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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design and develop restaurant uniforms for 

Yeosu and Suncheon-City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by investigating the 

present situation of restaurant uniform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practical research on uniform designs. The practical 

research included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recent uniform designs of 60 

spots in both cities and the preference of local cultural resources, finally 

suggesting eight restaurant uniform designs and four original samples. It was 

found that most workers in both cities wore shirts and pants or aprons as 

uniforms and also that the restaurant uniforms had many problems, such as 

poor designs, functionality, and the lack of lo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se results, a design concept called ‘Colorful Night Sea’ was built for Yeosu 

using a design motive of a Yeosu Expo symbol, a Big-O Show shape, and 

Dolsan Gat flowers. For Suncheon-city, a design concept called ‘A Rural 

Landscape’ was built using a design motive of Nagan Eupseong and a field of 

reeds in Suncheon Bay. The restaurant uniform items included a top (shirt or 

blouse), pants, apron, and headdress in both c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helped improve the local image and economic situation, by proposing distinct 

uniforms designed by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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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한국에서는 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1995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

별화된 브랜드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

다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문화유산 관리 및 문. 

화공간의 확충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기획 및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전

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마케팅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Bae, 2008). 

지방자체단체들이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며 역설적으로 지역문, 

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 

화자원이나 자연명소는 곧 지역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예컨. 

대 담양의 대나무 정원인 죽녹원 강진의 청자도요( ), 竹綠苑
지 순천의 낙안읍성 등은 오랜 세월 ( ), ( ) 青磁陶窯址 樂安邑城
동안 대중에게 각인되어 지역의 대표 이미지로 연상된다 이. 

렇듯 지역문화자원의 영향력은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중

요하게 기능하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년 기준 (2018 )

에 등록된 전라남도 곳의 관광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라22

남도 문화명소 방문객 수는 명이고 이 중 여수50,736,268 , 

시 명 순천시 명으로 두 도시가 가장 13,653,435 , 7,991,318

높게 나타났다(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년 여수시 관광객 수 명 순천시 2018). 2016 5,816,976 , 

명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점을 볼 때 다도해의 특3,522,994 2

성을 갖춘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에 대한 관심

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요 관광객 빈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문화자원  

을 모티브로 한 축제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 

지역 활성화 방안이 다양한 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특히 관

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 중 가장 빠르고 쉽게 그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음식문화이다 관광객의 관광활동 증. 

가에 따라 음식은 여행의 보조적 측면보다 관광객을 유인하

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관광지, 

에서 음식은 장소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Min,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객을 직접 접하는 요식업소는 2017). 

지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장소이며 요식업 종사자는 지, 

역이미지를 전달하는 홍보마케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헤어샵 종사  

자의 유니폼 착용실태 와 유니폼 디자인 선호도 분석을 한 

연구 주방용 에이프런을 기능성 심미성을 강조(Cha, 2015), , 

하여 디자인 개발을 한 연구 국내 프로 치어리(Roh, 2006), 

더 유니폼 디자인 현황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Bae, 2013)

이루어져 있고 지역문화자원을 디자인에 활용한 연구는 학, 

술적 입장에서 문화원형의 개념과 산업적 활용측면에서 문

화원형을 다룬 연구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텍스(Kim, 2005), 

타일 디자인 개발을 한 연구 문화원형(Jeong & Bae, 2009), 

을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 연구 지(Nam, 2014; Lee, 2003), 

역의 특성을 살린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Kim, Chu, Ho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적 특성 ng, & Jeon, 2014) .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광주광역시 한정식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 와 담양(Lee, 2006)

지역 문화자원의 시각이미지를 활용한 요식업 유니폼 디자

인 개발 연구 충북 제천시 국제한방엑스(Na & Bae, 2016), 

포 자원봉사자 및 현장요원 등의 유니폼을 한국적으로 재해

석하여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이와 같(Lim, 2013). 

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는 한정된 지역 

및 행사에만 일시적으로 착용된 유니폼을 디자인하는데 그

쳤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지역과 연구 범위를 넓혀서 다, 

도해의 특성을 가진 전라남도 해양관광도시 중 가장 관광객

의 방문 빈도가 높은 여수시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

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요식업소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가장 관광객의 방문 횟수

가 높은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시 순천시의 요식업소에서 착, 

용 중인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역별 관광문

화자원의 특성을 적용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다양, 

한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이. 

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 

문화자원에 대한 국내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지역별 문화자원의 유형과 전라남도 지역문화자원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두 , 

지역 총 곳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맛집 위주의 요식업소를 60

무작위로 방문하여 디자인 현황조사와 유니폼 디자인 모티

브 활용을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다2017 8 1 8 30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은 분석한 현황

과 지역문화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

정하여 지역별 각 벌씩 총 벌의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이4 8 , 

를 패션분야 박사 이상 인과 현업 전문가 인으로 구성된 4 1



나현숙� 배수정�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요식업�유니폼�디자인�개발�·� /� � � � � � � 121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디자인을 , 

중심으로 벌의 실물을 제작하였다4 . 

본 연구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니폼의 차별화 전략  

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이것이 지역문화산업의 활

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개발된 . 

유니폼이 시즌별 디자인이 아닌 계절용의 디자인을 제시한 3

점과 여성복 중심의 개발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이, .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남성용 유니폼 개발과 계절 혹은 

성별에 무관하게 착용 가능한 범용 유니폼 개발 등 지속적

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역문화자원의�이론적�배경II.�

지역문화자원의�개념과�유형1.�

문화자원은 인류의 문화 활동의 소산물로서 문화적인 가치

를 지니고 있는 예술이나 신앙 과학 도덕 법률 경제 민, , , , , 

족생활양식 등 이다 이중에서(Jeon, 2012). 지역문화는 지역 

에서 향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의 , , 

창조문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지역단위의 고유한 특, 

성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할 때 지역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인 지역문화자원(Lee, 2003). 

은 조상으로부터 전승된 유산이며 사회나 문화단위 또는 지

역단위의 고유한 영역이며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매

개체 역할을 한다 이를 근거로 지역문화자원이. 지닌 중요한  

가치로는 과학적 교훈적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리 및 ,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지역 안에서 자원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즉 인물 축제 의식 유적지 특산물 예술품 사찰 등, , , , , , , 

을 포함한다(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문화자원 이라는 용‘ ’

어는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로 문화적 가치가 있고 ,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규정한다.

  지역문화자원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 

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개 유형으로 구분 된다, 4

(www.cha.go.kr)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자원의 . 

유형은 크게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유형문화자원 은 하. (Visible Cultural Resources)

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다, 

시 세분화해 보면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경관자, , 

원 특산물자원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한 국가와 민, . 

족을 상징하는 자원이며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정된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및 기념물 

등을 포함하며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자원으로 가치를 내, 

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화유산이 포함 된다(Ryu, 

2009). 무형문화자원(Invisible Cultural Resources)은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

다 여기에는 . 무형문화재 지역축제 유명인물이 해당 된다, , 

(Nam, 2007). 대표적인 예로 지역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 예·

술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문화정보 서비스 등, 

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자원의 범위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상  

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지역. 

문화자원의 범주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유니폼 특성상 무, 

형의 문화자원보다 시각적 형태가 분명한 유형문화자원의 

활용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유니폼 디자인 개발. 

을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범위를 유형문화자원 즉 역사문화, 

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경관자원 특산물자원에 한하여 활, , , 

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지역문화자원의 유형을 정리하면 . 

과 같다Table 1 .

여수 순천시�지역문화자원�특성2.� ,�

여수시 지역문화자원1) 

여수시는 남해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의 크고 작, 317

은 도서로 구성되어 독특한 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 

지정학적인 위치가 바다에 인접하여 해양문화의 특징과 함

께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호국문화가 두

드러지며 해양문화와 호국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공동체 문, 

화가 타 지역에 비해 강한 특징이 있다 또한(Kang, 2011).  

년에 개최하였던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시가 국제관광 2012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전라남, 

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되었다. 

  여수시 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가 총 점으로 그 중 43

국가지정문화재가 점이며 도지정문화재는 점 등록문화19 16 , 

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여수의 지정문8 (www.yeosu.go.kr). 

화재는 진남관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록한 좌수( ), 鎭南館
영 대첩비 및 타루비 이충무공 사당인 충( ) ( ), 大捷碑 墮淚碑
민사 흥국사 홍교 와 대웅전( ), ( ) ( ) ( ), 忠愍祠 興國寺 虹橋 大雄殿
향일암 등이 있다 이 중 향일암은 해돋이 광경이 ( ) . 向日庵
아름다운 명소로 매년 새해 첫날 전국곳곳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년부터 매년 월 일부터 다음해 . 1996 12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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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Local� Cultural� Resources�

Category Classification� &� Traits

Visible

Cultural Resources

Heritage -Monuments, temples, heritage, folk material, etc.

Facilities -Gallery, museum, theater, etc.

Spectacles -Architecture, plaza, parks, gardens, etc.

Specialties -Grains, fruits, medicines, crafts, foods, etc.

Invisible Cultural 

Resources

Intangible Cultural Asset -Drama, dancing, music, ceremony, etc.

Local Festivals -Expo, exhibition, performance, etc.

Figures -Famous figures and surroundings, etc.

월 일 사이에 향일암에서 일출제와 같은 대형 관광축제를 1

개최하여 여수를 알리는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

성화와 관광여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외에 거. 

북선축제 여수범선축제 등 다양한 축제로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고 있다.

문화시설자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여수민속전시관 무기  , 

전시관 등이 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장은 국제적으로 해. 

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 , 

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 과제를 화두로 제시하였고 이전, 

에 진행되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등 바다를 주제로 하는 박, 

람회와 달리 최초로 바다에서 개최되어 바다 자체를 박람회

장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경관자원은 오동도 여수국가산업단지 금오  ( ), , 梧桐島
도 의 비렁길 등이 있다 그 중 의 오동도는 ( ) . Figure 1金鰲島
여수 관광의 첫머리이자 여수를 상징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

히고 있으며 종의 희귀 수목과 용굴 코끼리 바위 등 , 194 , 

기암절벽이 천혜의 절경으로 조화롭게 형성되어 바다의 꽃‘

섬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

는 곳이다. 

특산물자원은 돌산갓 유자 서대 멸치 등이 있다 그 중   , , , . 

돌산갓은 돌산의 따뜻한 해양성기후와 알칼리성 토질이 바

람과 함께 만들어 낸 여수를 대표하는 특산물자원이다. 따라

서 여수 지역문화자원은 해양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해양 

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며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호국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관광자원을 다수 보

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천시 지역문화자원2)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해양도시로 여수 여천 광, , , 

양 순천 개시와 구례 보성 고흥 개 군의 중심 역할을 , 4 , , 3

하고 있다 육상이나 해상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으로 해. 

마다 이 지역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 유입이 꾸준하다

(Kwon, 2005). 

순천시 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가 총 점으로 그 중   121

국가지정문화재가 점이며 도지정문화재는 점 등록문화57 57 , 

재 점을 보유하고 있다7 (www.suncheon.go.kr). 순천 지역 

의 지정문화재는 종교 관련 불교 문화재가 여점을 차지하60

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송광사 와 선암사. ( ) (松廣寺 仙巖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로 마애불 석불 석탑 부도 ) , , , 寺

등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불교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의 특징, 

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문화자원이다 성곽으(Kwon, 2005). 

로는 순천왜성 과 검단산성 그리고 ( ) ( ) Fig順天倭城 檢丹山城
에 제시된 낙안읍성 이 현존한다 순천 지역 ure 2 ( ) . 樂安邑城

성곽들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온전하여 성곽을 축조한 정확

한 시기추정은 물론이고 성곽의 시대적 차이와 산성 및 읍, 

성의 차이 그리고 일본성곽과 한국성곽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는 낙안읍성(Kwon, 2005). 

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하여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하였다 문화시설자원은 갯벌 갈대 철새의 낙원으. , , 

로 불리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있으며 소설가 김승옥과 동, 

화 작가 정채봉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천만 문학관

이 있다 또한 기독교 선교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기독교선교. 

역사박물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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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dongdo
(www.yeosu.go.kr)�

Figure� 2.� Nagan� Eupseong
(www.suncheon.go.kr)

  

인공경관자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이 있다. 

순천만 습지는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자, S

형 수로 등의 자연환경에 인공적인 산책로 다리 등을 설치, 

하여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해안생태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습지보존을 위해 순천시는 철새서식처 (Lee, 2012). 

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 

한 세계 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5

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 조성한 공간인 순천만 국가정원

이 있으며 순천만 습지와 연결한 탐방코스를 만들어 관광객

을 유치하고 있다 특산물자원은 기온이 따뜻하고 연중 강수. 

량이 많아 논농사가 유리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쌀 복숭, 

아 단감 매실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 . 

순천시는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민속행사 및 민속놀이 전통 민속체험행사 등을 매년 , 

실시하고 있다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큰잔치는 년 처. 1986

음으로 개최된 이래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면 임경업 

군수 추모제와 이 각종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있으

며, 년 낙안읍성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순천낙안 민속문1994

화축제는 관광특구의 지역 관광활성화 축제이다 또한 남도. 

음식문화축제는 넓은 평야와 바다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식, 

생활 문화가 발달한 남도의 음식을 홍보하는 문화축제로 독, 

특한 전통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음식문화행사이다. 따라서 

순천 지역문화자원의 특성은 유형문화자원이 주를 이루며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져 있

다는 점이다 또한 순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유적지. 

나 성곽 등의 전통문화 자원과 축제가 풍부하다는 것은 지 

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요식업�유니폼�디자인�현황�및�지역문화자원�III.�

인식조사

조사�대상�및�방법1.�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요식업소 유니폼 디

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니폼 디자인 현황, 

조사와 지역문화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수시 순천. , 

시의 조사 장소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계자료 중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현황조사는 현장방문. 

을 통한 유니폼 사진촬영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인식조사, 

는 방문한 요식업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법으로 실

시하였다 현황조사는 지역별 곳 총 곳의 요식업소를 . 30 , 60

방문하였으며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업소 곳을 제외한 7

곳의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식조사는 53 . 

여수시 부 순천시 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52 , 61 SPSS 21.0

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현  황조사 디자인 분석은 아이템 형태 색상 문양을 중심, , , 

으로 하였다 색상은 먼셀 색체계의 색상 . 10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채색은 P(Purple), RP(Red Purple) ,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색채 데이터는 White, Gray, Black . 

비율에 따라 주조색 전체면적의 이상 보조색 이( 50% ), (10% 

상 미만 포인트 색 미만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50% ), (10% )

였다 문양은 무문과 유문으로 구분하였고 유문은 식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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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문 기하문 추상문 문자문으로 세분화하여 빈도 분석, , , 

을 실시하였다. 

지역별�요식업�유니폼�디자인�현황�2.�

여수시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 1) 

여수시 요식업소 유니폼은 앞치마 형 상의 앞치마 형 상의 , + , 

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앞치마 형을 착용하고 있는 곳이 . 

곳 으로 가장 많았다 앞치마 형 중에서는 25 (92.5%) . Figure 

에 제시된 어깨끈 형 앞치마가 점 으로 가장 많3 16 (59.2%)

았고 길이는 무릎길이가 점 으로 가장 많았고 폭, 23 (85.1%) , 

은 점 이 앞 뒷면 전체를 덮는 실루엣으로 나타났20 (74.0%) ·

다 여밈 방법으로는 어깨끈 형이 끈과 벨크로 단추를 혼용. ,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원피스 형은 단추 허리 형은 끈으로 , , 

여미고 있었으며 주머니는 모두 부착되어 있었다 색상은 , . 

점 과 Black 14 (51.8%) R 계열 점 순이었고 주조색 6 (22.2%) , 

위주의 단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문양은 무문이 점. 18

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라이프와 원 등의 기하문도 (66.6%) , 

나타났다. 

상의 앞치마 형을 착용한 업소는 곳 이었고  + 1 (3.7%) ,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티셔츠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Figure 4 +

었다 이 중 앞치마는 브이네크라인의 어깨끈 형이었고 길. , 

이는 무릎길이였다 폭은 앞 뒷면 전체를 덮는 실루엣이었으. ·

며 여밈 방법으로는 끈과 단추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머니, , 

는 부착되어 있었다 색상은 문양이 없이 을 주조색으. Black

로 사용하고 있었다 함께 착용한 상의는 라운드네크라인의 . 

티셔츠였으며 색상은 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R . 

Figure� 3.�
YeosuTop� and� Apron�

(taken by authors, 2017)

Figure� 4.�
Suncheon� Apron� Uniform

(taken by authors, 2017)

Figure� 5.�
Suncheon� Top,� Bottom,� and� Apron�

Uniform� Components
(taken by authors, 2017)

  

상의 형을 착용한 업소는 곳 이었고 베스트를 착용1 (3.7%) , 

한 사례였다 베스트의 칼라는 스탠드 칼라였고 여밈 방법. , 

은 지퍼이며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었다 색상은 계열을 주, . B

조색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포인트 컬러는 칼라와 주머니 배, 

색으로 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템 구성 중 상의 하의Grey . +

앞치마 형과 상의 하의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여+ + . 

수시 요식업소에서 착용중인 유니폼은 앞치마 형이 대부분

이었고 여기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 

나타났다. 

순천시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 2)   

순천시 요식업소 유니폼은 앞치마 형 상의 하의 앞치마 , + +

형 상의 하의 형 상의 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앞치마 형, + , . 

이 곳 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앞치마의 형21 (80.6%) , 

태는 어깨끈 형이 점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길14 (53.8%) , 

이는 무릎길이가 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17 (65.3%) . 

은 점 이 앞 뒷면 전체를 덮는 실루엣이었으며 여16 (61.4%) · , 

밈 방법은 어깨끈 형은 끈과 벨크로 단추를 혼용해서 사용, 

하고 있었고 원피스 형은 단추를 사용하였으며 허리 형은 , 

끈으로 여미는 형태를 보였다 주머니는 모두 부착되어 있었. 

다 색상은 이 점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 Black 13 (49.9%) , 

계열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포인트 컬러를 사용한 R, YR, B

경우도 있었다 일부 . YR계열이 나타난 것은 에 제Figure 5

시된 것처럼 국제정원 박람회의 캐릭터를 활용한 앞치2013 

마를 착용하고 있는 업소가 있기 때문이다 문양은 무문이 . 

점 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문과 식물문도 볼 수 있18 (69.1%)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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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의 앞치마 형을 착용한 업소는 곳 이었고  + + 3 (11.5%) , 

에 제시된 것처럼 셔츠 팬츠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Figure 6 + +

었다 이 중 앞치마는 스퀘어 네크라인의 어깨끈 형이 점. 2

이었고 허리 형은 점 이었다 길이는 모두 (7.7%) , 1 (3.8%) . 

무릎길이였고 폭은 앞 뒷면 절반만 여미는 실루엣 점, · 2

뒷면 전체를 덮는 실루엣 점 이었다 여밈 (7.7%), 1 (3.8%) . 

방법으로 어깨끈 형은 끈과 벨크로 허리 형은 끈을 사용하, 

고 있었고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었다 색상은 이 점, . Black 2

이었고 계열은 점 이었으며 모두 주조색으(7.7%) , YR 1 (3.8%)

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문양은 없었다 함께 착용하고 있는 . 

상의는 곳 모두 폴로셔츠 형태였으며 색상은 계열 계3 , R , RP

열 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팬츠 형태로 색상은 , Black . Black

이었고 문양은 없었다, . 

상의 하의 형을 착용한 업소는 곳 이었고 폴로셔  + 1 (3.8%) , 

츠와 팬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중 상의는 문양이 없는 . 

폴로셔츠 형태였으며 색상은 계열이었다 함께 착용하고 , B . 

있는 하의는 모두 문양이 없는 색상의 팬츠였다Black .

상의 형을 착용한 업소는 곳 으로 폴로셔츠를 착용  1 (3.8%)

하고 있었다 색상은 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R , 

문양은 없었다 아이템 구성 중 상의 앞치마 형은 나타나지 . +

않았다.

이상의 여수와 순천시 요식업 유니폼 유형별 빈도를 정리  

하면 과 같다Figure 6 . 

Figure� 6.� Frequency� of� Restaurant� Uniform� Typ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니폼의 형태는 조사대상 지역   

요식업소 대부분이 지역문화자원의 모티브가 활용되지 않은 

디자인이었다 착용 중인 앞치마의 형태는 어깨끈 형 원피. , 

스 형 허리 형 등이었으며 길이는 무릎길이가 가장 높은 , , 

빈도로 나타났다 폭은 앞 뒷면 전체와 뒷면 절반만 가려지. ·

는 사이즈가 일반적이었다 여밈 방법으로는 끈 벨크로 단. , , 

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머니는 모두 부착되어 있었다, . 

상의 형태는 주로 활동하기 편한 라운드티셔츠와 폴로셔츠

가 많았고 하의는 주로 팬츠 형태로 나타났다 색상은 모든 , . 

지역에서 이 가장 높은 빈도로 Black 나타났고 보조색은 거, 

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양이 없는 단색 유니폼이 주를 이

루었다 간혹 요식업소 로고 혹은 지역 슬로건이 장식되기도 . 

하였으나 이 경우도 일부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요식업 종사자에게는 차별화된 유니폼

을 통해 소속감과 다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 

지역문화자원과 지역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별 요식업 종사자의 유니폼 디자. 

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와 같다Table 2 .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에� 활용할� 지역문화자원� 모티브� �3.�

선호도� � �

요식업 종사자에게 선호하는 지역문화자원 모티브를 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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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ent� Yeosu� &� Suncheon-City� Restaurant� Uniform� Desig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Category Item� Composition Shape Color Pattern

Yeosu-

City

27

Apron type

25(92.5)

-Shoulder-strap type 

16(59.2)

-One-piece type 5(18.5)

-Waist type 4(14.8)

-Black 14(51.8)

-R line 6(22.2)

-PB line 3(11.1)

-Etc. 2(7.4)

-No-pattern 18(66.6)

-Botanical pattern 3(11.1)

-Abstract pattern 2(7.4)

-Geometric pattern 2(7.4)

Top+Apron 

type

1(3.7)

Top
-Round neckline T-shirt 

type 1(3.7)
-R line 1(3.7) -No-pattern 1(3.7)

Apron -Shoulder-strap type 1(3.7) -Black 1(3.7) -No-pattern 1(3.7)

Top type 1(3.7) -Vest-type 1(3.7) -B line 1(3.7) -No-pattern 1(3.7)

Suncheon-

City

26

Apron type

21(80.6)

-Shoulder-strap type 

14(53.8)

-One-piece type 4(15.4)

-Waist type 3(11.5)

-Black 13(49.9)

-R line 3(11.5)

-YR line 3(11.5)

-B line 2(7.7)

-No-pattern 18(69.1)

-Botanical pattern 2(7.7)

-Literal pattern 1(3.8)

Top+Bottoms+

Apron type

3(11.5)

Top -Polo shirt 3(11.5)

-Black 1(3.8)

-R line 1(3.8)

-RP line 1(3.8)

-No-pattern 3(11.5)

Bottoms
-Pants(Skinny pants) 2(7.7)

-Pants(Straight pants)1(3.8)
-Black 3(11.5) -No-pattern 3(11.5)

Apron
-Shoulder-strap type 2(7.7)

-Waist type 1(3.8)

-Black 2(7.7)

-YR line 1(3.8)
-No-pattern 3(11.5)

Top+Bottoms 

type

1(3.8)

Top -Polo shirt 1(3.8) -B line 1(3.8) -No-pattern 1(3.8)

Bottoms
-Pants(Straight pants) 

1(3.8)
-Black 1(3.8) -No-pattern 1(3.8)

Top type 1(3.8) -Polo shirt 1(3.8) -R line 1(3.8) -No-pattern 1(3.8)

원 유형별로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여수시는 문화시설자원, 

인 세계박람회장이 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특22.6% , 

산물자원인 돌산갓이 역사문화자원인 향일암이 21.0%, 

순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문화자원 유형 중에서도 18.3% . 

인공경관자원인 순천만 습지가 로 가장 높았다 다음19.7% . 

으로는 역사문화자원인 낙안읍성이 문화시설자원인 18.5%, 

자연생태관이 로 나타났다 요식업 종사자가 선호하는 18.1% . 

유니폼 디자인 모티브를 정리하면 다음의 과 같다Table 3 .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요식업�유니폼�디자인�개발IV.�

유니폼�디자인�기획1.�

본 장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명소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 현황조사

와 요식업 종사자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유니폼 디자인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였다.

첫째 조사된 요식업소 대부분은 그 지역의 상징성과 문  , 

화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디자인과 단조로운 아이템의 유

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홍. 

보 전략의 방안으로 지역의 상징성이 내포된 문화자원을 접, 

목하여 지역이미지에 부합되는 유니폼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유니폼 트렌드 선도 방안으로 요식업소는 그 지역  , , 

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문화 환경

이다 이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과 지역의 . 

문화자원을 조화롭게 접목한 유니폼을 통해 방문하는 관광

객에게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요식업소의 종사자에게는 ,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셋째 기능성 강화 방안으로 요식업 종사자의 업무를 고  , , 

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착용 편의성을 높인다 예컨대. , 

현재 착용 중인 종사자의 유니폼 디자인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개선하여 업무의 특성과 활동의 편의성을 높인다. 

  넷째 가격의 합리화 방안으로 종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 , 

원활한 수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유니폼 가격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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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ference� of� Restaurant� Employee� for� Uniform� Desig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Cultural� Resource�
type

Area

Historic� Cutural�
Resource

Cultural� Facility� Resource
Artificial� Spectacle�

Resource
Specialty�
Resource

Yeosu-City

Jinnamgwan 12(6.5) World Expo Hall 42(22.6) Odongdo 32(17.2)
Dolsan 

gat 39(21.0)

Hyangilam 34(18.3)
Folk Exhibition Hall 

3(1.6)

National Industrial 

Complex 12(6.5)
Citron 1(0.5)

Total 186(100) Chungminsa 3(1.6)
Weapon Exhibition 

Hall 2(1.1)

Geum-o-do 

Bi-leong-gil 3(1.6)
Seodae 3(1.6)

Suncheon-City

Nag-an eupseong 

44(18.5)

Suncheonman 

Literary Hall 8(3.4)

Suncheon 

Wetland 47(19.7)
Plum 19(8.0)

Songgwangsa 1(0.4)
Nature Ecology 

Center 43(18.1)
National Park 17(7.1) Peach 9(3.8)

Seonamsa 14(5.9)
Christian Missionary 

History Museum 1(0.4)
-

Sweet 

persimmon 

1(0.4)

Dolmen Park 1(0.4) - - Rice 28(11.7)

Total 233(100)
Geomdan sanseong 

0(0.0)
- - -

양한 계층의 요식업계 유통망을 확보하여 지역브랜드 유니

폼의 착용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이, 

미지 구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여  

수 순천지역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은 계절 착용이 가능한 , 3

셔츠 팬츠 앞치마로 구성하여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였고+ + , 

요식업소의 위생적인 면을 반영하여 머리쓰개를 추가하여 

세트로 구성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벌씩 총 벌의 여성복. 4 , 8

용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이 중 전문가 집단 평가에 , 

선정된 벌을 시제품으로 제작하였다 유니폼은 식품위생법 4 . 

시행령 제 조 호인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휴게음식점과 21 8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였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NLIC], 2020).

유니폼�디자인�개발2.�

여수시 유니폼 디자인1) 

여수시 유니폼은 화려한 밤바다 로 디‘Colorful Night Sea( )’

자인 컨셉을 설정하였다 이는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 2012 

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유니폼 디자인은 문화시설자원인 세계박람회장의 심. 

벌과 물과 빛의 축제인 빅오쇼 특산물자원인(Big-O Show), 

돌산갓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여수시의 요식업 유니폼을 디

자인하였다. 

여수시의 아이템별 디자인 요소는 다음 에 제시하  Table 4

였다. 

여수시 유니폼 은 여수시의 문화자원 중 문화시  Design Ⅰ

설자원인 세계박람회장의 심벌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

다 디자인 아이템은 와이셔츠 스트레이트 팬츠. , (straight 

허리형 앞치마 볼캡으로 구성하여 캐쥬얼 스타일로 pants), ,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와 면 스판덱스를 사용하였으며 . T/C

색상은 주조색으로 계열 를 사용하였다 문양은 Blue / White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체크패턴을 활용하였고 액세서리는 , 

볼캡으로 디자인하였다. 

여수시 유니폼 는 여수시의 특산물자원인 돌산  Design Ⅱ

갓의 꽃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아이템은 라. 

운드네크라인의 티셔츠 스트레이트 팬츠 어깨끈형 앞치마, , , 

머리수건으로 구성하여 스포티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소재. 

는 환편 니트와 폴리에스터 스판덱스를 사용하였다T/C, . 

색상은 설문조사 을 주조색으로 활용하였고 돌산갓 꽃Black , 

의 계열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문양은 돌산갓의 Yellow . 

꽃을 자수로 활용하였고 액세서리는 머리수건으로 유니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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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ign� Elements� of� Uniform� Design� Items� in� Yeosu-City

Design Item Motive Material Color

Design Ⅰ

-Y-shirt

-Straight pants

-Waist apron

-Ball cap

Cultural Resource

-T/C 

-Cotton spandex

-Blue line

-White

-World Expo Hall

Design Ⅱ

-T-shirt

-Straight pants

-Shoulder-strap-type apron

-Hood

-Dolsan Gat

-Knit

-T/C

-Polyester spandex

-Yellow line

-Black

Design Ⅲ�

-T-shirt

-Straight pants

-One piece-type apron

-Hood

-World Expo Hall 

-Polyester

-T/C 

-Cotton spandex

-Blue line

-Green line

Design Ⅳ�

-T-shirt

-Straight pants

-Jacket-type apron

-Fedora

-World Expo Hall

-Knit

-T/C 

-Cotton spandex

-Black

-White

통일감을 주었다.

여수시 유니폼 는 여수시의 문화시설자원인 세  Design Ⅲ

계박람회장의 빅오쇼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 

아이템은 간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종사자들을 고려하여 라

운드네크라인의 블라우스 스트레이트 팬츠 원피스형 앞치, , 

마 머리수건으로 구성하여 모던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소, . 

재는 폴리에스터와 면 스판덱스를 사용하였고 색상은 T/C, , 

세계박람회장의 상징색인 계열을 주조색으로 활용하였Blue 

고 계열은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문양은 모티브인 , Green . 

세계박람회장의 빅오쇼의 빛을 형상화한 문양을 레이저컷팅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액세서리는 머리수건으로 블라우스와 . 

동일한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여수시 유니폼 는 여수시의 문화시설자원인 세  Design Ⅳ

계박람회장의 심벌과 밤바다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아이템은 라운드네크라인의 티셔츠 스트레이트 팬, 

츠 재킷형 앞치마 모자의 구성으로 모던 스타일로 디자인, , 

하였다 소재는 환편 니트와 면 스판덱스를 사용하였. T/C, 

다 색상은 여수시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 Black/ 

를 주조색으로 활용하였고 세계박람회장의 상징색인 White , 

계열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였다 문양Red, Green, Blue . 

은 무문으로 디자인하였다 액세서리는 앞치마의 모던함과. 

어울리는 페도라 를 추가하여 여수시의 현대적인 이(pedora)

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여수시 유니폼 디자인은 다음 에 제시하였  Table 5

다.

순천시 유니폼 디자인2) 

순천시 요식업 유니폼은 전원 속 풍‘A Rural Landscape(

경 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였다 이는 낙안읍성의 자연스)’ . 

러운 초가지붕의 능선과 자연이 어우러진 순천시의 이미지

를 전원풍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유니폼 디자인은 역사. 

문화자원인 낙안읍성과 인공경관자원인 순천만 습지의 갈대

밭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생태도시 순천시의 요식업 유니폼

을 디자인하였다. 

아이템별 디자인 요소는 다음 에 제시하였다  Table 6 . 

순천시 유니폼 은 순천시 문화자원 중 역사문화  DesignⅠ

자원인 낙안읍성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아. 

이템은 블라우스 스트레이트 팬츠 허리형 앞치마 머리수, , , 

건으로 구성하여 에스닉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리. 

오셀과 를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낙안읍성의 초가지붕의 T/C

색을 연상시키는 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Brown , 

계열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문양은 낙안읍성 심Yel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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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taurant� Uniform� Design� for� Yeosu-City� �

Design�Ⅰ Design� Ⅱ Design�Ⅲ Design� Ⅳ

Figure� 7.�
Yeosu-City� Design� Ⅰ
(drawn by authors)

Figure� 8.
Yeosu-City� Design� Ⅱ�
(drawn by authors)

Figure� 9.
Yeosu-City� Design�Ⅲ
(drawn by authors)

Figure� 10.
Yeosu-City� Design� Ⅳ
(drawn by authors)

Schematization� Ⅰ Schematization�Ⅱ Schematization� Ⅲ Schematization�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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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ign� Elements� of� Uniform� Design� Items� in� Suncheon-City

Design Item Motive Material Color

Design Ⅰ

-Blouse

-Straight pants

-Waist type apron

-Hood

Cultural Resource

-Lyocell

-T/C 

-Brown line

-Yellow line

-Nag-an Eupseong

Design Ⅱ

-T-shirt

-Wide pants

-Waist type apron

-Hood

-Nag-an Eupseong

-Suncheon Bay

-Knit

-T/C 

-Polyester

-Brown line

-White

Design Ⅲ

-T-shirt

-Bermuda pants

-Shoulder-strap type apron

-Beret

-Suncheon Bay

-Knit

-T/C 

-Polyester spandex

-Brown line

-White

Design Ⅳ

-T-shirt

-Straight pants

-Waist type apron

-Fedora

-Suncheon Bay

-Knit

-T/C 

-Cotton spandex

-Polyester

-Brown line

벌을 사방패턴으로 전개하여 프린팅하였다 액세서리는 . 

계열의 머리수건으로 문양 역시 낙안읍성의 심벌을 Brown , 

사방전개로 패턴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순천시 유니폼 는 순천시 문화자원 중 역사문화  Design Ⅱ

자원인 낙안읍성과 인공경관자원인 순천만 습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아이템은 티셔츠 와이드 팬츠. , , 

허리형 앞치마 머리수건으로 구성하여 모던 스타일로 디자, 

인하였다 소재는 환편 니트와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였. T/C, 

으며 색상은 주조색으로 순천만 습지의 갈대 색과 Brown 

계열 를 사용하였고 보조색으로 계열을 사용, White , Yellow 

하였다 문양은 낙안읍성 심벌을 패턴화하여 디자인하였다. . 

액세서리는 계열의 머리수건으로 사선 문양을 가장Brown , 

자리에 배치하여 네크라인의 버튼홀 스티치와 조화를 이루

도록 디자인하였다.

순천시 유니폼 는 순천시 문화자원 중 인공경관  Design Ⅲ

자원인 순천만 습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 

아이템은 티셔츠 버뮤다 팬츠 어깨끈형 , (bermuda pants), 

앞치마 베레모 로 구성하여 캐쥬얼 스타일로 디자인하, (beret)

였다 소재는 환편 니트와 폴리에스터 스판덱스를 사. T/C, 

용하였으며 색상은 주조색으로 계열을 보조White/Brown , 

색은 계열 계열을 사용하였다 문양은Black, Yellow , Red . 

순천만 습지의 캐릭터를 자수로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액. 

세서리는 계열의 베레모로 간결한 디자인의 앞치마Brown , 

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순천시 유니폼 는 순천시 문화자원 중 인공경관  Design Ⅳ

자원인 순천만 습지의 갈대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아이템은 티셔츠 스트레이트 팬츠 허리형 앞치마, , , 

페도라로 구성하여 모던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환. 

편 니트와 면 스판덱스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였고 색T/C, , , 

상은 주조색으로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문양은 무문Brown 

으로 디자인하였다 액세서리는 계열의 페도라를 추. Brown 

가하여 생태도시 순천시를 모던한 이미지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순천시 유니폼 디자인은 다음 에 제시하였  Table 7

다. 

유니폼�시제품�제작3.�

최종 완성된 벌의 디자인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전8

문가 집단 인의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5 . 

평가항목은 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수립한 네 가지의 항목인 

지역홍보성 유니폼 트렌드성 기능성 가격의 합리성을 중, , , 

점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시제품 제작은 지역 별 벌 총 .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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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taurant� Uniform� Design� for� Suncheon-City

Design�Ⅰ Design� Ⅱ Design�Ⅲ Design� Ⅳ

Figure� 11.�
Suncheon-City� Design� Ⅰ

(drawn by authors) �

Figure� 12.�
Suncheon-City� Design� Ⅱ

(drawn by authors) 

Figure� 13.
Suncheon-City� Design�Ⅲ

(drawn by authors) 

Figure� 14.
Suncheon-City� Design� Ⅳ

(draw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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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sign� Evaluation� Results

Category Symbolism Functionality Aesthetic Economy�
Evaluation�
Result

Yeosu-

City

Design Ⅰ 1 1 2 1 5

Design Ⅱ 2 1 2 2 7

Design Ⅲ 2 2 1 2 7

Design Ⅳ · 1 · · 1

Suncheon-City

Design Ⅰ 3 2 2 · 7

Design Ⅱ 1 2 · · 3

Design Ⅲ 1 1 3 5 10

Design Ⅳ · · · · 0

벌의 유니폼 디자인을 선정하여 벌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4 . 

벌의 유니폼에 대한 디자인 평가 결과는 다음 과   8 Table 8

같고 최종 제작된 시제품은 에 제시하였다, Table 9 . 

결론V.�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와 문화가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

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

의 발굴과 육성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 문화자원을 활용한 산업은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디자

인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전통. 음

식을 찾는 관광객 수요의 증가로 요식업 종사자의 유니폼은 

시각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 기름진 평야와 바다를 끼고 있

는 여수 순천시는, 음식재료와 먹거리가 풍부하여 자연스럽 

게 음식문화가 발달하였고 남도음식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를 , 

개최하여 여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통해 지역을 알리

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수 순천시의 . , 

음식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본 후, 

요식업 유니폼 현황조사와 문화자원의 인식조사 자료를 토

대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요식업 종사자의 유니폼 디자 

인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식업 종사자의 유니폼 디  . 

자인 현황조사를 현장방문을 통해 두 지역 개 업소 총 30 , 

곳을 분석한 결과 유니폼 착용사례는 건 미착용 사례60 , 53 , 

는 건으로 유니폼 착용 사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유7 . 

니폼 형태는 상 하의 형태보다는 간편한 앞치마가 일반적이·

었으며 문양이 없는 단색의 단순한 디자인이 대부분으로 나, 

타났다 또한 유니폼 디자인에는 지역의 이미지 특성 혹은 . ,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 

지역 대표적인 문화자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수시는 향, 

일암 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돌산갓 순천시는 낙안읍성 자, , , , , 

연 생태관 순천만 습지 순천 쌀로 나타났다, , . 

이상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요식업 유니폼 디자인  

에 나타난 개선점을 파악한 결과 지역문화자원의 상징성과 , 

심미성 요식업 종사자의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기능적인 유, 

니폼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점. 

을 토대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

기 위해 홍보 전략 방안 유니폼 트렌드 선도 방안 기능성  , , 

강화 방안 가격 합리화 방안의 네 가지 개발 전략을 도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기획 전개 개발 디자인 평, , , , 

가 시제품 제작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유니폼 디자인은 간, .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종사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아이템

을 셔츠 팬츠 앞치마로 구성하였고 이를 각 벌씩 총 , , , 4 , 8

벌의 여성용 유니폼을 디자인하였다 이후 패션디자인 전문. 

가 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러5 , 

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역별 벌씩 총 벌2 10

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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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Yeosu� &� Suncheon-City� Restaurant� Uniform� Samples

Prototype�Ⅰ Prototype� Ⅱ

Yeosu-

City

Front Back Front Back

Figure� 15.
Yeosu-City�
Prototype� Ⅰ

(made by authors) 

Figure� 16.
Yeosu-City�
Prototype�Ⅰ

(made by authors) 

Figure� 17.
Yeosu-City�
Prototype�Ⅱ

(made by authors) 

Figure� 18.
Yeosu-City�
Prototype�Ⅱ

(made by authors) 

Suncheon-City

Figure� 19.�
Suncheon-City
Prototype� Ⅰ

(made by authors) 

Figure� 20.�
Suncheon-City
Prototype�Ⅰ

(made by authors) 

Figure� 21.�
Suncheon-City
Prototype�Ⅱ

(made by authors) 

Figure� 22.
Suncheon-City
Prototype�Ⅱ

(made by authors) �

여수와 순천시의 유니폼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  . 

수시 유니폼 디자인 컨셉은 화려한 밤바다 로 설정하여 해‘ ’ , 

양관광도시인 여수시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디자인 모티브. 

는 문화시설자원인 세계박람회장과 특산물자원인 돌산갓을 

활용하였다 특히 역동적인 바다의 이미지를 유니폼에 반영. 

하여 젊은 분위기로 모던하게 디자인하였다 아이템은 상의. 

는 티셔츠와 와이셔츠 하의는 팬츠 그리고 앞치마로 구성, , 

하였고 소재는 요식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환편 니트, , 

스판덱스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소재에서 기능성과 T/C, , 

실용성을 부가하였다 색상은 모티브인 세계박람회의 심볼 . 

색 돌산갓 꽃의 색 및 계열을 주조색, Black/White/Blue , 

계열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문양은 Yellow/Green/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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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체크를 사용하였다.

순천시 유니폼 디자인 컨셉은 전원 속 풍경 으로 설정하  ‘ ’

여 자연과 어우러진 순천시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디자인 . 

모티브는 역사문화자원인 낙안읍성과 인공경관자원인 순천

만 습지를 활용하였다 유니폼 디자인은 텍스타일 프린팅과 . 

자수를 활용하여 전통적이고 모던하게 디자인하였다 아이템. 

은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상의는 티셔츠와 블라우스 하의는 , 

팬츠 그리고 앞치마로 구성하였다 소재는 환편 니트. , T/C,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리오셀을 사용하여 소재에서 기능성, , 

과 실용성을 부가하였다 색상은 낙안읍성의 초가지붕 순천. , 

만 갈대 계열을 주조색, White/Brown , Black/Yellow/Red 

계열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고 문양은 낙안읍성의 심볼과 , 

순천만 습지 순천만 국가정원의 캐릭터를 자수로 활용하였,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조사된 요식업 유니폼  

은 차별화 되지 않은 디자인의 한계와 기능성의 저하 지역, 

의 상징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유니폼 디자인 . 

개발 시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징성 업종의 특, 

수성에 따른 기능성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심미적인 디자, 

인 세탁 견뢰도가 우수한 소재의 사용으로 경제성이 반영된 ,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의 대표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디자인

에 텍스타일 프린팅 자수 레이저 컷팅 등 다양한 기법을 , , 

활용하였으며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기, 

능성과 실용성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심미성은 지, 

역별 연상이미지를 바탕으로 최근의 패션 트렌드를 부가하

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해양관광도시 여수 순천지역의 문화자원을 기초로 한 유  , 

니폼 디자인은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시각적인 즐거움

과 쾌적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유니폼 디자인을 통해 지역이. 

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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