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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Korean requesting fashion designers for 
uniform design, that were created from the combination of designer's ideas with company iden-
tity, and analyze its design characteristics. For research methods, the uniform design cas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rom 2000 to 2012. Uniform design cases were classified by job catego-
ries(airlines, banks, distributions, constructions, communications and restaurants). The most fre-
quently applied trait on the part of uniform design proved to be for the fashion trend, followed 
by emblematic and functional factor and lastly, by korean tradition. This might be ascribed to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designers, which is the most emphasis on the fashion 
trend. The uniform of the construction and the distribution companies showed very fashionable 
designs that would be regar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trendy life styles in these companies' 
consumers. To the contrary, the uniform of the financial and communication companies showed 
the functional and emblematic trend that might be due to work conditions with long hours of sit-
ting, coming from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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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 디자이너의 유니폼 디자인은 기업의 공동 브

랜드 전략의 하나로, 기업 측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합

리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디자이너의 입장

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패션 디자이너 유니폼 디자

인 의뢰 현상은 기업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타 기업

과의 차별성을 목적으로 하고, 고객들에게 브랜드 마

케팅 효과 및 기업의 구성원에게 기업의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것에

서 처음 발생하였다.1)

현대사회에서 유니폼은 사회적 승인을 얻기도 하

고, 다른 동료와 인간관계 속에서 업무를 보다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한 편의적인 적응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특히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에게 직

장 내 의복규범 준수 문제는 더욱 중요하며, 이는 사

회적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의복은 그 집단의 특성에 맞아야 하며, 이

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욕구를 충

족시켜준다.3) 이처럼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

을 갖게 되고, 동료들과 동조성을 갖게 되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패션 디자이너

의 기업 유니폼 디자인 참여는 이러한 유니폼의 역

할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유니폼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는 교복 디자인 분

야4), 항공사 유니폼 분야5), 호텔 및 요식업 유니폼

분야6), 은행 유니폼 분야7), 의료인 유니폼 분야8),

백화점 유니폼 분야9) 및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10),

유니폼 디자인 개발 및 사례조사11) 등 다양하게 다

루어졌다.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의 유니폼 디자인 사

례에 대해 다룬 연구는 나현숙과 배수정의 연구12)

이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패션 디

자이너의 유니폼 디자인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 사이

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니폼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기업 아이덴티티가 함께 결

합되면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패션 디

자이너를 통해 제작된 유니폼 디자인의 직업별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분석대상 유니폼을 직업군별-항공,

금융, 유통, 건설, 통신, 요식-로 구분하여 직업적 특

성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의 여성 유니폼 디자인의

사례를 디자인 특성-심미성, 기능성, 상징성-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업과 패션

디자이너와의 유니폼 디자인 공동 작업이 활발해진

2000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하였고, 패션 디자이너

와 기업 간의 대표적인 유니폼 디자인 19 사례를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의 선정은 일간지, 패션잡지,

인터넷 등 언론에 소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

를 중심으로 하였고, 연구 자료는 연구자의 직접면담

및 관련분야의 학술지, 단행본, 인터넷 자료, 주간지

및 일간지 등을 참조하였다.

Ⅱ. 국내 기업 유니폼 디자인 경향
유니폼(制服, uniform)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동일한 양식의 복장으로, 집단이나 조직에 소

속된 인원이 조직 활동에 참여할 때 착용하는 의복

으로 정의된다.13) 국내 여성 유니폼은 20세기 초반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적극적인 착용은 1960년대

경제발달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14) 이것은 근무복으

로서의 기능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었고, 대내·

외적으로 식별성과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1980

년대에 들어서 기업은 경쟁력 및 서비스 강화 등의

전략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단일화의 한 방법으로

기업 아이덴티티(CI; Corporate Identity) 혹은 브랜

드 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를 도입하였는데,

유니폼도 이 일부로써 다양한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

다.15)

기업 유니폼은 크게 서비스직, 사무직, 생산직 유

니폼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서비스직의 유니폼은 항

공, 유통, 요식, 통신, 건설업계 등에서 착용하는 복

장이 해당된다. 초기의 항공사 유니폼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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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징성이 강하게 부각되었으나, 21세기 접어

들어 항공업계에 후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유니폼

도 고급화, 차별화되기 시작하여 특수 소재의 사용

및 한국적 미를 가미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패션 디

자이너 유니폼이 등장하였다. 또한 유통업계에는 1970

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

하면서 백화점 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였는데, 초

기에는 스커트 슈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팬

츠 슈트도 보편화 되었다. 특히 백화점 상품군이 다

양해지면서 상품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니폼

은 활동성을 갖춘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이 선호되

고 있으며, 백화점 내에서도 업무별로 다양한 유니폼

이 착용된다. 이 외에 요식업계에서도 기업의 이미지

및 요식업의 청결함, 신뢰성을 나타내는 고급화된 패

션 디자이너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사무직의 유니폼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으로, 금융기업의 유

니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은행이 설립

된 것은 1896년 천일은행과 1897년 한성은행이며, 최

초의 여행원은 20여년 이후에 등장하였다. 1930년대

은행 여직원은 개화기의 한복과 여학생 교복을 혼용

하여 착용하였다. 1950년대에 이르러 여직원들은 통

일된 유니폼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60년

대부터 시작된 경제발달과 더불어 은행과 기업들이

통일된 유니폼을 본격적으로 채택하였다.16) 1970년대

에 들어서 각 은행의 사무자동화와 지점별 온라인화

가 실시됨에 따라 여직원 유니폼은 고객 유치, 서비

스 강화 등 은행전략에 비중을 둔 서비스 개념의 유

니폼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점차 심미성, 상징성, 기

능성이 반영된 유니폼으로 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이전의 기업 유니폼은 정형

화된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처음 한국 IBM이

근무복 규정을 폐지하자 이어서 1995년 삼성그룹과

LG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사무직 여직원의 유니

폼을 폐지하고 자유복 착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복에 클래식한 정장이나 비즈니스 정장과 같은

준정형화된 유니폼의 형태가 등장하였다.17)

마지막으로 생산직 유니폼의 대표적인 형태인 앞

치마(apron)는 복식의 역할 중 물리적 기능에 중점

을 둔 일종의 유니폼이다. 주로 몸의 앞부분을 가리

고 옷이 닳거나 찢어지는 것을 막거나, 위생적인 이유

로 앞치마를 착용한다. 보통 요식업 및 음식물 제조업

등의 유니폼으로 근로자들의 옷을 보호하기 위해 착

용된다.18) 다음으로 커버롤(coverall), 오버롤(overall)

등의 작업복은 중공업, 농부, 목수, 페인트공, 자동차

수리공들이 주로 착용한 작업복형 유니폼으로, 안전

성과 실용성 위주로 제작되었다.19) 보통은 안에 착용

한 의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되었지만, 현

재는 작업복 겸 유니폼으로 착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대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쳐 멜빵바지 및 상하의가

연결된 점프 슈트의 유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유니폼의 경향은 이전의 획일적인 스타일에

서 탈피하여 각 기업의 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의뢰하여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Ⅲ. 국내 기업 유니폼 디자인 사례
본 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패션 디자이

너와 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유니폼 디자인 사례를

제시하고, 기업별 유니폼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항공은 객실 여승무원 및 지상근무 여직원 유

니폼 위주로, 금융은 창구 여직원 유니폼, 유통은 안

내와 주차도우미 유니폼, 건설은 도우미와 상담사 유

니폼, 통신은 창구 여직원 유니폼, 요식은 매니저와

서비스 담당 직원의 유니폼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1. 항공업계
1) 아시아나항공과 진태옥

2003년 아시아나항공은 패션 디자이너 진태옥에게

의뢰하여 <그림 1>20)과 같은 유니폼 디자인을 발표

하였다. 기업 고유의 색인 웜 그레이의 기본 색상에

사선으로 색동 문양을 살린 디자인으로 울과 니트

등의 편안한 소재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살렸다. 유니

폼의 구성은 여름은 반소매 니트 상의에 반소매 재

킷과 스커트, 겨울에는 긴소매 재킷과 스커트를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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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시아나항공

유니폼

2005, 진태옥

- http://www.trav

eltimes.co.kr

<그림 2>

아시아나항공 하계

유니폼

2006, 진태옥

- http://biz.heraldm.co

m

<그림 3>

아시아나항공

유니폼

2011, 진태옥

- http://news.

mk.co.kr

<그림 4>

대한항공 유니폼 2005,

지안프랑코 페레

- http://weekly1.

chosun.com

<그림 5>

에어부산 유니폼

2008, 지춘희

- http://www.daili

an.co.kr

하여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 디자인되었고, 이

유니폼은 현재도 착용 중이다. 이후 2006년 지상근무

승무원의 하계 유니폼에 민화를 응용한 디자인을 선

보였고<그림 2>21), 2011년에는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서며 지상근무 승무원의 새 유니폼을 선보였다.22)

<그림 3>23)에 제시된 새 유니폼은 아시아나항공 고

유의 색인 웜 그레이에 색동의 넥타이와 스카프 등

을 매치해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국

적 느낌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2) 대한항공과 지안프랑코 페레

대한항공은 2005년에 베이지색과 청자색의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다<그림 4>24). 1991년 이후 14년 만

에 교체된 유니폼은 이탈리안 디자이너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 1944-)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그의 유니폼에는 건축학을 전공한 페레의 디자인적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어, 어깨선이 강조된 타이트

한 실루엣은 건축적인 단정한 이미지를 풍긴다. 소재

도 신축성 있는 면, 울 개버딘, 오간자 등을 다양하

게 사용하고 피팅 및 착용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

다. 또한 대한항공은 여성 유니폼에 국내 항공사 처

음으로 팬츠를 도입하였고, 비녀를 연상시키는 머리

핀, 헤어밴드, 스카프 등 액세서리가 부가되었다. 재

킷의 커프스, 스카프, 머리장식 등에는 항공사 특유

의 비상(飛翔)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25) 의복색은

전통적인 하늘의 색과 고려청자의 색을 부드럽게 표

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는 약화되었

으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기능적인 디자

인으로 호평 받았다.26)

3) 에어부산과 지춘희

2008년 10월, 부산시와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공동

으로 출범시킨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에서 유니폼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에어부산의 유니폼은 운항승무

원, 객실승무원, 지상근무 승무원용 세 종류로 제작

되었는데, 에어부산의 상징색인 블루와 옐로 그린,

그레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

는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였다.27) 객실 여승무원 유니

폼은 <그림 5>28) 맨 앞의 인물에 제시된 것처럼 동

백꽃을 형상화한 스카프와 블루의 헤어밴드로 발랄

함과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지상근무 승무원 유

니폼은 착용감과 기능성을 강조한 니트 상의와 팬츠

의 조합으로 디자인되었다. 패션 디자이너 지춘희는

“도시적인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실루엣과 밸런스

를 강조하고 색감과 소재, 디테일 전반에 실용성을

강조해 전체적으로 젊고 발랄하며 친근감 있는 디자

인 구현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29)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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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명 디자이너 년도 디자인 특성

항공

업계

아시아나

항공
진태옥 2003

․색상: 웜 그레이(색동)

․CI: 반영

․특성: 색동과 민화의 한국적 미 및 울과 니트의 사용으로 기능성 강조

대한항공
지안프랑코

페레
2005

․색상: 스카이 블루, 베이지

․CI: 미반영

․특성: 한국적 미와 신축성 소재의 사용으로 기능성 강조

에어부산 지춘희 2008

․색상: 블루, 라이트 블루, 라임 그린, 그레이

․CI: 반영

․특성: 에어부산의 상징색인 블루와 동백꽃을 형상화한 스카프, 헤어밴

드로 발랄하고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 강조

<표 1> 패션 디자이너의 항공업계 유니폼 디자인 특성

2. 금융업계
1) 하나은행과 정구호

하나은행은 2006년 유니폼 선정을 위해 직원들의

투표로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를 선정하고, 최종 디자

인을 결정하였다.30) 선정된 유니폼은 <그림 6>31)에

제시된 것처럼 동계는 다크 네이비 투피스(팬츠와

스커트)와 베스트, 화이트의 블라우스로 구성되었다.

하계 역시 상의는 반소매 블라우스와 베스트, 하의는

스커트와 팬츠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그림

7>32). 하계, 동계 모두 하나금융그룹의 CI 컬러인 그

린으로 포인트를 준 것 이외에는 장식이 배제된 단

순한 디자인이었다. 또한 블라우스가 스커트 벨트에

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단추를 안쪽에 다는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세심하게 제작되어서 실제 이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원들의 착용감 및 만족도가 높

았으며, 고객들의 반응도 정갈하고 세련된 유니폼으

로 받아들여졌다고 평가되었다.33) 전반적으로 하나은

행 유니폼은 기업의 상징성은 약화되고 기능성이 강

조된 디자인으로 분석된다.

2) 외환은행과 앙드레 김

외환은행은 2008년 CI를 변경하면서 패션 디자이

너 앙드레 김에게 의뢰하여 새로운 유니폼을 디자인

하였다. <그림 8>34)에 제시된 하계 유니폼은 부풀린

여성스러운 소매에 디자인의 포인트가 있는 로맨틱

한 스타일의 디자인이다. 또한 재킷 칼라와 커프스에

은행의 CI에 사용된 블루와 레드를 일부 장식함으로

써 기업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대패션의

트랜디함과 기업의 상징성을 모두 유니폼에 반영하

고자 한 디자이너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2008

년 10월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동계 유니폼은 기능적

이고 편안한 니트 소재를 사용한 샤넬 스타일의 네

이비색 투피스 혹은 <그림 9>35)에 제시한 하계 유니

폼의 동계 버전 두 가지로 제작되어 선택적으로 착

용되었는데, 이는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36)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도에도 남성복 디자

이너 장광효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한 적이 있었

다. <그림 10>37)에 제시된 것처럼 여직원 유니폼에

남성복의 요소인 넥타이를 부가하고 셔츠 위에 카디

건을 매치하여 커리어우먼의 경쾌한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38) 이처럼 금융계의 유니폼 교체주기도 예전

에는 5-6년이었으나 이제는 2-3년 단위로 빨라지고

있는데39), 이는 업무효율성은 물론 변화하는 패션 트

렌드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한은행과 이상봉

신한금융그룹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에게 2008년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이상봉은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직원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였다.40) 따라서

이 유니폼은 신한은행의 CI 색상인 네이비와 골드를

기본으로 하여 고객들에게 신한은행의 전문금융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미주를 포함한

전 지점 직원이 동일하게 착용하였다. 유니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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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11>41), <그림 12>42)에 제시된 것처럼 재킷,

스커트 혹은 베스트, 블라우스, 니트 상의, 팬츠로 구

성되었다. 동계 유니폼은 네이비 투피스에 골드 스카

프로 포인트를 주었고, 하계 유니폼은 CI 색상인 네

이비 보다 밝은 블루와 스카이블루로 통일감을 주고,

셔츠, 니트 상의, 재킷, 팬츠, 스커트 등의 구성으로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전반

적으로 신한은행의 유니폼은 금융의 전문성과 기업

의 상징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분석된다.

4) 우리은행과 김재현

우리은행은 2002년부터 사내에 ‘유니폼혁신위원회’

를 구성하여 디자인부터 최종 품평회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43) 우리은행은 2002년 지

춘희, 2005년 손정완<그림 13>44), 2009년 정구호에

이어서 2012년 김재현의 유니폼까지 2-3년 간격으로

유니폼을 교체하며 다양한 유니폼 스타일을 선보이

고 있다. 정구호의 2009년 유니폼은 CI 색상인 블루

대신 <그림 14>45)에 제시된 것과 같은 화이트와 네

이비를 주조색으로 한 셔링으로 처리된 블라우스와,

화이트 재킷, 네이비 팬츠로 구성되었다. 장식 없이

단순하게 디자인된 이 유니폼은 디자이너의 미니멀

한 디자인 경향이 잘 나타난 사례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2년 디자이너 김재현의 유니폼은 여성스

러운 실루엣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단추와 안감에

은행 로고를 새겨 은행의 상징성을 최소화하였다<그

림 15>46). ‘우리나라 1등 은행’이라는 우리은행의 비

전 측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디자이너의 유니폼

을 선보였고, 직원들이 디자인부터 최종 품평회까지

참여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1등 기업의 비전을 충실

히 반영한 클래식 룩의 디자인 사례로 분석된다.

5)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과 정구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9년 새 유니폼 프로젝트

를 통해 유니폼을 변경하였는데, 금융 전문성을 차별

화된 이미지로 승화시킨다는 전략적 목표에서 출발

하였다. 따라서 디자이너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구호가 선정되었다. 정구호는 “새로운 유니폼은 모

던미니멀 룩으로 은행의 금융 전문성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타 유니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

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47)

새로운 유니폼은 <그림 16>48)에 제시된 것처럼 은

행의 심벌인 ‘트러스트 마크’를 프린트한 직물로 블

라우스를 제작하여 기업의 상징성 및 금융의 전문성

이 부각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는 기존 유니폼 디자

인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 사례로

분석된 바 있다.49) 이 유니폼은 7부 소매 혹은 긴소

매 블라우스에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스카프와 베스

트, 7부 소매의 재킷으로 구성되어서 계절에 무관하

게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스탠다드차타드은

행의 유니폼은 기업의 심벌을 직물문양에 활용하여

상징성을 강조하면서도 모던미니멀 룩으로 디자인되

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트렌디한 유니폼 디자인

사례로 분석된다.

6) 국민은행과 앤디&댑

국민은행은 2011년 부부디자이너 앤디&댑(Andy&

Debb)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2007년 디

자이너 진태옥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유니폼<그림

17>50)이 옐로우와 그레이로 고객에게 기업의 상징성

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였다면, 2011년 제작된 <그림

18>51), <그림 19>52)의 하계, 동계 유니폼은 금융기관

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다크 브라운 색상과 고급스러

운 소재 및 니트의 사용으로 부각시키고, CI 색상인

옐로우를 행거칩과 스카프, 의복의 가장자리에 소량

사용하여 은행의 상징성을 축소하였다. 이 유니폼은

크게 원피스형과 투피스형으로 구성되었는데, 투피스

형에서는 스커트와 팬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다양한 아이템의 구성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

와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인 유니폼에서 고객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유니폼은 고급스러운 색상과 소재의 사용으로 금융

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사례

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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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나은행 유니폼

2006, 정구호

- http://media.

daum.net

<그림 7>

하나은행

하계유니폼,

2006, 정구호

- 필자 촬영

<그림 8>

외환은행 하계유니폼

2008,

앙드레김

- http://dory.kr

<그림 9>

외환은행 유니폼

2008,

앙드레 김

- 필자 촬영

<그림 10>

외환은행 유니폼

2006, 장광효

- http://news.

chosun.com

<그림 11>

신한은행 동계유니폼

2008, 이상봉

- http://www.koreadail

y.com

<그림 12>

신한은행, 하계유니폼

2008, 이상봉

- www.koreatowndai

ly.com

<그림 13>

우리은행 유니폼,

2005, 손정완

- 이코노미 21,

p. 30.

<그림 14>

우리은행 유니폼 2009,

정구호

- 필자 촬영

<그림 15>

우리은행 유니폼

2012, 김재현

- http://www.

etoday.co.kr

<그림 1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유니폼 2009, 정구호

- http://danmee.chosun.

com

<그림 17>

국민은행 유니폼

2007, 진태옥

- http://media.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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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명 디자이너 년도 디자인 특성

금융

업계

하나은행 정구호 2006

․색상: 블랙, 그린

․CI: 반영

․특성: CI 컬러인 녹색으로 재킷의 칼라와 포켓에 포인트를 주어 상징

성, 기능성 강조

외환은행 앙드레김 2008

․색상: 네이비, 화이트

․CI: 반영

․특성: 디자이너의 감성을 살린 로맨틱한 디자인으로 패션 트렌드(로맨

틱 룩) 및 상징성 강조

신한은행 이상봉 2008

․색상: 네이비, 골드, 블루 스카이블루

․CI: 반영

․특성: 단순한 디자인으로 금융업의 전문성, 상징성 강조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정구호 2009

․색상: 네이비, 블루

․CI: 반영

․특성: CI 컬러와 패턴을 활용하여 상징성 및 금융업의 전문성, 트렌디

한 스타일(모던미니멀 룩) 강조

우리은행 김재현 2012

․색상: 화이트, 네이비

․CI: 반영

․특성: 여성스럽고 트렌디한 스타일(클래식 룩) 강조

국민은행 앤디&댑 2011

․색상: 다크 브라운, 브라운

․CI: 반영

․특성: 브라운의 컬러의 사용으로 금융업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조

<표 2> 패션 디자이너의 금융업계 유니폼 디자인 특성

<그림 18>

국민은행

하계유니폼 2011,

앤디&댑

- http://www.news

pim.com

<그림 19>

국민은행 유니폼 2011,

앤디&댑

- http://www.etoday.

co.kr

3. 유통업계
1) 롯데 에비뉴엘과 강진영

롯데백화점은 2005년 명품관 에비뉴엘을 오픈하면

서 패션 디자이너 강진영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

하였다.53) 디자이너 강진영은 명품관 에비뉴엘의 이

미지에 맞춰 안내 직원 유니폼을 고급스럽고 독창적

으로 디자인하였다. 유니폼의 구성은 에비뉴엘 로고

의 주요 색상인 블랙을 기본으로 한 새틴 소재의 투

피스(개더스커트 혹은 팬츠)에 화사한 핑크 코사지

혹은 타이를 포인트로 페미닌하게 디자인되었다<그

림 20>54). 블랙은 전통적으로 유니폼에 잘 사용하지

않는 색이고, 풍성한 개더스커트도 정형화된 유니폼

스타일을 탈피한 것이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 유니폼

을 착용한 직원들의 모습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

서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

를 받았다.55) 롯데 에비뉴엘의 유니폼은 파격적이면

서도 고급스러운 매장의 분위기와도 잘 조화되며, 소

비자들에게 신선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제시한 사

례로 볼 수 있다.

2) 갤러리아백화점과 프랑스 ‘크리에이션 & 이미지’

갤러리아백화점은 2010년 프랑스의 전문유니폼 업

체인 ‘크리에이션&이미지(Creation & Image)사’에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하여 2011년 유니폼을 교체하

였다. 안내, 주차, 수납담당, 식품담당, 임산부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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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롯데 에비뉴엘

유니폼

2005, 강진영

- http://www.h

eraldm.com

<그림 21>

갤러리아백화점 유니폼

2011, 크리에이션&이미지

- http://www.etoday.co.kr

<그림 22>

현대백화점

유니폼

2005,

지춘희

- http://pd

f.joinsmsn.

com

<그림 23>

현대백화점

유니폼 2007,

지춘희

- http://ww

w.heraldm.

com

<그림 24>

현대백화점

유니폼 2009,

지춘희

- 필자 촬영

<그림 25>

현대백화점

유니폼

2011,

지춘희

- 필자 촬영

업종 기업명 디자이너 년도 디자인 특성

유통

업계

롯데

에비뉴엘
강진영 2005

․색상: 블랙, 핑크

․CI: 반영

․특성: 투피스(스커트 혹은 팬츠)에 핑크색 코사지의 조화로 디자이너

의 개성과 패션 트렌드(페미닌 룩) 강조

갤러리아

백화점

크리에이션

앤 이미지
2010

․색상: 베이지, 브라운, 다크 브라운

․CI: 미반영

․특성: 필박스 모자, V-네크라인 재킷, 스탠딩칼라 블라우스 등 착용자

배려 및 패션 트렌드 (클래식 룩) 강조

현대

백화점
지춘희 2011

․색상: 네이비, 아이보리, 그레이, 브라운

․CI: 미반영

․특성: 승마복, 사파리복, 모피칼라 코트, 케이프 코트 등 고급스러움,

패션 트렌드(캐주얼 룩) 강조

<표 3> 패션 디자이너의 유통업체 유니폼 디자인 특성

총 18개 직군별로 다양하게 디자인되었고,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등 채도와 명도가 낮은 차분한 색으

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전개되었다. 특히 안내

직원의 유니폼은 유통업계에서는 드물게 챙 없는 필

박스형 모자와 V-네크라인의 재킷, 스탠드칼라의 블

라우스, 스커트와 팬츠 등으로 클래식하게 구성되었

다(<그림 21>의 가운데)56). 또한 앞면과 뒷면에 와토

플리츠(Watteau pleats)와 같은 커다란 주름을 넣은

임산부용 유니폼은 착용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유니폼은 명품과 패션

을 선도하는 백화점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키면서도

착용자를 배려한 클래식한 유니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현대백화점과 지춘희

현대백화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패션 디자이

너 지춘희에게 의뢰하여 2년마다 안내와 주차도우미

유니폼을 리뉴얼하고 있다. 지춘희는 <그림 22>57)에

제시된 것처럼 2005년 주차도우미 유니폼에 승마복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녀는 "유니폼을 통해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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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현대백화점

유니폼 2007,

지춘희

- 필자 촬영

<그림 27>

현대백화점

유니폼

2011, 지춘희

- 필자 촬영

<그림 28>

삼성 래미안 모델하우스

유니폼

2005, 앙드레김

- http://media.daum.net

<그림 29>

대림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유니폼

2006, 지춘희

- http://media.daum.net

<그림 30>

현대 아이파크 유니폼

2006, 마사루 미네오

- http://media.daum.net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유행 경향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하였다.58) 이어서 2007년 동계 주차요원

유니폼<그림 23>에는 모피장식의 코트를 제시하여 승

용차 이용 고객이 많은 백화점의 특성상 고객과의 첫

만남인 주차장에서부터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009년 동계 주차도우미 유

니폼<그림 24>59)은 보기 드문 케이프 스타일로, 가죽

장갑과 부츠, 털모자로 구성되었고, <그림 25>60)의

2011년 주차도우미 유니폼은 사파리 모자, 버뮤다팬

츠, 사파리재킷의 매치로 젊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보

여주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실내에서 근무하는 안

내직원의 유니폼<그림 26>61), <그림 27>62)은 단순한

디자인인 반면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도우미의 유니

폼에는 패션 트렌드를 강하게 적용한 특징이 있었다.

제시한 세 백화점의 안내 및 주차도우미 유니폼은

모두 디자이너의 개성과 패션 트렌드가 적절히 반영된

스타일로, 직원에 대한 배려와 고객에게 고급스러운 첫

인상을 주고자 하는 백화점의 전략이 잘 표현된 사례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4. 건설업계
1) 삼성건설과 앙드레 김

삼성건설의 래미안 아파트 모델하우스 도우미, 상

담사 유니폼은 2005년 앙드레 김이 디자인하였다.

<그림 28>63)에 제시한 도우미 유니폼은 기존 건설사

유니폼과 달리 디자이너 특유의 로맨틱한 스타일로,

흑백 스트라이프를 활용하여 기존 유니폼의 틀을 깨

고 있다. 유니폼의 구성으로는 재킷과 플레어스커트

혹은 팬츠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스트라이프 문양이

강하게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일류 디자이너의

명품 유니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존의 유니폼 형

식에서 벗어나 패션디자이너의 감성과 창의성을 표

현한 이 로맨틱한 유니폼 디자인은 착용자 및 고객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64)

2) 대림건설과 지춘희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의 도우미와

상담사 유니폼은 2005년 패션 디자이너 지춘희가 담

당하였다. 이 디자인은 대림건설 CI 색상인 오렌지와

그레이를 매치한 세련된 색상의 사용과 페미닌한 디

자인이 돋보인 유니폼이다.65) 단순하면서 과감한 슬

리브리스 맥시원피스와 볼레로 재킷, 백 벨트의 매치

는 유니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다. 원피

스 위에 착용한 볼레로 재킷은 ‘e’로고가 새겨진 스

카프와 함께 착용되어 ‘e-편한세상’의 브랜드 이미지

를 반영하고 있다<그림 29>66). 디자이너 지춘희는 자

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살린 페미닌룩에 기업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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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명 디자이너 년도 디자인 특성

건설

업계

삼성건설 앙드레김 2005

․색상: 화이트, 블랙(스트라이프)

․CI: 미반영

․특성: 흑백 스트라이프의 사용으로 디자이너의 로맨틱 이미지가 부

각된 패션 트렌드(로맨틱 룩) 강조

대림건설 지춘희 2006

․색상: 그레이, 오렌지

․CI: 반영

․특성: CI 색상과 로고를 패턴으로 사용한 스카프, 슬리 브리스 맥시

원피스와 볼레로 재킷, 백 벨트 의 매치로 패션 트렌드(페미닌 룩)

강조

현대건설
마사루

미네오
2006

․색상: 블랙, 화이트, 그레이

․CI: 미반영

․특성: 블랙의 단순한 원피스로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느낌(미니멀

룩) 강조

<표 4> 패션 디자이너의 건설업계 유니폼 디자인 특성

성을 부가하여 독창적인 유니폼 디자인을 전개한 것

으로 분석된다.

3) 현대건설과 마사루 미네오

현대건설은 자사의 EI(Etiquette Identity, 고객예

절표준화)구축을 위해 포시즌 호텔과 하얏트 호텔의

유니폼 디자인 컨설턴트인 일본인 디자이너 마사루

미네오(Masaru Mineo)에게 2005년 모델하우스 도우

미와 상담사 유니폼을 의뢰하였다.67) 이 유니폼은 현

대건설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

해 모노톤을 이용하여 미니멀 룩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0>68)에 제시된 것처럼 장식없이 단

순한 블랙 원피스 혹은 그레이, 블랙, 화이트 투피스

는 미니멀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도우미

유니폼은 단순한 블랙 원피스라서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세련미가 강조되어

기업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5. 통신업계
1) SK텔레콤과 오브제

SK텔레콤은 2005년 그룹 CI 변경 이후, 2006년 부

부디자이너 앤디&뎁이 디자인한 하계 유니폼으로

전 직원의 유니폼을 교체하였다<그림 31>69). 이 유니

폼은 SK텔레콤의 CI 색상인 오렌지와 레드의 스트라

이프 문양을 사용한 니트 상의와 사이드 슬릿의 스

커트로 구성되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그림 32>70)

에 제시된 유니폼은 2009년에 오브제와 협업으로 디

자인되었다. 이 유니폼은 기업 CI 색상인 오렌지색을

사용한 스트라이프의 셔츠와 네이비 니트 베스트, 베

이지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니트 베스트의 가장자리

에는 여전히 SK텔레콤의 CI 색상인 오렌지색이 장식

되었으나, 장시간의 업무를 보는데 적합하도록 보다

착용감이 고려된 디자인으로 견경되었다. 새 유니폼

은 이전 유니폼 보다 기업의 상징성은 줄어들었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업무를 보는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디자인된 사례로 파악된다.

2) KT와 김보라

KT는 KTF(Korea Telecom Freetel)로 시작하여

2009년에 합병된 업체로, 2005년 지춘희<그림 33>71),

2007년에 손정완<그림 34>72) 등 패션 디자이너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하였고, 2009년에는 KT로 합병

되면서 신진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보라에게 유니폼

을 의뢰하였다.73) 2009년 새롭게 선보인 유니폼은

<그림 35>에 제시된 것처럼 레드와 블랙의 사용으로

기업의 상징성을 강조했고 활동성을 위해 니트 소재

를 활용하였다. 니트 카디건은 친환경 가공 원단을

사용하였고, 셔츠의 칼라 후면에는 Olleh KTt가 Q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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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명 디자이너 년도 디자인 특성

통신

업계

SK 텔레콤 오브제 2009

․색상: 오렌지, 베이지, 네이비

․CI: 반영

․특성: CI 색상인 오렌지컬러의 스트라이프 셔츠와 니트 베스트로

기능성 강조

KT 김보라 2011

․색상: 블랙, 레드

․CI: 반영

․특성: CI 색상인 블랙과 레드를 사용한 친환경 니트 소재 사용으로

기능성 강조

<표 5> 패션 디자이너의 통신업계 유니폼 디자인 특성

<그림 31>

SK 텔레콤 유니폼

2006, 앤디&댑

- http://media.daum.

net

<그림 32>

SK 텔레콤 유니폼

2009, 오브제

- 필자 촬영

<그림 33>

KTF 유니폼

2005, 지춘희

- http://zine.istyle24.

com

<그림 34>

KTF 유니폼,

손정완, 2007

- http://arti

cle.joins.com

<그림 35>

KT 유니폼

2009, 김보라

- http://www.fashio

nchannel.co.kr

과 SHOW의 결합임을 보여주는 로고를 사용74)하여

상징성도 동시에 반영하였다. 하의는 직원이 자율적

으로 선택하여 착용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

되어 계절에 무관하게 사계절 모두 자유로운 코디네

이션이 가능토록 실용성을 더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6. 요식업계
1) UNO와 장광효

패밀리 레스토랑 우노(UNO)는 고급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남성복 디자이너 장광효에게 유니

폼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장광효의 유니폼은 기업의

상징색인 그린을 기본으로 주 고객인 가족, 연인, 젊

은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옐로우,

블루, 레드 등의 원색을 활용하여75) 상의 위주로 단

순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업무 특성에 맞도록 색상과

소품을 달리 구성하였다. <그림 36>76)에 제시된 것처

럼 안내 직원에게는 옐로우 셔츠에 그린 리본을 매

치하고, 서빙직원에게는 레드 셔츠에 그린 타이, 스

카이 블루 셔츠와 야구모자 등으로 차별화하였다. 하

의는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착용하도록 구성되었다.

레스토랑은 고객에게 청결함과 맛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종인 만큼 직원들에게 매장의 환경과 조화

되는 고품질 유니폼을 입히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77) 기대

를 충족시킨 사례로 분석된다.

2) 맥도날드와 앤디&댑

한국 맥도날드는 2007년 유니폼을 변경하였는데,

새 유니폼은 ‘앤디&뎁’의 디자이너 윤원정과 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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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명 디자이너 년도 디자인 특성

요식

업계

우노 장광효 2005

․색상: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CI: 반영

․특성: 다양한 원색의 사용으로 직급과 업무 성격에 맞게 기능성 강조

맥도날드 앤디&댑 2009

․색상: 커피 브라운

․CI: 미반영

․특성: 업무 특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기능성과 고급스러움 강조

<표 6> 패션 디자이너의 요식업계 유니폼 디자인 특성

<그림 36>

UNO 레스토랑 유니폼

2005, 장광효

- http://www.heraldm.com

<그림 37>

맥도날드 유니폼

(좌로부터 매니저, 서빙,

서비스 담당 직원)

2007, 윤원정과 수원대 학생

- http://media.daum.net

학교 의류학과 학생들이 산학협동으로 디자인하였

다.78) 유니폼의 구성은 <그림 37>7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 및 성별을 고려하여 매니저, 서빙, 운반

및 청소담당 등 업무 특성별 총 6가지 스타일로 구

성되었다. 매니저는 니트 카디건에 줄무늬 타이, 서

빙 및 서비스담당 직원은 그린 카디건, 네이비 하의

(팬츠 혹은 스커트)에 흰색 셔츠, 줄무늬 리본을 착

용하는 등 업무 특성에 맞게 기능적으로 아이템을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상징은 포켓, 타이 등에 최소

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Ⅳ. 국내 기업 유니폼 디자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 다룬 패션 디자이너의 유니폼 디자인

은 크게 한국 전통미의 활용, 패션 트렌드의 활용 및

상징, 기능미의 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1. 한국 전통미의 활용
한국 전통미를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으로 항공업

계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예가 있었다. 아시아

나 항공의 유니폼은 기업 고유색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색동과 민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을 사용

하여 한국 전통미와 기능성이 강조된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대한항공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발견되는 한

국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 외국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을 의뢰하여 차분한 베이지색과 고려청자의 색 및

한국 전통 머리장식인 비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을 전개하였다. 이는 외국 디자이너의 시각에서만 가

능한 디자인으로, 기존의 기능성이나 상징성을 강조

한 유니폼 디자인 보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 한 차

원 높은 유니폼 디자인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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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업종 기업 주요 디자인 특성

한국

전통미의

활용

항공

아시아나 항공 색동과 한국 민화의 활용

대한항공
한국의 전통 고려청자 및 하늘의 색,

비녀모양의 머리장식

패션

트렌드의

활용

항공 에어부산 스카프, 헤어밴드로 발랄함과 젊고 트렌디한 디자인

금융

외환은행
디자이너의 감성이 강조된 트렌디한 디자인, 칼라와 커프스에 CI를 상징하는

장식 부가

우리은행 네이비, 화이트의 단순한 색조화, 클래식, 트렌디한 디자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기업의 심볼과 상징색을 직물문양에 적용한 상징성이 강조된 트렌디한 디자인

유통

롯데

에비뉴엘

디자이너의 감성이 강조된 새틴소재 투피스(부풀린 개더 스커트)와 핑크코사지

의 매치로 트렌디한 디자인

현대백화점 승마복, 사파리복 등에서 영감을 얻은 트렌디한 디자인

갤러리아

백화점
필박스 모자, V 네크라인 재킷 등 트렌디한 디자인

건설

삼성 래미안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디자이너의 감성이 강조된 로맨틱한 디자인

대림 e-편한세상 롱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볼레로 재킷, 독특한 액세서리 매치의 트렌디한 디자인

현대 아이파크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감각의 트렌디한 디자인

상징·

기능미의

활용

금융

하나은행 기업 CI 색상 활용 및 상의 고정 단추, 헤어 액세서리 등 기능적, 상징적 디자인

신한은행
기업 CI 색상 활용 및 단순한 디자인으로 금융의 전문성이 강조된 기능적, 상

징적 디자인

국민은행 브라운 컬러로 금융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상징성 강조된 디자인

통신
SK 텔레콤 기업 CI 색상인 오렌지색 스트라이프와 니트 소재를 사용한 기능적 디자인

KT CI 색상인 레드와 블랙의 사용 및 로고 장식, 친환경 니트 소재의 기능적 디자인

요식
UNO 업무 특성에 맞춰 색상과 아이템을 다양하게 구성한 기능적인 디자인

맥도날드 업무별 다양한 아이템 구성, 고급스럽고 기능적인 디자인

<표 7> 패션 디자이너의 기업 유니폼 디자인의 주요 특성

2. 패션 트렌드의 활용
현대패션의 트렌드는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유니폼 디자인에도 신소

재나 유행 실루엣, 색상, 디테일들을 적극적으로 적

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패션 트렌드가 활용된

유니폼으로는 항공, 금융, 유통, 건설, 요식업계 등에

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항공사 에어부산은 유니폼 디자인에 발랄하고 젊

은 이미지를 강조한 트렌디한 유니폼을 선보였고, 외

환은행과 우리은행의 유니폼은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강조된 로맨틱한 디자인 혹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

드은행은 모던미니멀 룩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세

련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업계의 유니폼은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경우 모두 패션 트렌드(롯데 에비뉴엘-페미닌룩, 갤

러리아백화점-클래식 룩, 현대백화점-캐주얼 룩)를

반영한 스타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객에서 항상 변

화하는 패션의 트렌드를 유니폼에 반영하여 앞서가

는 백화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디자인 전략

으로 분석된다. 또한 건설사의 경우도 모두 패션 트

렌드를 반영한 스타일인데, 이 경우는 건설사의 이미

지와 디자이너의 개성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삼성건

설-로맨틱 룩, 대림건설-페미닌룩, 현대건설-미니멀

룩이 유니폼에 반영되어 있었다.

3. 상징·기능미의 활용
상징·기능미를 주로 활용한 디자인의 사례는 금융,

통신, 요식업계에서 나타났다. 특히 금융업계에서 유

니폼에 상징·기능미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각 및 앉아서 오랜 시간

업무를 보아야 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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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통신사의 유니폼도 두 건의 사례

에서 모두 상징·기능미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요

식업의 유니폼 사례에서도 기능성이 높게 분석되었

는데, 청결과 매장 분위기를 고려한 업무 특성에 따

라 기능성과 동시에 상징성도 고려된 사례가 일반적

이었다. 전반적으로 이전의 유니폼 보다 새 유니폼에

는 상징성은 다소 축소되었고 기능성은 높게 반영되

어 착용자의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의 <표 7>와 같다

Ⅴ. 결론
21세기 글로벌 경영시대에 기업의 유니폼은 기업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디자이

너의 기업 유니폼 디자인은 기업의 이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디자이너의 홍보 및 장시간 유니폼

을 착용하며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도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매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패

션디자이너의 기업 유니폼 디자인 19 사례를 기업

유형별-항공, 금융, 유통, 건설, 통신, 요식업-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유

니폼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디자인 요소가 달랐으며,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이념 및 상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의 주안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통미를 활용한 사례는 2건이 있었는

데 모두 항공사의 사례였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

공은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

해 한국의 전통색과 문양, 장신구를 유니폼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특히 항공사의 유니폼에서 한국 전통미

를 활용한 사례가 많은 것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고

객을 상대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

는 상징매체로써 유니폼 디자인을 활용하였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둘째, 유니폼의 패션 트렌드의 활용 사례는 10건

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부산은 발랄하

고 젊은 이미지를 강조한 트렌디한 유니폼을 보여주

었고, 금융기업인 외환, 우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디자이너의 독창성을 살린 로맨틱 룩, 클래식 룩, 모

던미니멀 룩의 유니폼을 제시하였다. 유통업계에서도

3건의 사례 모두 패션 트렌드를 추구하는 백화점의

전략을 바탕으로 고급스럽고 디자이너의 개성이 돋

보이는 유니폼 디자인-페미닌룩, 클래식 룩, 캐주얼

룩-을 제시하여 백화점 고객들에게 패션 트렌드를

유니폼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품과 패션을

선도하는 백화점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건설업계 역시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패셔너

블한 주거환경과 일치하는 세련된 유니폼을 제시하

여 3건의 사례에서 모두 기업의 이미지와 매치되는

로맨틱 룩, 페미닌룩, 미니멀 룩의 유니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상징·기능미의 활용 사례는 7건으로 나타났

다. 금융업계에서는 외환, 우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금융기업이라는 상

징성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미를 중시한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통신기업 역시 상징성과 기능

미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앉아서 장시간 업무를 보아

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요식업의 경우도 청결함과 즐거움이 공존

하는 음식문화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아이템 구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

적으로 착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기업의 상징성

은 약화되고 기능성은 보다 강화된 유니폼 디자인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의 결과 패션 디자이너의 유니폼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전체적

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유니폼은 패션 트렌

드의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징·기

능미의 활용,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미의 활용이 나타

났다. 이는 패션 디자이너의 직업의 특성상 패션 트

렌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한 유통기업의 특성상 트렌디함이 중요한 백화점의

경우 유니폼에도 매우 강하게 패션 트렌드가 반영되

었고, 건설기업 또한 주거공간이 트렌디한 라이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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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기업의 이미지

와 매치되는 트렌디한 유니폼을 제시함으로써 유니

폼 디자인은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금융업계와 통신업계에서는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트렌디함보다는 기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 및 착용자, 고객 모두 만

족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분

석대상 기업의 수집범위를 2000년 이후부터 2012년

까지의 사례로 한정하였고, 사례분석에 있어서 이슈

화된 기사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공

간적·시간적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의

유니폼 디자인 사례들을 다룬다면 유니폼 디자인의

발전 및 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참고문헌

1) 나현숙, 배수정 (2010), 은행 유니폼 디자인의 콜레보

레이션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 20(1), p. 4.

2) 김장미 (2005),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3) 김연희 (2003), 유니폼 유형별 디자인 상징표현 방식

및 준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4) 김연희, 배천범 (2003),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

복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2), pp. 33-
48.

5) 이신영 (2002),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디자인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철, 박선경, 민소정 (2012),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

한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
인학회지, 12(1), pp. 55-73.

6) 이임정 (2002), 한국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한 호텔 유니

폼 디자인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 (2006), 전통음식점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

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2), pp. 107-123.

7) 서영지 (2000), 은행 여직원의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안창현 (2007), 노인병원 간호유니폼 디자인 개발, 서

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연희, 남미현, 박명희 (2012), 국내 간호의료인 유니

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1), pp. 31-42.

9) 이영숙 (2006), 백화점 여직원의 유니폼 착용실태와 패

턴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한연희 (2004),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김민지 (2008), 한국의 국가 상징을 활용한 국립 중앙

박물관 유니폼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장미, 박혜원 (2006), 기업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 복식, 56(5), pp. 75-88.
나현숙 (2012), 국내 기업 유니폼 디자인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Na, H. S. & Bae, S. J. (2011), A Case Study on

the Collaboration of Company Uniform Design, 2011
International Costume Conference Proceeding, p. 142.

13) “제복”, 자료검색일 2011. 11. 13, http://ko.wikipedia.

org/wiki/%EC%9C%A0%EB%8B%ED%8F%BC

14) 황보연 (2005. 8. 2), “유니폼이 바람났네”, 이코노미
21, pp. 30-31.

15) 김연희, op. cit., p. 12.

16) Ibid.

17) Ibid., p. 30.

18) 자료검색일, 2011. 11. 20, http://ko.wikipedia.org/wik

i/앞치마

19) 한연희, op. cit., pp. 27-29.

20) “아시아나 유니폼 전면교체", 자료검색일 2011. 9. 20,

http://www.traveltimes.co.kr/news/news_tview.asp?

idx=33513

21) 김필수, “국내외 패션거장, 양대 항공사 유니폼으로

맞붙는다”, 자료검색일 2012. 6. 30, http://biz.herald

m.com/view.php?ud=20060706000111

22) 이강미, “아시아나항공, 새 유니폼 입고 고객서비스

강화", 자료검색일 2011. 9. 24, http://www.asiatoda

y .co.kr/news/view.asp?seq=489104.

23) 정지성, “아시아나, 새 공항서비스 직원 유니폼 선보

여”, 자료검색일 2012. 7. 5, http://news.mk.co.kr/?ye

ar=2011&no=366228

24) 최홍섭, “대한항공 유니폼, 11번째 때때옷", 자료검색

일 2012. 7. 17, http://weekly1.chosun.com/site/ data

/html_dir/2005/03/31/2005033177008.html

25) 이성규, “대한항공 유니폼 14년 만에 교체", 자료검색

일 2011. 9. 25, http://www.ohmynews. 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4686

26) “대한항공 신유니폼 디자이너", 자료검색일 2011. 9. 2

5, http://www.skynews. co.kr/article_view.asp?mcd

=126&ccd=4&scd=1&ano=115

27) 전용모, “에어부산 1호기 도입 및 유니폼 전격 공개",

자료검색일 2011. 9. 25, http://www.dailian. co.kr/ne

ws/news_view.htm?id=129016

28) Ibid.

29) Ibid.

30)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유니폼 통일했어요", 자료검색

일 2010. 10. 6, http://media.daum.net/v/ 2006101611

1703618

31) Ibid.



服飾 第63卷 1號

- 80 -

32)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12. 8. 16.

33)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유니폼 통일했어요", 자료검색

일 2010. 10. 6, http://media.daum.net/v/ 2006101611

1703618

34) “외환은행 여성 유니폼, 아름다움을 보여주다“, 자료

검색일 2010. 9. 30, http://dory.kr/677

35)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09. 11. 10.

36) 나현숙, 배수정, op. cit., p. 6.

37) “은행원들 유니폼 가을맞이 새단장“, 자료검색일 201

0. 10. 5,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

r/2006/10/09/2006100960060.html

38) Ibid.

39) Ibid.

40) 이수정, “타운업소 유니폼-1, 신한은행", 자료검색일 2

010. 10. 20, http://www.koreadaily.com /news/read.

asp?art_id=1115907

41) Ibid.

42) 유나리, “신한은행, 새 하계 유니폼 공개”, 자료검색일

2009. 12. 2, http://www.koreatowndaily.com /read.p

hp?id=2009062173221&section=local&type=fdb&ss

=2

43) 황보연, op. cit., pp. 30-31.

44) Ibid.

45)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10. 11. 2.

46) 서지희, “은행원 유니폼도 유행 타나요”, 자료검색일

2012. 7. 1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 n

ewsview.php?TM=news&SM=2108&idxno=539682

47) “유니폼을 보면 경영철학 보인다", 자료검색일 2011.

10. 11,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

r/2009/09/23/2009092301228_3.html

48) Ibid.

49) 나현숙, 배수정, op. cit., p. 6.

50) “국민은, 칙칙함 벗고 역동성 입는다”, 자료검색일 20

11. 11. 12,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

/newsview?newsid=20070517060605076

51) 배규민, “KB금융, 갈색 유니폼으로 교체 전문성+일체

감", 자료검색일 2011. 9. 26, http://www.newspim. c

om/view.jsp?newsld=20110528000067

52) 서지희, “은행원 유니폼도 유행 타나요”, 자료검색일

2012. 7. 1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 n

ewsview.php?TM=news&SM=2108&idxno=539682

53) 안현태, “백화점 직원 유니폼도 고급화 바람", 자료검

색일 2011. 9. 20, http://www.heraldm.com/view.php

?ud=20071206000277

54) Ibid.

55) 조도연, “깨는' 유니폼이 근무 태도엔 좋다", 자료검색

일 2010. 9. 25, http://pdf.joinsmsn.com/?id=DY0120

0604250070

56) 윤철규, “갤러리아百, 새 유니폼 입고 훨훨", 자료검색

일 2011. 10. 11, http://www.etoday.co.kr /news/xect

ion/newsview.hph?TM=news&SM=2310&idxno=37

3575

57) 자료검색일 2012. 7. 15, http://pdf.joinsmsn.com/?id

=DY01200604250070

58) 조도연, “깨는 유니폼이 근무 태도엔 좋다", 자료검색

일 2011. 9. 25, http://pdf.joinsmsn.com/?id=DY0120

0604250070

59)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09. 12. 20.

60)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11. 6. 6.

61)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07. 10. 30.

62)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11. 6. 6.

63) 김정태,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유니폼이예요”, 자료검

색일 2012. 7. 16, http://media.daum.net/economoc/

estate/newsview?newsid=20060418133413354

64) Ibid.

65) 정영철, “모델하우스 도우미 유니폼 눈에 띄네”, 자료

검색일 2011. 10. 15, http://fnnews.com

66) “유니폼도 경쟁력이다”, 자료검색일 2010. 7. 15, http:

//media.daum.net/v/20060803121806700

67) “명품 제복 입은 모델하우스 도우미”, 자료검색일 201

1. 10. 15, http://media.daum.net/v/20050713045700119

68) Ibid.

69) “스튜어디스 못지않네 SKT 새 유니폼 인사”, 자료검

색일 2011. 10. 15, http://media.daum.net/v/2006070

9070804514

70) 필자 촬영, 사진촬영일 2010. 10. 17.

71) “우리 생활 속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 자료검색일 20

12. 9. 10, http://zine.istyle24.com/Fashion/Fashion V

iew.aspx?Idx=112&Menu=4

72) 임미진, “유니폼도 명품 바람”, 자료검색일 2012. 9. 9,

http://article.joinsmsn.com/news/option/article.asp?tit

al_id=2928823&cloc=

73) 황연희, “디자이너 김보라, KT와 유니폼 코-웍”, 자료

검색일 2011. 10. 15, http://www.fashionchannel .co.

kr/main09/bbs/php?table=inews&quiry=view&uid=

16270

74) Ibid.

75) “패밀리 레스토랑 우노, 장샘 옷입는다”, 자료검색일

2011. 9. 25, http://media.daum.net /v/200512201132

13323

76) Ibid.

77) “패밀리 레스토랑 우노”, 자료검색일 2011. 9. 25, htt

p://www.heraldm.com

78) “한국 맥도날드, 유명 디자이너의 새 유니폼으로 고

객·직원 만족 높인다”, 자료검색일 2011. 10. 14, http:

//media.daum.net/v/20060404150818837

79) Ib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