - - - ○ ○ ○ - ○ - White

Jin air ○ - - - - ○ - ○ ○ ○ - ○ - Green, white

Asia

Air asia ○ - - - ○ ○ ○ ○ - ○ - - ○ Red, white

Jet star asia - - ○ ○ - - - - - - ○ ○ - Black

Spice jet ○ - - - - ○ - ○ - ○ - ○ - White

Tiger ○ - - - - ○ - ○ - - ○ ○ - White

Cebu pacific - ○ - - - ○ - ○ - ○ - ○ - Yellow, orange

Viet jet ○ - - - - ○ - ○ - ○ - ○ - Red, brown

매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그리

고 재킷이나 점퍼에는 장식적인 디테일이 적용된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블라우스, 셔츠에는 디테일

적인 측면에서 장식적인 요소가 적용된 경우가 많

았다. 제주항공은 핀턱 장식을, 테웨이 항공은 네크

라인 형태에 변화를 주었으며, 진 에어는 셔츠와 

동일 색상의 넥타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

었다. 제트 스타 아시아는 칠부 소매의 칼라 없는 

탑 형태로 네크라인과 소매부리에 오렌지 색상의 

선 장식을, 스파이스 젯은 셔츠칼라 안쪽 밴드부분

에만 색상을 다르게 적용하고 한쪽 칼라에는 항공

사 네임을 자수하여 특색을 나타냈다. 타이거 항공

은 2010년 유니폼을 변경하면서 편안한 면 티셔츠 

형태에서 셔츠블라우스로 큰 변화를 주었는데, 화
이트 셔츠의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셔츠칼라 안쪽 

밴드부분에만 블랙, 옐로의 타이거 문양을 적용하

였고 칠부 소매 커프스부분에는 슬릿을 주어 특징

을 나타냈다. 특히 또 세부 퍼시픽 항공은 퍼프소

매의 폴로셔츠이지만 네크라인 변화를 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었고, 옐로와 오렌지 배색으로 변화

를 준 것이 특징이었다. 비엣제트 항공은 강렬한 

레드 셔츠에 칼라와 턴업 소매 부리 부분에만 체크

문양을 적용하여 특색을 나타냈다. 또한 블라우스

나 셔츠에 2색 배색이 된 경우도 있으나 화이트 색

상으로 구성된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저

가 항공사의 경우 5곳 모두 화이트 구성으로 나타

나 아시아 지역 항공사와 차이를 나타냈다. 
유니폼 구성에서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항공

사는 총 6곳이며(Table 8), 모두 반소매로 나타났다. 
티웨이 항공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피스 외에 3피
스 연출이 가능하나 원피스 색상은 다른 아이템과 

달리 레드 색상으로만 전개되었다. 한국 저가 항공

사의 경우 원피스 착용이 많지 않지만, 아시아 지

역 저가 항공사의 경우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 곳

은 4곳에 이른다. 인디고 항공은 앞 단추 여밈의 셔

츠 원피스 형태로 캐주얼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스
커트 뒤 중심에는 맞주름을 적용하여 활동에 편리

함을 더함 점이 특징이었다. 스카이 마크는 칼라 

없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초미니 원피스이고 소매 

하단 중앙에 항공사 로고가 표시되었다. 스쿠트 항

공은 칼라 없는 브이네크라인의 심플한 원피스이

지만 한쪽에만 항공사 상징 색상인 옐로를 적용하

여 강렬한 색상대비를 특징으로 한다. 녹에어는 항

공사 상징 색상인 옐로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였으

나 가는 블랙 선 장식으로 원피스 구성 라인을 강

조하였고 뒤 허리에서는 리본 여밈을 주어 여성스

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는 항공사는 총 8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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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alysis of one piece design

Division
Airlines

Collar Sleeves Length Slit, pleats Closure
Color

No Shirt Stand Short 
sleeves Knee Mini Side 

slit
Back 
slit

Inverted 
pleats Button Zipper

Korea t' way ○ - - ○ ○ - - - - - ○ Red

Asia

Indigo - ○ - ○ ○ - - - ○ ○ - Indigo blue

Sky mark ○ - - ○ - ○ - - - - ○ Blue

Nok - - ○ ○ ○ - - ○ - - ○ Yellow, black

Scoot ○ - - ○ ○ - ○ - - - ○ Yellow, black

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모두 세미 타이트의 

H 라인이지만, 제트 스타 아시아만이 A 라인 형태

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항공사가 재킷이나 

점퍼와 동일한 색상이 적용되었으나 제트스타 아

시아는 서로 다른 색상을 적용하여 뚜렷한 색상대

비를 나타냈고, 이스타 항공은 하이웨이스트 스커

트로 허리부분에만 항공사 상징 색상인 레드를 적

<Table 10> Analysis of the skirt design

Division
Airlines

Form Length Slit
Color

H line A line Knee Mini Side Front

Korea

Jeju ○ - ○ - - - Ivory

Estar ○ - ○ - - - Dark grey

Busan ○ - ○ - - - Blue

t' way ○ - ○ - - ○ Light grey

Asia

Air asia ○ - - ○ - ○ Red

Jet star asia - ○ ○ - - - Orange

Spice jet ○ - ○ - ○ - Dark red

Cebu pacific ○ - ○ - ○ - Khaki

<Table 11> Analysis of the pants design

Division
Airlines

Form Length
Pattern Color

Straight Jean Long Above the knee

Korea

Jin air - ○ ○ - - Blue

Busan ○ - ○ - - Grey

t' way ○ - ○ - - Light grey

Asia

Tiger ○ - ○ - - Black

Viet jet ○ - - ○ Check Brown

Air asia(weekend) - ○ ○ - - Blue

용하고 가는 리본 벨트를 부가하여 특색을 나타냈

다. 또한 모든 항공사의 스커트 길이는 무릎길이가 

일반적이었지만 에어 아시아는 타이트하고 짧은 

미니스커트에 프론트 슬릿으로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었다(Table 10).  
팬츠 착용은 6개 항공사로 나타났고,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진 에어와 에어 아시아를 제외한 다



28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여승무원의 유니폼 디자인 비교 분석 복식문화연구

－ 188 －

른 항공사는 스트레이트 형태였다. 주말 운항 시에

만 청바지를 착용하는 에어 아시아의 경우 주 유니

폼은 아니지만 주중과 차별화된 복장으로 특색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길이는 모두 긴 길이였으나 비

엣제트 항공은 유일하게 반바지였고, 체크문양을 

적용하여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에어부산의 경우 재

킷이나 스커트에 블루가 적용된 반면 바지는 그레

이를 적용하여 다른 아이템과 착용 시 변화를 연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10). 

IV. Conclusion and Discussion

다양한 특색을 지닌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은 하

늘 위에서 전개되는 패션쇼라고 일컬어질 만큼 항공

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마케팅 요소이다. 저가 항공사 

등장은 세계 항공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우리 항공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유니폼 디

자인을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일과 아이템 구성 측면에서 한국 저가 

항공사는 진 에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로 구성된 포멀 스타일로 대형 항공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니폼 변경을 했지만 청

바지 착용을 유지한 진 에어 유니폼은 친근하고 실

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항공사 이미지 제고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티웨이 항공은 

다양한 아이템 구성으로 교체되어 승무원 개성에 따

른 스타일 연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여 큰 차별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는 포

멀, 세미 포멀, 캐주얼 스타일 등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원피스, 숏 팬츠, 폴로셔츠, 점퍼 등 항

공사 개성을 살린 아이템 구성으로 차별화된 이미

지를 나타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 저

가 항공사의 경우 장식적인 디테일을 배제하고 심

플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은 장식적인 디

테일이 강조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복 외에 스

카프, 벨트, 헤어 핀 등 다양한 소품 구성을 보인 한

국 저가 항공사에 비해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의 

소품 구성은 몇몇 항공사에 한정되었고 개성적인 

아이템 구성이나 차별화된 디자인에 집중된 특성

을 보였다. 
둘째, 국내외 모두 항공사 상징 색상을 유니폼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저가 

항공사의 경우 상하의 전체에 적용한 경우는 에어

부산뿐이었고 진 에어와 티웨이 항공은 상하의 중 

한쪽에만, 제주항공과 이스타 항공은 스카프나 벨

트 등 소품에만 적용하여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었

다. 반면 에어 아시아, 스파이스 젯, 인디고, 녹에

어, 스카이마크 항공은 상하의 전체에 항공사 상징 

색상을 적용하여 항공사 고유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상하의 전체에 단일 색상 적용은 단조

로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항공사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사료

된다. 또 제트스타 아시아, 스쿠트, 세부 퍼시픽, 비
엣제트 항공은 상하의 중 한쪽에만 적용했지만 항

공사 로고에 적용된 보조 색상을 적용한 강렬한 색

상대비로 항공사 이미지를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한 아이템 안에서 블록 구분으로 색상을 적용

한 스쿠트 항공, 칼라 일부분에 항공사 네임을 연

상시키는 문양을 적용한 타이거 항공의 경우 모던

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인디고 항

공은 항공사 명칭과 유니폼 색상의 연결된 연상 이

미지로 항공사 정체성을 강하게 부각시켰고, 단일 

색상이지만 전체적으로 톤에 변화를 주어 단조롭

지 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냈다. 
셋째, 항공사 로고나 심벌은 문양으로 표현되거

나, 재킷이나 점퍼에 자수 장식, 브로치 부착으로 

표시되었다. 문양으로 표현된 곳은 제주항공과 에

어부산으로 스카프에 적용되었으나 색상이 부각되

었고 심벌이나 로고의 가시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

지 않았다. 진 에어는 머리핀, 셔츠 포켓부분에 자

수로 표시되었고, 에어부산은 갈매기 심벌의 브로

치를 부착하였다. 반면 스파이스 젯과 스카이마크 

항공은 셔츠 칼라와 소매 하단에 로고가 자수되었

고, 스쿠트 항공은 심벌마크가, 세부 퍼시픽과 타이

거 항공은 항공사 캐릭터까지 표시되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에어 아시아 주말 복장 중 

셔츠는 바지 위로 착용하여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

함은 물론 셔츠 하단에 자수된 항공사 로고를 부각

시키고 악센트 요소로 표현되었다. 또한 국내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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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사 모두 유니폼에 주로 색상을 적용하여 항

공사의 이미지를 반영하였고, 문양을 활용한 경우

는 숏 팬츠에 체크문양을 적용한 비엣제트 항공뿐

이었다. 항공사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을 유니폼에 

적용한다면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국내 저가 항공사의 경우 디자인에 

장식적인 디테일보다는 항공사 로고와 심벌의 가시

적인 효과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항공사 캐릭

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진 

에어의 경우 항공사 색상 외에 스프라이프 패턴, 캐
릭터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또 다른 차별화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의 경쟁이 다른 

어떤 곳보다 치열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유니폼 변

경은 항공사 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

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진 에어와 티웨이 항공이 

새로운 유니폼으로 교체하였으나 이전 유니폼과 

큰 차별화를 두지 않았다. 반면 에어아시아는 유니

폼을 교체하면서 주중과 주말 복장에 구분을 두어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모색했고, 주중 유니폼은 타

이트하고 짧은 유니폼으로 큰 주목을 불러 일으켰

다. 이벤트성 이색 유니폼보다는 주중, 주말 구분을 

두어 색다른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도 차별화된 이

미지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타이거 항공

은 면 티셔츠에서 셔츠블라우스로 변화를 주었고, 
스카이마크 항공 역시 초미니 스타일로 전 세계 이

목을 집중시켰으며, 인디고 항공은 유니폼에서부터 

헤어스타일까지 규제하여 인디고 항공만의 스타일

을 확립하였다. 즉 한국 저가 항공사의 경우 이미

지 개선을 위한 교체이나 기존 유니폼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변화를 주었지만, 아시아 지

역 저가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이미지 제고뿐만 아

니라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까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논란의 대

상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유니폼이 항공사 

실적 향상을 위한 중요 마케팅 수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승무원 유니폼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

공사 유니폼 디자인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저가 항공사의 수요 증대와 경쟁이 예상되

는 가운데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차별화

된 서비스의 확립만이 저가 항공사가 성장할 수 있

는 길이라 사료된다. 저가 항공사가 전개하는 다양

한 서비스 중 유니폼은 항공사의 서비스디자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특색 있는 아이템 구성과 디자인

으로 한국 저가 항공사만의 특성을 살린 유니폼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항공

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심미적 즐거움과 긍정

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항공

사와 유사한 아이템 구성, 스타일보다는 특징적인 

의복아이템, 최소한의 소품과 장식적인 디테일 생

략 등으로 저가 항공사만의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

시키는 것도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외 저가 항공사의 경우 브랜드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색적인 유니폼 마

케팅을 도입하고 있듯이 주중과 주말 유니폼의 구

분, 또는 특정 기념일을 위한 이벤트 유니폼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항공사 CI와 한국 고

유의 특색 있는 문화적 요소를 조합하거나 저가 항

공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한다면 차별화된 유니폼 디자인으로 전

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착용 중인 유

니폼을 중심으로 한정된 아시아지역 항공사만으로 

분석하였고, 기체 내 인테리어 등 환경적인 요소가 

제외되었으며, 화면상의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하여 유니폼의 소재적인 측면이 배제된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주로 중단거리를 타깃으로 운항하

는 저가 항공사의 특성 상 아시아지역 저가 항공사

는 한국 저가 항공사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

으므로 이들 항공사와의 유니폼 디자인 비교 분석

은 한국 저가 항공사의 유니폼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항공사 CI 변경과 유니폼 교체 사례의 관계 분석, 
미주 및 유럽 지역 저가 항공사와의 비교 및 국가

별 특성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각도의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저가 항공사 유니폼 연구를 위한 토대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About CI.(2014, June 1). Tway air. Retrieved June 1, 



30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여승무원의 유니폼 디자인 비교 분석 복식문화연구

－ 190 －

2014, from http://www.twayair.com/company/ci. 
aspx

Cebu pacific cabin crew.(2011, May 11). Flickr. Re-
trieved June 1, 2014, from https://www.flickr.com/ 
photos/8429693@N04/5710192113/

Cho, G. H.(2008, October 9). Air Busan, unit one intro-
duction, uniform presentation. Break News.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www.breaknews.com/ 
sub_read.html?uid=88874&section=sc5&section2
=여행/레저

Choi, Y. L.(2014, June 18). Reason for the mass adop-
tion low-cost airline, the flight attendants. The 
Korea Economic Daily.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 
php?aid=201406187319g

Chung, H. S., & Kim, J. G.(1998). Symbolism of uni-
form in the modern Korea.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6(3), 547-556.

Chung, N. N.(2001). Proposal of method of design 
for development of cabin uniforms for Korean 
air flight attend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I.(2014, June 1). Air Busan.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www.airbusan.com/AB/airbusan/corporate/ 
ci_introduce_kr.jsp

Emma, W.(2010, November 12). Round-up of the latest 
travel news. Travel Snitch.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www.travelsnitch.org/categories/news/ 
round-up-of-the-latest-travel-news/

Fashion Dictionary Editorial Committee.(1999). Fashion 
dictionary. Seoul: Kyomunsa.

Fly spice jet.(2014, January 3). Facebook.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s://www.facebook.com/events/ 
198912713645583/?ref=5

Ha, J. Y.(2010). A study of service design strategy to 
improve airline service: Focused on low-cost carrier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Ikman, I.(2011, November 4). Airasia's new FA outfit. 
Malaysianwings.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malaysianwings.com/forum/?showtop

ic=17033
Jeju air CI.(2014, June 1). Design.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mdesign.design.co.kr/in_magazine/ 
in_this_issue.html?&b_no=1122&at_b=view

Jeong, J. C., Park, S. K., & Min, S. J.(2012). A study 
on uniform design of female flight attendants 
using Korean im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1), 55-74.

Kim, H. H.(2013, May 9). Crew is wearing a maid 
outfit. Nocut News.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nocutnews.co.kr/news/1032755

Kim, K. M.(2014, June 2). It is the golden era of 
budget airlines, but bad maintenance, as usual 
safety frigidity. Maeil Business News.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news.mk.co.kr/newsRead. 
php?year=2014&no=848396

Kim, K. Y., & Na, H. S.(2012). Uniform design deve-
lopment for the low-cost airline flight attendant.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6, 149-160.

Kim, M. S., & Park, H. Y.(2013). The effects of flight 
attendant's uniform design on uniform satisfaction 
and select airlin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8(9), 189-199.

Kim, Y. H., & Lee, J. J.(2006). A study on the 
effective symbolic expression methods of uniform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8), 148-159.

Korea Civil Aviation Development Association.(2011, 
October 21). Domestic and international low-cost 
airlines status.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 
www.airportal.co.kr/upload/news/02_11oct_stat0
2.pdf

Lee, D. H.(2012).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 
strategies of Korea’s low cost carriers in asia- 
pacific region.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4), 127-145.

Lee, H. J., Kim, Y. K., & Lee, K. H.(2005). A study 
on the image of uniforms of female flight atten-
da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9/10), 1265-1273.

Lee, H.(2014a, April 9). Asiana airlines, the second 



Vol. 23, No. 2 김  선  영 31

－ 191 －

low-cost airline promoted the establishment. Yonhap 
Informax.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 
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
o=103215

Lee, J. P.(2014c, January 22). Low cost airline crew 
uniforms catwalk above the clouds. Asia Today.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asia 
today.co.kr/view.php?key=928144

Lee, K. H.(2014b). All about uniform. Seoul: Kyeong-
chunsa.

Lee, K. O.(2011). Development research for the presi-
dential plane stewardess uniform desig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Lee, M. S.(2010). The characteristics and images of 
colors found in the stewardess’s uniform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3), 125-134.

Lim, H. M.(2005). A research on the uniform replace-
ment for airlines  ̀ image marketing strategy: Focused 
on flight attendant uniform. Journal of Communi-
cation Design, 19, 30-39.

Low-cost carrier.(2014, June 28). Wikipedia.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en.wikipedia.org/wiki/ 
Low-cost_carrier

Min, S. J.(2011). Study on uniform design for en-
hancing the national brand image: Focusing on 
Korean style uniforms of female flight attend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kmin University, 
Seoul, Korea.

Nam, M. W.(2013, December 17). Asian sky, low-cost 
airline competition heating. Biz Chosun.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13/12/17/2013121701360.html

Nam, Y. J., Kim, K. I., & Lee, Y. J.(1997). A survey 
on uniforms and development of design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2), 455-470.

Namgong, J. L.(2012). Effects of cognitive and emo-
tional image according to low-cost carriers flight 
attendant's uniforms on customer loyal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New cabin crew uniform of IndiGo.(2011, August 

31). Worldscrews.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orldscrews.blogspot.kr/2011/08/new-cabi
n-crew-uniform-of-indigo.html

Nok air.(2014, June 1). Thai cabin crew.com. Re-
trieved June 1, 2014, from http://www.thaicabin 
crew.com/forums/viewtopic.php?f=49&t=78977

Oh, I. K., & Lee, D. B.(2012). A study on the use 
of service design to improve competitiveness by 
the conclusion of FTA: Focused on domestic low 
cost carrier. Design Convergence Study, 11(3), 
80-91.

Private color.(2014, June 1). Estarjet.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www.eastarjet.com/main/eastar 
jet.htm?method=ci

Rory, J., & Robert, W.(2014, May 29). Déjà vu? 
budget jets take on long hauls.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 
online.wsj.com/articles/low-cost-carriers-threaten-
long-haul-business-of-big-rivals-1401382169?mo
d=WSJ_hps_sections_business

Scoot & ST.(2012, January 14). Scoot's cabin crew 
uniform. Asiaone.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travel.asiaone.com/photo-gallery/scoots-cab
in-crew-uniform

Shin, J. E.(2014, July 3). The birth of the national 
budget airline of China's first. Edaily.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edaily.co.kr/news/ 
NewsRead.edy?SCD=JH41&newsid=023222466
06150912&DCD=A00804&OutLnkChk=Y

Skymark flaunts new airbus cabin crew uniforms.(2013, 
December 13). Pirep.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pirep.org/forum/viewtopic.php?p= 
55479&sid=05afcf5d84562e876aff78de55d59dd7

Song, Y. J.(2014, August 5). Nationality LCC airlines, 
42% increase in performance. Global Travel News. 
Retrieved August 10, 2014, from http://www.gtn. 
co.kr/readNews.asp?Num=58732

Top 10 airlines with the best cabin crew uniform in 
2013.(2013, February 9). The Aviation Writer.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the 
aviationwriter.com/2013/02/top-10-airlines-with-



32 한국과 아시아 지역 저가 항공사 여승무원의 유니폼 디자인 비교 분석 복식문화연구

－ 192 －

best-cabin-fcrew.html
Ve may bay vietjet air.(2014, June 1). Vemaybayaz.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vemaybayaz. 
com/ve-may-bay-vietjet-air

Wcarn.(2012, October 12). Jetstar takes flight with 
new uniform. Wcarn. Retrieved August 1, 2014, 

from http://www.wcarn.com/cache/news/21/21747. 
html

Yun, H. J.(2014, April 5). Skirt is short, time is 
shorter. Biz Chosun. Retrieved June 1, 2014,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4
/2014040401931.html?main_high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