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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pplication method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Uniforms. 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uniforms currently at home and abroad, and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uniforms that promoted the Korean image. Study results have 
shown that a variety of Korean uniform design have been developed through contests, design 
research. Even though these designs are being sold, its use has been limited. The most popular 
uniforms worn in Korean restaurants do not reflect the latest fashion trend. In order to utilize 
and globalize Korean uniform design, following steps need to be taken: first, the communication 
between uniform designers, researchers developing the Korean uniform design and uniform users 
needs to exist. Second, Korean uniforms should be utilized in more diverse and effective areas to 
better promote the Korean image. Third, a platform that has access to a design database needs 
to be produced to utilize the already developed designs and pay roy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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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한복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방문한 외

국인들이 가장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터 한복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많은 선

행연구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접

하게 되는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한국적인 이미

지로 디자인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

리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Kang(2008)은 항공

승무원의 한복을 응용한 유니폼 착용은 국내 및

해외 승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

끼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며, 현

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복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Min(2011)은 승무원의 유니폼은 서비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승객들에게 보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

문에 각 항공사를 대표하는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승무원의 유니폼

은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세계에 그 문화

를 전파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였

다. Jung, Park, & Min(2012) 또한 항공사 승무

원의 이미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첫 인상이라 볼 수 있기에 국가 이미

지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때문에 우

리민족 고유의 전통이미지가 항공사 유니폼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

이 여러 연구자들은 항공사 유니폼을 한국의 이미

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 여겼으며, 항공사 유니폼뿐만 아니라 Kim

(2008) 또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

리고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니폼 디자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한복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유니폼을 통해 한복

을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 현황 조사 및 디자인 개발에만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이에 현재 한국적 유니폼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의 세

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유

니폼을 중심으로 현재 국내와 해외에서 한국적 유

니폼의 디자인 개발 현황과, 실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적 유니폼의 발전 가능한

부분과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적 유니폼의 세계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문제와 방법
현재 다양한 연구와 공모전, 프로젝트 등을 통

해 유니폼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니폼이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려면 이러한 연구와 개발이 단지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개발과 활용이 상호 보완하며 영향을 주고받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유니폼

의 디자인 개발 현황과 실제 활용되고 있는 현황

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의 유형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유니폼의 유형이 일치하

는가. 둘째,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에 나타

난 한국적 요소와 실제 활용되는 한국적 유니폼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가 일치하는가. 셋째,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과 실제 활용되는 한국적 유

니폼의 비교 분석에 따른 한국적 유니폼 활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

와 유니폼에 대해 정의하고 유니폼의 유형을 정리

한다. 그리고 공모전과 연구논문, 관련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쇼핑몰, 호텔, 식당, 항공사 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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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

인 개발 현황과 실제 활용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이들 각 유니폼의 유형과 디자인 요소의 빈도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한국적 유니폼 활용의 문제점을

밝히고, 한복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국적 유니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의 현황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관련 공모전 출품작 중에 입상 이상

의 작품들과 관련 연구논문에서 디자인 제시 및

개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각

공모전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이미지 자료와 입상작

패션쇼 영상에서 작품의 전신 이미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논문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은 개별

아이템이 아닌 풀 착장을 하나의 작품으로 카운트

하였다. 그리고 공모전과 논문 외에도 기타 관련

프로젝트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된 작품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총 102작품을 분석하였다.

실제 활용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

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과 실제 사용된 한국적 유

니폼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사이트

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 사례는 검색엔

진에 ‘유니폼’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되는 유니폼

판매 사이트 중에 메디컬 유니폼 전문 업체 등 한

국적 유니폼이 전혀 없는 사이트를 제외한 상위 5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자료와, (사)한국유니폼

협회에 올라와 있는 오프라인 유니폼 업체 중에

한국적 유니폼이 전혀 없는 업체 외의 서울시 소

재 업체 5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매장에서 제시하

는 카탈로그의 유니폼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제 사용된 한국적 유니폼은 국제 행사에서 사용

되었던 유니폼 이미지를 관련 기사 및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그 외에 호텔, 항공사, 관광명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니폼의 이미지는 인터넷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총 114개의 유니폼

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적 이미지
한국적 이미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받는

느낌, 즉 심상, 영상, 인상을 뜻하는 것으로 그 범

위와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Eum

& Yoo,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정

의를 살펴보았다. Cha & Na(2014)는 한국적 이

미지는 한국만의 고유역사 속에 묻어나는 여러 가

지 선이나 색, 전통 사물들을 포함한 문화적, 전통

적인 부분이 중심이 된다고 하였고, Hwang &

Ha(2010)는 이러한 한국적 이미지는 색, 소재, 문

양 등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

다. Lee & Lee(2001)는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선

행연구와 국가적 행사, 기업, 관광 특산품에서 활

용한 한국적 이미지, 패션에서 활용한 한국적 이

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적 이미지란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써 한복의 소재, 형태, 색

깔, 한글, 전통문양 등이 혼재되어 있는 국가 이미

지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Lee(2000)는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 패션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인

의 감정과 정서 속에 녹아있는 내재적 요소들을

끌어내어 한국적 조형감각으로 현대 복식에 한국

적 이미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식에서의 한

국적 이미지는 어느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함께 존재해 온,

한복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한국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

체적으로 복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즉, 형태, 소

재, 색채, 문양 등을 통해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니폼 디자인

에 나타나는 한국적 이미지를 한복의 형태, 소재,

색채, 문양과 기타 요소들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복의 형태란 한복의 외형을 구성

하는 깃, 고름, 동정, 배래선, 치마 등과 같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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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며, 한복의 소재는 모시, 삼베, 사, 단, 주

와 같은 전통소재를 기준으로 한다. 색채는 오방

색, 백의 등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가 드러나는 색

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조각보, 색동과

같은 한국 특유의 배색도 포함하였다. 문양은 동

물문, 식물문, 문자문, 기하문과 같은 전통문양뿐

만 아니라 한국적인 아이템을 패턴화하여 문양으

로 사용한 사례도 포함하였다. 기타에는 한복과

함께 착용되는 비녀, 노리개 등의 장신구와 전통

매듭, 누빔 같은 바느질 기법 등이 속한다.

2. 유니폼의 정의와 유형
유니폼(uniform)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

진 일정 양식의 복장을 의미하며, uniform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unus(하나의)와 forma(형태, 형)

에서 생긴 합성어로서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리

킨다.(‘uniform’, n.d.) 유니폼은 일반 의복과 달리

착용 상황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특정한 목적을

두고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기능과

역할 등을 가진다.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며,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신분을 표시

하거나 속한 단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유니폼에는 군복, 교복, 기업의 업무복 뿐

만 아니라 특정 단체가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모두 유니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정리

한 바와 같이 복식에서의 한국적 이미지는 한복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라

고 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복식을 구성하는 요

소를 통해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유니폼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적 유니폼이란 한복의 형태,

소재, 색채, 문양 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한

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니폼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미지 전파 및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한

국적 유니폼 디자인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

이므로 다양한 범위의 유니폼 유형 중에서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유형의 유

니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유니폼의 유형에 대하여 Na(2012)는 유니폼의

착용목적에 따라 서비스직의 유니폼, 사무직의 유

니폼, 생산직의 유니폼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

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직 유니폼이라 사료되며, 그 중에서도 한국적 이

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 및 관광하

는 외국인 혹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들이 쉽게

접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표

적으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이 있는데, 때문에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

아나항공은 한국적인 색감 및 이미지를 활용한 유

니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KTX와 같은 기

차 승무원의 유니폼이나 호텔 직원의 유니폼 또한

한국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유니폼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고궁 등의 문화해설사 유니폼 역시 그

에 효과적인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유니폼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교통 서비스 직종 유니폼으로 가장 처음에 언

급했던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기차 승무원 유니

폼, 버스 기사, 지하철 역무원, 택시 기사 등의 유

니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숙박 서비스 직종 유

니폼으로 호텔 직원 유니폼 등이 있다. 셋째, 요식

업 서비스 직종 유니폼이다. 음식은 한 나라의 문

화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이

러한 음식과 복식을 연관 지어 활용하는 것은 무

엇보다도 효과적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 유

니폼이다. 고궁, 박물관, 쇼핑거리 등 대다수의 사

람들이 방문하고 관심을 가지는 장소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적 이미

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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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해설사의 유니폼, 큐레이터의 유니폼, 관광 가이드

의 유니폼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곳곳에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마주치고 자주 접하게 되는 근무자

들의 유니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의 유니폼이나 경비원의 유니폼 등은

사람들이 큰 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만큼

한국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네 가지 분야에 포

함되지 않는 직종의 유니폼이 있다. 예를 들어 올

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행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유니폼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분야의 유니폼은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지닌 유니폼으로써 본 연구에서

는 한국적 유니폼을 세계화기 위하여 이들 유니폼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1.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 개발과 활용 현황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공모

전이나 연구 논문 등을 통한 디자인 개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한국적 유니폼 디

자인이 개발되는 사례는 2008 한복사랑 페스티벌,

2009 온누리 한복 디자인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한복디자인 공모전(Hanbok Advancement

Center [HAC], n.d.) 등에서 한복을 활용한 유니

폼 디자인을 공모한 사례와, 2014년의 한국 유니

폼디자인 공모전과 같이 유니폼 공모전의 공모 주

제가 한국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이러

한 공모전을 통해 한국적 유니폼이 다양하게 개발

되었다. 다만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낸 유니폼 공

모전은 해당 년도의 주제 설정으로 인한 한시적인

공모로, 한국적 유니폼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꾸

준히 주최되는 공모전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

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Kang, 2008; Shim & Kang, 2009; Min, 2011;

Jung et al., 2012; Jin & Lee, 2003), 한식당 유

니폼(Lim, 2005; Kim & Kang, 2004), 박물관 유

니폼(Kim, 2008), 스포츠 유니폼(Kim &Park, 2002;

Park, 2013), 호텔 종업원 유니폼(Baek, 2000) 등

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 연구

사례가 있다.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과 실

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 총 216

개를 수집하여 각 유니폼 유형의 빈도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제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복을 활용한 디

자인의 유니폼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2011

대구 세계육상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

내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에서도 한국적 유니폼의

사용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호텔, 항공사, 교

복, 고궁 문화해설사와 같은 관공서 등에서도 한

Types of Uniform

Design Developed Korean

Uniform
Used Korean Uniform

N % N %

Traffic Business 41 40.2 2 1.8

Lodging Business 4 3.9 3 2.6

Restaurant Business 30 29.4 85 74.6

Tourism Business 25 24.5 3 2.6

Other Business(Ceremony etc.) 2 2 21 18.4

Total 102 100 114 100

<Table 1>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Design Development and use of Korean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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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유니폼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된 유니

폼의 유형은 40% 이상이 교통 서비스 직종에 치

중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항공사 승무원 유니

폼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개발된 유

형은 29.4%로 나타난 요식업 서비스 직종 즉 한

식당에서 착용되는 유니폼이었으며, 이어서 궁궐

안내원, 박물관 유니폼과 같은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의 유니폼 개발이 24.5%로 많았다.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은

74.6%의 높은 비율로 요식업 서비스 직종 즉, 대

부분 한식당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는 18.4%가 국제행사의 의전 유니폼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외에 교통 서비스 직종, 숙박 서비스

직종,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의 유니폼은 각각

1.8%, 2.6%, 2.6%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유니폼 디자인의 한국적 요소 활용 현황
관련 공모전 및 연구 논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과 실제 현장에서 판매 및

활용되는 한국적 유니폼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

Korean Factor used Uniform

Design

Design Developed Korean Uniform Used Korean Uniform

N % N %

Color 38 37.3 28 24.6

Material 31 30.4 33 28.9

Shape

Git

62

30

60.8

41.7

106

86

93

75.4

Goreum 14 19.4 17 14.9

Dongjeong 1 1.4 5 4.4

Baerae 3 4.2 21 18.4

Ggeutdong 4 5.6 34 29.8

Seop 2 2.8 16 14

Chima 14 19.4 48 42.1

Gyeotmagi 1 1.4 11 9.6

Durumagi 1 1.4 0 0

Cheolic 1 1.4 0 0

Bangryeongpo 4 5.6 0 0

Acjurumpo 1 1.4 0 0

Dangui 11 15.3 3 2.6

Baeja 3 4.2 2 1.8

Seon(襈) 1 1.4 1 0.9

Belt(帶) 0 0 4 3.5

Beoseon 1 1.4 0 0

Pocket 1 1.4 0 0

Baji 0 0 1 0.9

Pattern 41 40.2 43 37.7

Others 9 8.8 29 25.4

Total 181 177.5 239 209.6

<Table 2>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Korean Factor on Unifor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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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색채, 소재, 형태, 문양, 기타 요소로 나누어 분

석하였고, 그 중에서도 형태적 요소를 각 유니폼

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그 빈도수와

활용 비율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니폼 하나 당 활용된 한국적 요소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중복하여 활용한 경우가 많

아, 한국적 요소의 활용 빈도수의 총합은 분석한

유니폼의 전체 개수보다 큰 값을 가진다.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에서 60.8%의 비

율로 활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요소는 형태

였다. 형태는 깃, 고름, 동정, 끝동 등 총 17가지의

요소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Fig. 1>과 같이

깃을 활용한 디자인이 가장 많았고, <Fig. 2, 3>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철릭, 당의, 배자,

액주름, 버선과 같은 다양한 한복의 종류가 활용

되었다.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에서 활용된

한국적 요소 중 세부적인 형태적 요소는 깃, 고름,

치마, 당의를 활용한 비율이 각각 41.7%, 19.4%,

19.4%, 15.3%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그 외에도

동정, 배래, 끝동, 섶, 곁마기, 두루마기, 철릭, 방

령포, 액주름포, 배자, 선(襈), 버선, 복주머니 등

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디자인 개발된 유니폼에

활용된 한국적 요소 중에서 문양과 색채도 각각

40.2%와 37.3%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

데, 색채는 주로 색동이 많이 활용되었다. 한복의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은 30.4%로 양단이나 모시

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유니폼이라는 특성 상 착용

과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현대적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이 많아 한국적 소재의 활용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기타로는 노리개, 누빔 기법, 매듭단추, 잣

물림 장식 등이 유니폼 디자인에 활용되었다.

실제 활용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는 한복의 형태적 요소를 활용한 비

율이 93%로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도 <Fig. 4,

5>와 같이 깃이나 끝동 등의 저고리 형태를 활용

한 디자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Fig. 6>의

유니폼에서 고름에 색동을 활용한 것과 같이 색채

적 요소나 문양이 활용된 디자인이 많았다. 또한

<Fig. 7>과 같이 국제행사에서 사용된 의전 유니

폼은 보다 한국적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한복의 형태뿐만 아니라 소재까지도 그대로 사용

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실제 활용되고 있는

<Fig. 1> Design Developed

Korean Uniform

(2009 Hanboksarang

Festival, 2009)

<Fig. 2> Design Developed

Korean Uniform

(Kim, 2009)

<Fig. 3> Design Developed

Korean Uniform

(Kim, 2011)

<Fig. 4> Korean

Restaurant Uniform

(Hanbok Uniform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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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유니폼에 활용된 한국적 형태 요소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깃, 치마, 끝동, 배래, 고름,

섶 등의 요소들이 각각 75.4%, 42.1%, 29.8%,

18.4%, 14.9%, 14%의 비율로 비교적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동정, 곁마기, 당의, 배자, 선

(襈), 대(帶), 바지 등 총 13 가지의 요소가 활용

되었다.

3. 한국적 유니폼 활용의 문제점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의 개발 및 활용 현황과

각 유니폼 디자인의 한국적 요소 활용 현황을 조

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적 유니폼 활용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공모전이나 연구 논

문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 된 유니폼의 유형은 교

통, 숙박, 요식업,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 그리고

기타 직종의 유니폼 등이 있으며 그 중 교통 서비

스 직종의 유니폼 개발 비율이 40.2%로 가장 높

지만 요식업 서비스와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의 유

니폼 개발 비율도 각각 29.4%와 24.5%로 높은 편

이다. 하지만 실제 활용되는 한국적 유니폼의 유

형은 요식업 서비스 직종의 비율이 74.6%로, 그

다음으로 높은 기타 직종의 18.4%에 비해서도 4

배 이상의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한국

적 유니폼의 디자인 개발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

용되는 유형과는 무관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반대

로 현장에서는 개발되는 유니폼 유형에 비해 일부

에 불과한 분야에서만 한국적 유니폼이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된 한국적 유니폼에 나타난 한국

적인 요소는 색채, 소재, 형태, 문양 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실제 활용되

는 한국적 유니폼도 색채, 소재, 문양, 기타 요소

가 2~30%의 비슷한 비율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

데, 그 중에서도 형태적인 요소의 활용 비율이

92.9%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거의 모든 디자인에

서 한복의 형태적 요소가 활용되었다. 한국적 유

니폼 디자인에 활용된 요소 가운데 구체적인 형태

적 요소 활용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에 활용된 형태적 요소는

깃, 고름, 치마, 당의 등이 많이 활용되었고 그 외

에 동정, 배래, 끝동, 섶, 곁마기와 같은 저고리의

형태적 요소뿐만 아니라 두루마기, 철릭, 방령포,

액주름포 등의 다양한 남성 포류와 배자, 선(襈),

<Fig. 5> Cultural

Tourism Interpreter

Uniform

(Park, 2016)

<Fig. 6> Cultural Tourism

Interpreter Uniform

(Photography by

Researcher)

<Fig. 7> 2014 Incheon Asian

Game Award Guide Uniform

(S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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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선, 복주머니 등까지 총 17가지의 다양한 한복

의 형태적 요소가 활용되었다. 반면 실제 활용되

는 한국적 유니폼에 활용된 형태적 요소의 종류는

총 13가지로, 디자인 개발된 유니폼에 활용된 요

소에 비해 형태적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며, 활용

된 요소 또한 깃, 고름, 동정, 배래, 끝동, 섶 등

저고리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이 높아, 디자인

개발된 유니폼에는 두루마기, 철릭, 방령포, 액주

름포 등 포류까지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것에 비

해 한국적 요소의 활용 및 그 디자인이 제한적이

라고 볼 수 있다.

Ⅳ. 한국적 유니폼의 문제점과
세계화를 위한 활용 방안

앞서 분석한 한국적 유니폼의 개발과 실제 활

용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 개발되고 활용되는

유니폼의 유형이 서로 다르고, 각 유니폼 디자인

에 나타나는 한국적 요소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 개발과 실제 활용에 간과

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적 유

니폼을 세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고

찰하였다.

1. 연구와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의 개발 현황과 실제 활

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자인 개발된 유

니폼의 유형은 교통 서비스 직종, 요식업 서비스

직종,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 등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개발된 것에 비하여 실제 활용되는

유니폼은 요식업 서비스 직종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니폼의 디자인 또한 철릭, 당의,

배자, 액주름, 버선 등의 한복의 다양한 형태적 요

소와 노리개, 누빔 기법, 매듭단추, 잣물림 장식과

같이 다양한 기법과 장식들이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에 활용되었는데, 정작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유

니폼의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깃, 고름, 치마 실루

엣과 같이 저고리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한 비

교적 식상한 요소들이 활용된 디자인이 대다수였

다. <Fig. 8>은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한식당에

서 2001년도에 촬영된 사진이다. 이를 현재 온라

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Fig. 9>의 유니폼과 비교

하여 보면, 15년 전 해외에 있는 한식당에서 사용

되었던 유니폼과 현재 국내 온라인 유니폼 사이트

에서 판매되는 유니폼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큰 차

이나 발전이 없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

마다 디자인 개발되는 한국적 유니폼과는 별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은 십

년이 넘도록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한

국적 유니폼의 디자인 개발과 활용이 일치하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을 세계화하기 위

해서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연구진과 실제로 유니

폼을 사용하는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2. 한국적 유니폼 활용 분야 확장
현재 한국적 유니폼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유형을 분석한 결과 75% 이상이 요식업 서비스

직종에서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요식업 서비스 직종만이 아니라 교통 서비

스 직종과 관광명소 서비스 직종의 유니폼까지 다

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 개

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 유

니폼이 요식업이라는 한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Fig. 10, 11>은

방콕의 호텔과 스파의 유니폼인데, 태국에서는 이

처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이미지의 유

니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적 유니폼을

개발한 여러 선행연구와 공모전, 프로젝트의 의도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복을 세계화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태국의 사례와

같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서부터 호텔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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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의 유니폼까지 신분과 장소를 망라하는 유

니폼 유형의 다양화와 실제 활용 분야 확장의 필

요성이 대두된다.

3. 디자인 DB개발 및 활용
현재 국내에서는 공모전과 연구논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들은 체

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만큼 현대적이

면서도 한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디

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

용되는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인은 개발된 디자인

에 비해 단조롭고, 판매되는 유니폼 간에 서로 유

사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발된 디자인

이 그저 디자인 개발에만 그치며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디자

<Fig. 8> Korean

Restaurant Uniform in LA

(Restaurant employee’s

Uniform Wind, 2001)

<Fig. 9> Korean

Restaurant Uniform

(Hanbok Uniformm

n.d.)

<Fig. 10> Hotel Uniform

in Thailand

(Dusit Thai, 2016)

<Fig. 11> Spa

Uniform in Thailand

(Thai Uniform that

make Fashion, n.d.)

<Fig. 12> Culture Contents .com

(Culturecontent.com, n.d.)

<Fig. 13>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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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개발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자인과 유니폼 활용 현장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Fig.

12>의 문화콘텐츠닷컴이나 <Fig. 13>의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사이트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발된 한국적 유니폼의 디자

인을 업로드 해두고, 사용자들은 원하는 디자인의

한국적 유니폼의 이미지와 패턴 등을 적절한 디자

인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다양한

한국적 요소가 활용된 독창적인 디자인의 유니폼

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Ⅴ. 결론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한복을 세계화

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유니폼을 통해 한복을 보

다 친근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

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적인 유니폼의 디자

인 현황 조사 및 디자인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홍

보할 수 있는 유니폼을 중심으로 현재 국내와 해

외에서 한국적인 유니폼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

는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적인 유니폼의 발전 가능

한 부분과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최근 10년간의 한복 및 유니폼 관련

공모전의 입상 이상의 작품과 디자인 개발 논문에

서 제시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현재 판매되는 것과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니폼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니폼의 유형은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

과를 지닌 유니폼으로써 한국을 방문 및 관광하는

외국인 혹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들이 쉽게 접

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교통, 숙박, 요식업, 관

광명소 서비스 직종 그리고 기타 직종의 다섯 가

지 분야의 유니폼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유니폼

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는 색채, 소재, 형태, 문양

과 기타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

모전이나 연구 논문 등을 통하여 다섯 가지 유형

의 유니폼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항공사 승무원과 한식당 유니폼, 궁궐안내원 및

박물관 유니폼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색동,

양단 등의 한복 소재, 깃, 고름, 당의 등 한복의

형태적인 요소와 식물문, 문자문과 같은 전통문양

등 색채, 소재, 형태와 문양 면에서 다양한 한국적

인 요소들이 활용되었다. 반면 실제 활용되는 유

니폼은 요식업 서비스 직종인 한식당에서 활용되

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으며, 디자인적인 면에서

는 소재, 형태, 문양 등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활용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깃, 고름, 끝동 등 저고리의

형태적 요소를 활용한 비율이 높았다. 공모전, 디

자인 연구 등을 통해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이 다

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비해, 실제 판매되고 사

용되는 디자인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적

유니폼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식당

유니폼은 그 디자인이 최신 유행을 반영하지 못하

거나 오래되고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 사용되는 경

우가 많다.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을 활용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적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이너, 연구진들과 실제로 유니폼을 사용하는

현장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디자

인 개발과 활용이 서로 별개로 진행되어 개발되는

유니폼 유형이 실제 자주 활용되는 직종과 일치하

지 않으며, 해마다 개발되는 디자인은 다양한 한

국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이 많은

데 반해 현장에서 활용되는 유니폼 디자인은 오랜

기간 큰 변화가 없고 유사한 디자인의 사용 빈도

가 높다. 때문에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디자인 개

발과 활용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다 다

양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홍보하기에 효과적인 분

야에서 한국적 유니폼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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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경비원 등의 유니폼은 사람들이 큰 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만큼 한국적 이미지를 인

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현재 한

국적 유니폼 디자인은 여러 방법과 수단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정작 개발

된 디자인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DB를 통해 저작권료를 내고 디자인

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적 유니폼을 연구 대상으로 수

집함에 있어, 공모전 홈페이지 등이 대부분 사라

지고 수상작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으며, 실물이 아닌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만 다양

한 유형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발 현황을 실제 활용 현황

과 비교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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