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fash. bus. Vol. 19, No. 2:103-117, May. 2015                             ISSN 1229-3350(Print)

http://dx.doi.org/10.12940/jfb.2015.19.2.103                          ISSN 2288-1867(Online)

103

Corresponding author : MiSuk Lee, Tel. +82-62-530-1345, Fax. +82-62-530-1349

                       E-mail: ms1347@chonnam.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2S1A5B5A07037893)

This research was presented at the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화장품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BI : 

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 이미지 분석 및 디자인 개발을 중심으로

정경희 이미숙․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BI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smetic Industry: 

 A Focus on the Image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for the 

Uniforms of Korean Cosmetic Brands

Kyunghee Chung Misuk Lee․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niform image of Korean herbal cosmetic 

brands amongst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This study would enable us to explore a 

BI strategy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herbal cosmetics bran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key words of BI pursued by Sulwhasoo were dignified, 

novel, graceful, soft, gaily, natural, Korean, modern, and international. Korean people felt 

that the uniform was graceful and soft, which accorded with Sulwhasoo BI, but also it was 

trite and dingy, indicating a negative and opposing image. On the other hand, Chinese 

people felt that the uniform was dignified, novel, graceful, natural, modern, and 

international, indicating that it matched with Sulwhasoo BI. In The History of Whoo, the key 

words of BI pursued by the brand were precious, soft, gorgeous, gaily, and natural. The 

Koreans felt that the uniform was intelligent, and decent, but conversely, it was also 

austere and dingy, indicating a negative image. The Chinese felt that the uniform was 

common, hard, austere, dingy, and unnatural, indicating an opposing image to BI.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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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오늘날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의 중심  

개념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브랜드 .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

황에서 기업이 표상하는 이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

지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이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Identity: B.I) (Hong,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요소 중 유니폼은 2008). B.I 

단순이 실용성과 통일성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전략

적인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니. 

폼은 단순히 제복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상품과 브

랜드의 이미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니

폼의 디자인과 색상 하나하나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

결되는데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Chung & Lee, 2009).

화장품은 이미지나 소비자의 개성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 제품을 선호하는 감성적 구매성향이 매우 강

한 제품이고 소비층이 감성적인 여성이라는 것에 주

목한다면 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B.I (Hong, 2008).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원은 고객과의 대면시간이 길

기 때문에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써 매장 인테리어와 함께 화장

품 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B.I

미친다 즉 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은 그 시각 효. , 

과가 커서 확립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B.I 

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 , 

내 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에 나타난 활용도는 BI 

국외 브랜드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화장품 브랜드의 전략에 대한 검B.I 

토를 통해 새로운 방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Chung & Lee, 2009).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 

서 화장품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

고 기업과 정부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글로벌 브, 

랜드로 육성 지원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에서 실제 소비자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화장

품 브랜드의 유니폼에 대한 연구가 전략적인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 

내포한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중 B.I ,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

니폼 이미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브랜드의 이미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 전략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다. 

한방화장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한방화장

품이 국내 화장품 상위 개 품목 중 를 차지20 60%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년 정부(Moon, 2013) 2013

가 화장품 산업에서 한방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바 있어 한방화장품이 차별, 

화된 한방 기술력과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내포한 

한국의 문화적 브랜드로서의 성장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 , 

국 한방화장품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 대만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러시아, , , , , 

일본 중동 등 세계 개 이상 국가에 진출해 뷰, 20 K-

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Byeon, 2015).

이를 위해서 국내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와 판  B.I

매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 디자인 현황 조사를 

통해 화장품 가 브랜드별 유니폼 디자인에 어떻B.I

a uniform design was developed to improve on its problems, establish The History of  Whoo's

brand identity, and its brand image. First of all, ‘The Quintessence : noble passion’ was 

set up as a developmental concept. The textiles, clothing, and accessories were designed 

using the symbolic elements from The History of Whoo as a motif. Uniforms were 

developed for spring, fall, and summer. 

Key words : 브랜드 아이덴티티 한방 화장품 브랜드B.I( ), herbal cosmetics brand( ), 이미지image( ),  

             유니폼uni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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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한국과 중국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화장품 브

랜드의 판매원 유니폼 이미지를 조사함으로써 한방

화장품 브랜드 와 유니폼 이미지간의 차이가 없B.I

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화장. , 

품 업체의 전략으로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B.I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 전략

과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

력 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중심으  , 

로 한방화장품 산업의 현황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서 고찰하고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 중 화장품 판

매 상위 위이면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설화수2

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Sulwhasoo) (The History of 

를 대상으로 와 한국과 중국의 유니폼 디Whoo) B.I

자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는 업체 홈페이지를 통. B.I

해 브랜드 컨셉 로고 심벌 화장품 용기 및 패키, , , 

지 컬러 문양 등을 수집하고 유니폼 현황은 , , 2013

년 월 일과 월 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화10 24 12 15

장품 판매원 유니폼을 사진촬영을 통해 조사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년 2013 12 20 2014

월 일까지 한국인과 중국인2 10  총 명을 대상으260

로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원 유니폼에서 느끼는 이미

지를 조사하였다. 이때 응답자에게는 화장품 브랜드

의 판매원 유니폼을 명당 개의 자극물로 제시하여  1 1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240

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 SPSS 20.0 

계 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그Package . 

리고 이미지 분석을 통해 한방화장품의 와 판매B.I

원의 유니폼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정

하여 기존의 유니폼을 보완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

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도식화 유니폼 시뮬레이. , , 

션은 과 Adobe Photoshop 7.0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CC .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 현황II. 

한방화장품 산업 현황  1.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및 미화하여 용모를 밝게   

하거나 피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

다 화장품 산업은 미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높아지. 

는 동시에 소득 증가 고령화와 맞물려 세계 시장에, 

서 연간 약 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고부가4%

가치 산업이다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높. 

은 편이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지만 호경기에는 

경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소득 수준이 올, 

라가면 소비를 늘이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지더라

도 소비가 줄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화장품 산업은 피부 특성에 따라 내수산업으

로 발달해 왔으나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피부색이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내수

산업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Yoo, 2014). 

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한방화장품은   1980

년대 들어 웰빙 자연주의 트렌드와 맞물려 급2000 , 

격한 관심을 받으면서 전체 화장품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년대 대에서 대로 급성장해2000 2% 20%

왔다 국내 한방화장품 생산규모는 (Kim, 2014). 

년 기준 조 억원으로 전체 화장품 생산2011 , 1 5169

액 조 억원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6 3856 23.8% . 

전년 대비 가량 성장한 규모로 한방화장품이 11.2%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식. , 

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년 국내 화장품 생산2010

실적 상위 개 품목 가운데 에 달하는 개 20 60% 12

품목을 차지하면서 위부터 위까지가 모두 한방화1 5

장품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년 (Moon, 2013). 2014

국산 화장품의 해외 수출액은 약 조 억원으로 2 736

년 약 조 억원 보다 늘었다고 한2013 1 3791 50.4% 

다 특히 중화권의 한국드라마 열풍과 (Byeon, 2015). 

함께 한방화장품도 년까지 매년 대 성2014 10-20%

장을 하고 있으며 해외수출 호조에 힘입어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im, 2014). 

한방화장품의 성장기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출시된 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설화수 대표제1997 . 

품인 윤조에센스 는 국내브랜드 화장품 중 단일품목' ’

으로 유일하게 누적 매출이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1 .  

한국적 이미지를 통해 글로벌 명품 브랜드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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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고 있는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중국 프랑스 미주 지역을 대 축으로 아시아권을 , , 3

넘어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이(Jeon, 2014). 

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화장품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의약품 개발. 

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이 가능하여 연구개발에 의하여 고부

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첨단미래형 산업이며 기술

적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기술이 요구되는 

한편 문화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선진국형 산업이

라는 것이다 년 정부에서는 한방(Kim, 2014). 2013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년 동안 10

배 이상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년4 . 2020

까지 생산 조 수출 억 달러 수출비중 달15 , 60 , 40% 

성을 목표로 화장품산업 세계 대 강국으로 도약하7

기위해 한방 발효화장품과 고기능성 원천소재 발굴·

에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오는 년 (R&D) 2020 6000

억원까지 투자하고 우리 고유의 한방 이론에 근거한 

한방화장품 개발에 중점 지원해 한방화장품 생산액 

비중을 로 확대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40% , 

침이다(Byeon, 2013). 

이와 같이 한방화장품 시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  

화상품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므로 한류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개발

과 수출을 염두한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방화장품 업체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 , 

성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상품개발은 물론 포

장 용기 연구등과 같은 전략 또한 중요하다 다B.I . 

시 말해서 로고나 심볼 패키지만큼 브랜드의 전략, 

적 이미지 마케팅에 중요한 유니폼에 대한 종합적이

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와 유니폼     2. B.I

디자인 현황     

설화수  1) 

설화수 브랜드는 자연의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  

는 자연과 사람의 상생 내면을 다스려 피부를 이롭, 

게 하는 몸과 마음의 상생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 

이 만난 전통과 과학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컨셉으

로 한국적인 미의식 세계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설화수는 년 국내 최초의 인. 1973

삼화장품 진생삼미가 출시되어 년 삼미진, 1975 , 

년 설화로 브랜드 명이 변경되었고 년 경1987 , 1997

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방성분

의 설화수로 리뉴얼되었다 설화수 브랜드명은 나. “

이라는 가지 위에 빼어난 아름다움의 눈꽃을 피운

다 는 의미로 나이가 들면서 거칠고 메마르게 되는 ” , 

여성들에게 눈송이가 피어난 겨울나무와 같이 빼어

난 아름다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Han, 2009). 

설화수 브랜드의 디자인 요소와 화장품 판매  B.I 

원 유니폼 디자인 현황은 과 같다 먼저 브Table 1 . 

랜드 로고에서는 라는 한자가 동양적인 경‘ ’雪花秀

서 세로쓰기로 씌어져 있는데 단아한 느낌의 - , 雪花

에 서예가 해정 송경식의 힘 있는 필체로 쓰여진 秀

는 한문이 지닌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 

로고의 한방 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 낙관 모‘ ’

양의 모티브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품질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설화수의 색채는 음양의 기운. B.I 

과 상생을 나타내는 오방색을 기조로 하여 각각의 

고유 컬러가 설화수의 각 제품 라인을 상징한다 로. 

고 컬러로는 블랙과 골드 컬러를 사용하였는데 특

히 제품 패키지에 적용된 로고에서 자는 인쇄, ‘ ’雪花

로 는 금박 엠보 처리하여 골드 컬러를 강조함‘ ’秀

으로써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낙관. 

형태의 모티브는 딥 톤의 레드 컬러를 사용하였는

데 붉은색은 홍화에서 색을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 

문에 경제적인 부와 높은 지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

라 주술적인 의미로는 액막이를 위한 색이었다 설. 

화수 제품의 패키지에서 기본 라인에는 골드 미백 , 

라인에는 화이트 진설 라인에는 레드 수 라인에는 , , 

블루 정양 라인에는 블랙 컬러가 사용되었다 문양, . 

으로는 매화 꽃살문양이 제품 패키지 및 매장 인테

리어에 활용되고 있다 문양에서 거북의 등을 모티. 

프로 한 육각형의 형태는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의 꽃잎은 간결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모, 6

던하면서 단아한 설화수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

고 있다 설화수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은 한복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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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과 연꽃의 선을 모티프로 부드럽고 우아한 곡, 

선이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설화수의 유니폼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춘추복, , 

하복 동복으로 구분되어 있고 춘추복을 기본으로 , , 

여름에는 동일한 하의에 여름용 블라우스를 겨울에, 

는 춘추복에 니트 상의 또는 코트를 착용하였다 유. 

니폼 지급 벌수는 판매원 인당 각각 벌의 블라우1 2

스와 스커트 벌의 팬츠와 재킷 코트를 지급받아 , 1 , 

착용하였다 기본적인 설화수 유니폼의 디자인은 블. 

라우스와 스커트 팬츠 재킷 아이템으로 구성되어있/ , 

는데 블라우스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왼쪽 어깨선에, 

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비대칭 라인의 여밈이 특징 

적인 디자인이고 하의로는 주로 라인 스커트를 H 

착용하지만 때에 따라서 테일러드 팬츠를 착용하였

다 그리고 재킷은 더블브레스트 재킷을 착용하고 . 

있었는데 블라우스와 동일한 컬러가 배색된 턴 업 , 

커프스가 달린 엉덩이 길이의 칼라가 없는 라펠 재

킷이었다 유니폼의 컬러로는 라이트그레이쉬 톤의 . 

옐로우레드 컬러가 메인 컬러로 그레이쉬 톤의 옐로

B.I Design Elements Uniform Design

Logo

Item

 

 - Double-breast, 

   Hip-line

   Lapel jacket

 - Round neckline 

   Asymmetric

   Single-breast blouse

 - H line skirt/

   Tailored Pants

Color

Pattern

Package

 

Color  

 YR(ltg)/YR(g)

Pattern

 No pattern

Table 1. B.I Design Elements and Salesman Uniform Design of Sulwhasoo

우레드 컬러가 서브컬러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설화, 

수 로고 및 매장 인테리어에서 사용된 컬러를 유니

폼 디자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  2)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궁중화장품 이라는 컨셉  “ ”

으로 옛 궁중의 미용 기법과 가장 고귀하게 섬기었

던 왕후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과 궁중의 신비로움, 

기본을 중시하고 선을 아름답게 여기는 동양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이 시대의 . “

황후들을 위한 최고급 궁중 한방화장품 왕과 왕후. 

에게만 바쳐졌던 천상의 궁중비방을 담다 라는 슬로”

건을 내걸고 년 출시되었다 더 히스토리 오브 2001 . 

후라는 브랜드는 동양사상과 왕후들의 미용 비방의 

역사 오랫동안 정성껏 달인 보약처럼 귀하게 만들, 

어진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브랜드명에서 . 

후 는 임금 의 외자를 사용하여 왕후인 왕비를 ‘ ’ ‘ ’后

의미하며 음절이 주는 심플한 멋을 강조하였다, 1 .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디자인 요소 및 유니  B.I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2

108

폼 디자인 현황은 와 같다 브랜드 로고는 Table 2 . 

현악기이면서 관악합주에 반드시 편성되어 관악기와 

현악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전통 악기인 해금

에서 모티브를 얻어 피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화장‘

품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생명감 있는 붓 터치’

로 표현되어 한국적인 미를 강조하였다 컬러는 . B.I 

다크톤의 옐로우레드 컬러로 로고의 붓 터치를 강, 

조하면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제품 패키지 . 

컬러는 오방색 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의 고‘ ’ , 

유 컬러가 각 제품 라인을 상징한다 패키지 메인 . 

컬러는 금과 호박 보석을 상징하는 골드 컬러로 궁, 

중의 화려함과 최상의 가치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서브 컬러로는 깊이 있는 레드 컬러와 오래된 청동 

빛의 블루 컬러가 활용되고 있다 문양은 피부를 정. 

제시키는 성분이자 왕후를 연상시키는 연꽃을 모티

브로 한국 전통 문양인 우아한 곡선의 연꽃문양으, 

로 신비감과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패키지 . 

디자인은 서양호리병과 동양 황실 도자기를 연상시

키는 곡선적인 실루엣과 함께 왕후를 의미하는 봉황 

모티프를 제품 뚜껑에 조각함으로써 우아함과 기품 

있는 왕후의 화장품 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되어 있다 춘추, , , . 

복을 기본으로 여름에는 동일한 하의에 여름용 블라

우스를 겨울에는 춘추복에 니트 상의 또는 코트를 ,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 지급 벌수는 판. 

매원 인당 각각 벌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벌의 1 2 , 1

팬츠와 재킷 코트를 지급받아 착용하였다 기본적, . 

인 유니폼의 디자인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팬츠 재/ , 

킷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블라우스는 목 부, 

분에 개 정도의 개더가 잡혀있는 라운드 네크라인5

이 특징적인 디자인이고 하의로는 주로 라인 스H 

커트를 착용하지만 때에 따라 테일러드 팬츠를 착용

하였다 그리고 재킷은 싱글 브레스트 재킷을 착용. 

하고 있었는데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준 라펠이 달, 

린 엉덩이 길이의 재킷이었다 유니폼의 컬러로는 . 

딥톤의 퍼플블루 컬러가 메인 컬러로 블랙과 라이, 

트 그레이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활용된 액센트 배

색을 사용하고 있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 

의 디자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요소가 , B.I 

유니폼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B.I Design Elements Uniform Design

Logo

Item

 

 - Single-breast, 

   Hip-line

   Lapel jacket

 - Gathered neckline

   blouse

 - H line skirt/

   Tailored pants

Color

Pattern

Package

Color 
    

 PB(dp)/Bk/ltGy

Pattern  No pattern

Table 2. B.I Design Elements and Salesman Uniform Design of The History of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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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 

이미지 평가

평가도구 및 자료수집  1. 

자극물 제작  1) 

국내 한방화장품 유니폼 이미지 분석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먼저 국내 한방화장. , 

품 브랜드 중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를 대상으로 년 월에 한방2013 10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하였고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춘추복을 자극

물로 선정하였다. 브랜드의 유니폼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브랜드마다 판매원들의 얼굴 몸매 포, , 

즈 등이 달라 응답자들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체 포Adobe Illustrator CC , 

즈 얼굴을 동일한 조건으로 와 같이 시, Table 1, 2

뮬레이션한 다음 이를 응답자들에게 자극물로 제시, 

하였다.

이미지 분석을 위한 감성형용사 선정   2) 

본 연구에서 언어이미지 조사를 위하여 한방화장  

품 브랜드 웹사이트 및 간행물 신문 잡지 광고 에서 ( , )

브랜드 이미지 또는 제품 이미지를 표현하는 내용 

중 언급된 감성형용사를 추출하여 총 개 형용사119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우아한 귀한 등 를 수집하( , , , )

였다 또한 패션 전공자 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 , 30

판매원 유니폼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언어연상

기법을 사용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총 개의 형용99

사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패션 전공자 인이 추출. 3

된 감성형용사를 대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반복된 

어휘는 삭제하고 빈도수가 높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범주화하였으며 선행연구, (Lee, Kim, & 

Lee, 2005; Pyo & Lee, 2000; Shao & Lee, 2014)

와 국어사전을 참고로 반의어를 추출하여 차적으로 1

총 개의 형용사 쌍을 얻었었다 추출한 개 형용40 . 40

사 쌍은 년 월 일 일까지 전남대학교에 2013 12 1 -10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 명 중국인 학생 명을 20 , 10

대상으로 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 타당도1 , 

를 저해하는 개의 형용사 쌍을 제외하고 최종 5 35

개의 형용사 쌍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점 의미미분, 5

척도로 구성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에 대한 한 중   ·

소비자의 감성이미지 조사를 위해 최종 선정된 개35

의 감성형용사 쌍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 

문의 내용은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을 보

고 연상되는 감성형용사에 대한 것으로 설문 대상을 

화장품 브랜드의 주요 타겟인 대 여성으로 한20-50

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2013 12 20

년 월 일까지였으며 중국은 베이징2014 2 10 , (Beijing, 

과 허난성 장시성) (Henan, ), (Jiangxi, 北京 河南省 江

지역 한국은 서울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였) , 西省

다 총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 회수하였. 260 252

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 

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240 . 

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적은 한국인과   

중국인인 각각 명 이었고 연령은 대 120 (50.0%) 20 109

명(45.4%) 대 명 대 명, 30 74 (30.8%), 40 36 (15.0%), 

대가 명 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50 21 (8.8%) . 

및 졸업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112 (46.7%)

재학 및 졸업이 명 전문대학교 재학 및 52 (21.7%), 

졸업이 명 고등학교 졸업이 명48 (20.0%), 28 (11.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명 으. 65 (27.1%)

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명 판매서비, 56 (23.3%), ․
스직 명 사무직 명 주부 명39 (16.3%), 30 (12.5%), 28

기타 명 경영직 명 순으(11.7%), 14 (5.8%), 8 (3.3%)

로 나타났다. 

설문의 진행은 설문 응답자들이 선정된 한국 한방  

화장품 브랜드 유니폼 개의 자극물을 감상하게 하1

고 자극물을 보고 개의 감성 형용사 쌍에 대하여 , 35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하여 그 정도를 점에서 1 5

점으로 점수를 체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 

자료는 통계 패키지인 통SPSS for windows 20.0 

계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Pack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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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및 논의  2. 

 

한방화장품 브랜드 와 유니폼 이미지간의 차이  B.I

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방화장품 브랜드 이미지 키, 

워드를 살펴보면 설화수는 아름다운 한국적인 전, , , 

통적인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운 귀한 국제적인, , , , , 

단아한 단정한 부드러운 기품 있는 우아한 화사, , , , , 

한 밝은 현대적인 참신한 국제적인 등의 이미지 , , , , 

키워드가 많았고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아름다운 화사한 고급스러운 귀한 부, , , , , 

드러운 현대적인 밝은 화려한 자연스러운 우아, , , , , 

한 기품 있는 전통적인 현대적인 등의 키워드가 , , , 

많이 나타났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화수와 더 히스토  

리 오브 후의 유니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점 의5

미미분척도로 분석한 결과 유니폼 이미지에 대해서 , 

브랜드 간 한중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
타났다 한국인이 느끼는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 

브 후의 유니폼 이미지는 과 같이 설화수Figure 1 , 

의 유니폼은 지적인 여성적인 엘레강스한 우아한, , , , 

단아한 단정한 부드러운 등의 이미지 키워드와 일, , 

치하는 이미지와 진부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 , 

우중충한 평범한 비활동적인 보수적인 등의 다소 , , , 

상반된 이미지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지적인 단아한 단정한 등, , 

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

와 상반된 유행에 맞지 않는 진부한 눈에 띄지 않, 

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비활동적인, , , , , , 

불편한 등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Sulwhasoo and The History of  Whoo's 

Uniform Images from Korea

Figure 2. Sulwhasoo and The History of  Whoo's 

Uniform Images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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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유니폼의 이미지는   

와 같이 설화수는 매력적인 기품 있는 세Figure 2 , , , 

련된 참신한 지적인 여성적인 엘레강스한 우아, , , , , 

한 단아한 단정한 자연스러운 현대적인 국제적, , , , , 

인 등 대부분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와 일치하는 긍

적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반면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의 경우에는 지적인 이미지 외에 흔한 친근하지 않, 

은 딱딱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 , , , , 

범한 어두운 부자연스러운 심플한 비활동적인, , , , , 

한국적이지 않은 등 유니폼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이

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한  

국인과 중국인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한 결

과 설화수 유니폼 이미지는 과 같이 매력Figure 3 , 

적인 예쁜 세련된 참신한 지적인 눈에 띄는 화, , , , , , 

려한 화사한 독특한 장식적인 편안한 적극적인, , , , , , 

전통적인 국제적인 진보적인 등의 이미지에서 차, , 

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이미, 

지보다 중국인이 느끼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방향

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히. 

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 이미지는 와 같Figure 4

이 매력적인 기품 있는 예쁜 세련된 참신한 엘, , , , , , 

레강스한 우아한 아름다운 섬세한 눈에 띄는 화, , , , , 

려한 화사한 독특한 편안한 전통적인 민속적인 , , , , , 

등의 이미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설화수와 마찬, 

가지로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이미지보다 중

국인이 느끼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Suwhasoo's Uniform Images 

from Korea and China

Figure 4. The History of Whoo's Uniform Images 

from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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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설화수 브랜드  , 

가 추구하는 키워드는 고급스러운 귀한 기품 B.I , , 

있는 참신한 아름다운 단아한 부드러운 화사한, , , , , , 

밝은 자연스러운 한국적인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 , , , 

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이 느낀 유니폼의 이미지는 

단아한 부드러운 이미지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 

진부한 우중충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 와 상, B.I

반된 이미지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 

인의 경우 설화수의 유니폼에서 기품 있는 참신한, , , 

단아한 자연스러운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의 이미, , , 

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설화수의 와 거의 일B.I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히스(Figure 5). 

토리 오브 후의 경우 키워드는 매력적인 고급, B.I , 

스러운 귀한 기품 있는 우아한 아름다운 부드러, , , , , 

운 화려한 화사한 자연스러운 전통적인 현대적, , , , , 

인 등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이 느낀 유니폼의 이미

지는 지적인 단아한 단정한 이미지를 제외한 대부, , 

분의 이미지가 유행에 맞지 않는 진부한 눈에 띄, , 

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비활동, , , , , 

Figure 5. Concordance of Sulwhasoo's 

B.I and Uniform Images

Figure 6. Concordance of The History of Whoo's 

B.I and Uniform Images

적인 불편한 등 부정정인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인 또한 유니폼에의 이미지를 . 

지적인 이미지를 제외하고 흔한 딱딱한 소박한 우, , , 

중충한 부자연스러운 등 가 추구하는 이미지와는 , B.I

반대되는 이미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따라서 설화수의 경우 유니폼에서 느껴지는 진  , , 

부하고 소박한 평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는 클레식한 아이템이지만 한국적인 이미지 모티프

에 패션 트렌드를 가미한 유니폼의 디테일에 변화를 

줌으로써 고급스럽고 단아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트렌

디한 유니폼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 디자인은 .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 모두 브랜드 와 일치하B.I

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반된 이미지를 감정적으로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를 나타낼 수 있, B.I

는 왕후의 은유적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니폼의 형태 색채 소재 액세서리 등에 적용시킴, , , 

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급스러우면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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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이고 화사한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유니폼에 변

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 유니폼 IV. 

디자인 개발

디자인 기획  1.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한방화장품 브  , Ⅲ

랜드 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유니폼 이미지에

서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키워드와 반대되는 B.I 

이미지로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더 히

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을 디자인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와 이미지 키. B.I

워드를 토대로 유니폼 디자인 개발 컨셉을 ‘The 

Quintessence 으로 설정하여 한국 : Noble passion’

의 전통적인 선과 패턴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하여 유니폼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품격 있는 아름

다움과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니폼의 디자인은 춘추복과 하복 등 각(Figure 7). 

각 벌의 유니폼을 개발하였는데 브랜드의 상징요2 , 

소를 모티프로 활용한 스카프 브로치 등 다양한 액, 

세서리를 재킷 스커트 팬츠 블라우스 원피스 등, , , , 

에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디자인 개발  2. 

먼저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브랜드 이미지를 효  

Figure 7. Image Map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텍스타일을 개발한 다음, 

이를 유니폼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 

개발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 요소 중 브랜드 로고와 B.I 

컬러 문양 등을 모티프로 활용했으며 선정된 모티, , 

프를 정형화 과정을 거친 후 패턴화하고 이를 원 , 

리피트 로 만든 다음 반복 또는 다른 색(one-repeat)

상의 배색으로 컬러웨이 하였다(colorway) (Table 3).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 디자인 은 자연스  1

럽게 피트되는 실루엣과 저채도의 차분한 컬러 레, 

이스 소재를 활용하여 브랜드가 추구하는 매력적인, 

고급스러운 기품 있는 우아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 , , 

강조하였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에 한국적인 모티브, 

의 패턴과 액세서리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디

자인이다 춘추복으로는 쓰리피스 수트와 (Figure 8). 

원피스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는데 단정하고 슬림한 , 

실루엣을 기본으로 한 재킷과 블라우스에 스커트 또

는 팬츠 원피스를 착용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하였, 

다 재킷은 아웃포켓이 달린 힙 라인 길이의 싱글 . 

여밈에 브랜드의 심볼인 연꽃문양 브로치를 부착하

였고 스탠드칼라가 달린 블라우스는 슬리브 부분과 , 

칼라 안쪽에 봉황문양의 원단을 배색하였으며 스커, 

트와 팬츠는 아웃포켓이 달린 슬림한 라인의 테일러

드 형태이다 원피스는 봉황문양의 스탠드칼라가 달. 

린 니트셔츠에 레이어드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내려오는 스커트의 , 

사이드 여밈이 특징적인 아웃포켓이 달린 무릎길이

의 랩 원피스 드레스이다 하복으로는 춘추복과 동. 

일한 스커트와 팬츠에 쇼트 슬리브의 레이스 블라우

스를 착용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하였다 블라우스. 

는 두 가지 스타일로 디자인 하였는데 요크부분과 , 

슬리브에 연꽃 문양의 레이스를 사용한 페플럼 블라

우스와 전체적으로 연꽃문양 레이스를 사용한 블라

우스이며 연꽃문양 심벌 브로치를 장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액세서리로는 연꽃문양 심벌의 형태를 . 

응용한 브로치와 봉황과 연꽃문양 연꽃문양과 한국 , 

전통 단청문양을 활용한 스카프를 디자인하였다 색. 

채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전용색채인 라이트 그

레이쉬톤과 다크톤의 레드퍼플 컬러를 메인컬러로 

화이트를 서브컬러 이용하였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와 레이온의 교직물인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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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Design Element Textile Design Use

    

Blouse,

Scarf

Scarf

  
Scarf

Blouse,

Scarf

Table 3.  Textile Designs Using B.I Design Elements of 'The History of Whoo' 

테르 스판덱스를 사용 하여 착용감과 내구성이 좋으

며 구김이 덜 생기도록 하였다 이상을 도식화로 , . 

제시하면 와 같다Table 4 .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 디자인 는 강렬한   2

이미지의 컬러와 한국적인 요소를 활용한 여밈 방식

과 트리밍을 활용하여 브랜드가 추구하는 매력적인, 

고급스러운 우아한 아름다운 화려한 화사한 전, , , , , 

통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이다 춘, (Figure 9). 

추복으로는 쓰리피스 수트와 원피스 드레스를 디자

인하였는데 단정하고 슬림한 실루엣을 기본으로 한, 

재킷과 블라우스에 스커트 또는 팬츠 원피스를 착, 

용 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하였다 재킷은 슬릿네크. 

라인의 사이드 버튼 여밈 디자인으로 한국 전통 복

식의 여밈 방식을 모티브로 하였고 블라우스는 한복

의 옷고름을 연상시키는 전통 문양이 프린트 된 비

대칭 스카프 칼라가 달린 디자인이다 스커트와 팬. 

츠는 슬림한 라인의 테일러드 형태이고 원피스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프리미엄 제품 패키지로 활용되

고 있는 한국의 보자기를 모티프로 활용하여 네크라

인에 자연스럽게 젖혀져 내려오는 디테일로 표현한

무릎길이의 타이트 원피스 드레스이다 하복으로는 . 

춘추복과 동일한 스커트와 팬츠에 쇼트 슬리브의 블

라우스를 스타일링 하거나 단일 아이템으로 원피스

를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블라우스는 노. 

방 소재의 요크가 있는 스타일로 오른쪽 사이드에 , 

한복 고름을 모티프로 한 연꽃문양 원단과 골드 레, 

드 소재의 리본 트리밍이 있고 연꽃문양 브로치를 

허리부분에 부착할 수 있게 한 디자인이다 원피스 . 

디자인은 춘춘복 원피스 디자인과 통일성을 주기 위

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슬리브까지 자연스럽게 내

려오는 대각선의 배색을 한 무릎길이의 타이트 원피

스 디자인이다 액세서리로는 연꽃문양 심벌의 형태. 

를 응용한 브로치와 연꽃문양 패턴의 롱 스카프를 

디자인 하였다 색채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전용. 

색채인 딥톤의 레드 컬러와 라이트톤의 옐로우레드 

컬러를 메인 또는 서브컬러 이용하였고 소재는 폴리

에스테르와 레이온의 교직물인 폴리에스테르T/R, ,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를 사용 하여 착용감과 내구

성이 좋으며 구김이 덜 생기도록 하였다 이상을 , . 

도식화로 제시하면 와 같다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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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Uniform Design 1 Figure 9. Uniform Design 2

Design 1 Design 2

Table 4.  Flats of Uniform Designs Using B.I Design Elements of 'The History of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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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IV.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니폼은 단순이 실용성과 통일성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인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

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감성적 구매성향. , 

이 매우 강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은 화장품 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구매행동B.I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내포한 한방화장품 브랜

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B.I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국내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 이미지를 조

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 전략과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모두 한국과   , 

중국에서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되어 있, , , 

다 춘추복을 기본으로 여름에는 동일한 하의에 여. 

름용 블라우스를 겨울에는 춘추복에 니트 상의 또, 

는 코트를 착용하였다 유니폼에 디자인의 요소 . B.I 

적용 현황에서 설화수는 브랜드 컬러가 활용되고 있

었는데 설화수 로고 및 매장 인테리어에서 사용된 , 

라이트그레이쉬톤의 옐로우레드와 그레이쉬톤의 옐

로우레드 컬러를 유니폼 디자인에 반영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의 디. , 

자인에서는 디자인 요소 중 로고나 컬러 문양 B.I , 

중 어느 것도 유니폼 디자인에 반영되어 않았다.

둘째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화수와 더   ,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유니폼 이미지에 대해서 브랜드 간, , 

한중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 ․
한국인이 느끼는 설화수의 유니폼 이미지는 지적인, 

여성적인 우아한 단아한 단정한 진부한 눈에 띄, , , , , 

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보수적인 등의 , , , , 

이미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단정한 눈에 띄지 , ,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등의 이미지를 느끼, ,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느끼는 설화수 유니. 

폼의 이미지는 세련된 지적인 여성적인 우아한, , , , 

단아한 단정한 현대적인 이미지 등을 더 히스토리 , , , 

오브 후의 경우에는 세련된 지적인 단정한 소박, , , 

한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이미지 등으로 느끼고 , , ,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이미지보. , 

다 중국인이 느끼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설화수 브랜드가 추구하는 키워드는 고  , B.I 

급스러운 귀한 기품 있는 참신한 아름다운 단아, , , , , 

한 부드러운 화사한 밝은 자연스러운 한국적인, , , , , ,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이지만 한국인이 느낀 유니, , 

폼의 이미지는 단아한 부드러운 이미지에 있어서는 , 

일치하지만 진부한 우중충한 등의 부정적인 이미, , 

지 등 와 상반된 이미지도 나타났다 반면 중국B.I . , 

인의 경우 기품 있는 참신한 단아한 자연스러운, , , , ,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 

나타나 설화수의 와 거의 일치하였다 더 히스토B.I . 

리 오브 후의 경우 키워드는 매력적인 고급스, B.I , 

러운 귀한 기품 있는 우아한 아름다운 부드러운, , , , , , 

화려한 화사한 자연스러운 전통적인 현대적인 등, , , , 

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이 느낀 이미지는 지적인, 

단아한 단정한 이미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미지가 , 

유행에 맞지 않는 진부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 , ,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비활동적인 불편한 등 , , , , 

부정정인 이미지를 느끼고 있었고 중국인 또한 유니

폼에의 이미지를 지적인 이미지를 제외하고 흔한, 

딱딱한 소박한 우중충한 부자연스러운 등 가 , , , B.I

추구하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한국인과   , 

중국인 모두 유니폼 이미지에서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 키워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을 디

자인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니폼을 디자인 하였

다 유니폼 디자인 개발 컨셉은 . ‘The Quintessence 

으로 설정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선: noble passion’

과 패턴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함으로써 품격있

는 아름다움과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

였으며 유니폼의 디자인은 디자인 요소를 활용, B.I 

한 텍스타일 디자인과 춘추복과 하복 등 각각 벌의 2

유니폼을 개발하였는데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상, 

징요소를 모티프로 활용한 스카프 브로치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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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세서리를 재킷 스커트 팬츠 블라우스 원피, , , , 

스 등에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으로는 한국 한방화장  

품 브랜드의 유니폼 이미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

고 있는 이미지는 브랜드 이미지 키워드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한중 소비자들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화장품 브랜드처럼 브랜. , 

드의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한 브랜드의 유니폼은 유

니폼 디자인 개발 시 착용자의 만족도나 선호도보다

도 유니폼에 의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이미지

가 중요하므로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와 유니폼 이

미지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 . 

한방화장품 유니폼의 이미지를 평가를 위한 자극물 

선정에 있어서 한 시즌의 유니폼만을 선정하였고, 

또한 실물이 아닌 사진자료를 사용하여 이미지 평가

에 대해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방화장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 이미

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 

전략과 디자인을 제시한 본 연구는 화장품 브랜드의 

확립 및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유니폼 디자인의 B.I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유니폼 ,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

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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