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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orm design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fashion designers and the banks. This
kind of corporation started from Woori Bank and Son, Jungwan in 2005 and came to be popular,
so that wide spread to the other banks as the feminine and fashionable design based on the
wishes of the employees. Following this collaboration, Hana Bank presented the smart uniform
design having the traits of sophisticated gracefulness, comfortable and functional designs with the
corporation of the designer Jung, Kuho in 2006. In 2007, Kookmin Bank showed the uniform
giving emphasis on the emblematic color and symbol with the help of designer Jin, Taeok.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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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o the advantage of the possibility of choice in terms of items, on the part of employees,
which it was sometimes criticised for being too symbolic. In 2008, Korean Exchange Bank was
changed their uniform in order to focus on the image of global bank, with the collaboration of
Andre Kim. The emblematic color of the bank was used in some part of the uniform, the trendy
uniform of pursuing the functional, refined and comfortable design, being worked out by
introducing the knit cardigan of Chanel style. In 2009, SC First Bank showed the uniform design
of minimal and sophisticated sense as if strongly stress on the bank's symbol with the
collaboration of Jung, Kuho.
Over viewing the general trends in uniform design of banks, the respect for the preference of
the employees would be the best efficient way of achieving the managerial gains when the banks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uniform by collaboration with the fashion designers.
Key words : Uniform Design(유니폼 디자인), Collaboration(콜레보레이션), Fashion Designer(패션디자이너)

Ⅰ. 서론

되어야 하고 착용자의 업무내용, 기호,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하므로 특히 신중히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 직위, 역할, 성격, 태도, 직업,

검토되어야 한다(서영지, 2000).

가치관 등을 전달해 주는 무언의 시각언어이다. 현대의

2000년대에 접어들어 기업들은 유니폼을 효과적으

다양화된 사회에서 의복은 사회적 승인을 얻기도 하고,

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패

다른 동료와 인간관계 속에서 직업을 보다 원활히 수

션 디자이너와의 콜레보레이션을 활용한 타 기업 유니

행하기 위한 편의적인 적응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폼과의 차별성이 적절한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갖는다. 또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공통적 정체감은 의

형태의 제휴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홍원표, 2005).

복에 의해 강화된다(김장미, 2005). 이에 따라 사회 구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부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이

성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에 부합되는 의복

루어졌던 콜레보레이션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

이상형을 지각하게 된다. 특히 직장이라는 조직에 속한

한 하나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

직업인들에게 사회생활을 위하여 직장 내 의복규범 준

고 있다.

수 문제는 더욱 중요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수용과 밀

유니폼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는 교복, 승무원복,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복은 그

호텔 직원 근무복 등 다양하게 다루어져 있었으나 은

집단에 적절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행 유니폼에 관한 연구는 송경인(1992), 서영지(2000)

욕구를 충족시켜준다(서영지, 2000).

의 연구 이외에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콜레보

작업을 위한 의복의 한 형태인 유니폼은 효율적 업

레이션 분야에서는 기업간 브랜드 협력 및 제휴 전략

무수행을 위하여 인체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작업능률

의 측면을 다룬 김지선(2005), 정세하(2004)의 연구

을 올릴 수 있는 의복으로써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하

와 패션과 타 분야와의 콜레보레이션에 대해 다룬 홍

여야 하며, 착용자의 미적 감각도 나타낼 수 있는 의복

원표(2005), 정훈실(2007), 김혜영(2008), 간호섭(2008)

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기업 간 판매경쟁이 날

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양자를 연결한 유니폼 디자

로 치열해져가고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대량으로 공급

인의 콜레보레이션 사례에 대해 다룬 연구는 아직 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 판매촉진 및 홍보 수단으

고되지 않고 있다.

로서 유니폼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브랜

의 유니폼은 그 기업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

드 가치 제고를 위한 유니폼 디자인 콜레보레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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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니폼 중에서 특히

율에 의한 복장인지 타율적으로 강제된 것인지에 따라

은행 직원의 유니폼은 기업 내의 분위기 조성과 함께

개념상의 차이가 생긴다(이병홍, 1986). 이처럼 유니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회사의 홍보와 판촉에 영향을 미

폼은 동조와 구별이라는 이율배반의 성질에 지배되어

치며 고객의 만족도 상승, 은행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

통일, 위신, 스노비즘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대와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조건에 맞게 변천해왔다.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기업은 고객유치, 경쟁력 및 서비스 강화 등의 전략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와 은행기업 사이

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단일화의 한 방법으로 기업 아

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니폼 디자인 콜레보레이션 사례

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혹은 브랜드 아이텐티

를 조사하여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티(Brand Identity)를 도입하였고, 기업의 유니폼은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그 일부로 활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10년간 국내의 유니폼 디자인 분야의 유명 패션 디자

특히 은행과 같은 서비스 업종은 심미성, 기능성, 상징

이너와 은행기업 간의 콜레보레이션 사례분석으로 하

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유니폼의 역할이 기대되는

였다.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의 직접면담 및 인터넷 자

업종이다.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신체에 적합

료, 주간지 및 일간지 등을 활용하였다.

한 의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착용자는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에서 자신의 기쁨을 타인에 대한

Ⅱ. 이론적 배경

친절로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니폼은 무
엇보다도 착용자의 기호를 반영하여야 하고, 부차적으
로 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또한 유니폼은 착용자 직업의 종류, 활

1. 유니폼의 개념과 역할
유니폼(uniform)이란 제복을 말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전해진 일정양식의 복장을 말한다. 그 어원은 라
틴어의 유누스(unus,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에
서 유래한 합성어로,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의미한다

(송경인, 1992).
유니폼은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구별시켜주고, 외적으로 그 단체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목적에
따라 특정 형태를 지니거나 타 집단과의 구분을 두어
착용자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고,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역할에 맞는 행동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유니폼은 또한 소속집단의 독창적 이념과 개성을 표
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착용자의 의식에도 많
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한조직의 일원으로 승인을 받고
자 하는 경우,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을 얻게

동량, 계절, 기후, 보건, 위생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
능성과 착용감을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결국 특수
의복인 유니폼은 환경과 신체와의 관계를 적절히 규명
해 냄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착용자의 피로
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니
폼에는 기업의 이미지와 비전, 업무의 특성,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와 홍보전략 등이 상징적으로 녹아들어 있
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용을 중시하는 은행의 경우 고
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의복의 상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일 경우 그 기업
을 고객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유니폼 디
자인에 내재된 상징성이 고객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송인경, 1992).

2. 유니폼과 콜레보레이션

되고, 유니폼을 착용한 다른 사람들과 동조성을 갖게

현대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성공률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더 나아가 보

되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니폼의 종류는 극도의 강제성을 보이는 수인복,

유하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게 활용하는 가에

계급 구분에 의한 조직적 질서를 요구하는 군복, 일시

달려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

적 제복의 형태인 교복 및 사원복 등으로 나뉘는데, 자

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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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1990년대 전반에 들어 급증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유니폼은 몇 년 전 폐지 위

기 시작한 다양한 상호 협력관계 즉, 콜레보레이션이다

기에 몰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니폼 착용

(홍원표, 2005).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전체의

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적응을 위해

85%가 유니폼을 입자고 답변하였다. 이 결과 ‘유니폼혁

서나 기업 내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우리은행은 2002년부터 10명의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다른 기업과 상

여성 행원으로 이루어진 ‘유니폼혁신위원회’를 두어 디

호보완적인 각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콜레

자인의 방향에서 최종 품평회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적

보레이션은 공동 브랜드 전략의 하나라고 정의된다. 이

극 반영하기 시작하였다(“유니폼이 바람났네”, 2005).

의 장점은 기업이 더욱 독특하고 확실하게 포지셔닝

마침내 우리은행은 2005년 6월부터 패션 디자이너

될 수 있고,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손정완이 디자인한 유니폼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례는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차별화되지 못한 것들에 있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은행의 유니폼을

합리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

디자인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은행 운영

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의 시각적인 관점인 디자인에

팀 관계자는 “여성 행원이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

집중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차별화

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취향도 개방적인 사람이 있는

전략은 타 장르와의 디자인 결합으로 예상치 못했던

반면, 보수적인 사람도 있다. 품평회의 투표를 하다보

의외성과 재미요소로 고객에게 흥미를 자극시키며 긍

면 많은 행원을 만족시키는 옷이 채택된다.”(“신한은

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다(김지선, 2005).

행의 과거 유니폼”, 2005)고 하여 유니폼을 착용할 직

이처럼 기업 유니폼에 나타난 콜레보레이션 현상은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타 기업과의 차별성을 목적으로

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는 개방적인 은행
의 경영철학을 보여준다.

하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를 얻
고자 하는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와 은행 간의 콜레보레이션 사
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양자 간에 어떠한 결합사례를
보여주는지 그 디자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1> 우리은행 로고와 심볼

Ⅲ. 은행 유니폼 디자인
콜레보레이션 사례

1. 우리은행과 손정완
은행의 유니폼은 1980년대에는 화려함이 강조되었
으나 1990년대에는 다시 차분해졌고, 2000년대에 접어
들어서는 유명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명품 유니폼으
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999년 한빛은행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
년 우리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CI로 변
경하였다. 당시에 ‘우리나라 1등은행’이라는 비전을 가
지고 시작한 CI 변경 프로젝트에는 유니폼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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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은행 유니폼, 손정완, 2005

패션 디자이너 손정완은 <그림 1>에 제시한 것과 같
은 기업의 상징색인 청색을 배제하고 차분한 베이지색
과 아이보리를 주요색으로 선정함으로써 기업 홍보보
다는 고객에게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특
<그림 3> SC제일은행 로고와 심볼

히 신세대 직원들의 패셔너블한 유니폼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두었다고 한다(“몸뻬
이에서 디자이너”, 2005). 우리은행 측은 기존 제작비
대비 50% 이상의 제작비를 책정하였고, 유명 패션 디
자이너 영입에도 수많은 설득을 거침으로써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매
우 돋보이는 사례이다. 이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내
부의 직원부터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으로서 매우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우리은행 유니폼의 구성은 단순

<그림 4> SC제일은행 유니폼, 정구호, 2009

하고 장식이 배제된 세련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

앞 뒤판에 두 개의 맞주름이 들어간 베이지색 스커트
로 매우 정갈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며, 그 위에 착용
한 더블브레스티드의 베이지색 재킷 역시 신체선을 드
러내는 약간 짧은 길이로 신세대 은행원의 발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감색 카
디건을 동계 유니폼에 포함시켜 재킷을 착용했을 때보
다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였
다. 반면에 유니폼 디자인에 우리은행의 상징성은 그다
지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1등 은행’이라는
우리은행의 비전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디자
이너의 은행 유니폼을 선보인 점에 있어서 1등이라는
기업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에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디자인되었다.

‘기성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여 유니폼의 틀을 깨고 디자인을 다양화하였다’는
것이 SC제일은행 홍보팀장의 설명이다. SC제일은행의
새 유니폼 프로젝트는 단순히 예쁜 유니폼을 만들겠다
는 의도가 아니라 금융기업의 전문성을 차별화된 이미
지로 강화시킨다는 전략적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유니
폼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SC제일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12가지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인 브랜드 재구축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SC제일은행”, 2009).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유니폼을 통해 직원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유니폼에

2. SC제일은행과 정구호

담았다’고 설명하였다(“유니폼을 보면”. 2009). 유니폼

제일은행은 2005년 초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은 직원들이 매일 착용하는 의복 인만큼 디자인과 제

(Standard Chartered Bank)이 지분 100%를 인수함

작의 모든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직원에 의한,

에 따라 47년 만에 SC제일은행이라는 은행명으로 간

직원을 위한’ 유니폼을 제작하였으며, 유니폼 착용 직

판을 바꾸고, 2005년 9월부터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디자인과 기능성

같은 새로운 트러스트 마크를 로고로 사용하게 되었다

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디자이너 또한 직원들이 직접

(“제일은행 New Corporate Name", 2005). 또한 이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디

에 따른 기업 CI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5월 유

자이너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정구호였다.

니폼을 교체하였다. 새로운 유니폼은 은행의 비전인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는 ‘새로운 유니폼은 모던 미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금융 파트너’라는 슬로건 아래 금

니멀 룩으로 SC제일은행의 금융 전문성을 표현하는데

융기업답게 전문적이면서도 신중한 면을 표현함과 동

역점을 뒀다’면서 ‘타 유니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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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유니폼 디자인은 SC

고 편안한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샤넬 스타일의 남색

제일은행의 브랜드 컬러인 블루와 그린을 기본색으로

바탕에 흰색 트리밍이 장식된 카디건이었고, 이는 현대

하고, <그림 4>에 제시된 것처럼 로고인 ‘트러스트 마

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모두

크’를 패턴으로 활용해 프린트한 직물을 블라우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하의를 스커트와 바지 두 가지 형

전면에 배치하여 SC제일은행만의 미니멀하고 독창적

태로 제시하여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체형에 맞게 선

인 유니폼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 유니폼 디자인의 틀

택하여 착용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게 둔 점이 돋

에서 벗어나 다소 파격적일 정도로 새로운 스타일을

보인다.

선보인 사례이다. 하계 유니폼은 시원한 소재의 7부
소매 블라우스에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스카프와 베스
트 혹은 7부 소매의 재킷을 매치해 기존의 딱딱한 유
니폼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변화시
켰다는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C제
일은행의 유니폼은 은행의 상징인 심볼을 직물문양에
적용하면서도 세련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 되었다는

<그림 6> 외환은행 로고와 심볼

점에서 디자이너의 탁월한 실력이 돋보이는 유니폼이
라고 평가된다.

3. 외환은행과 앙드레 김
외환은행은 2008년 7월 CI를 변경하면서 전문성과
역동성, 진취적인 글로벌 금융기업의 이미지를 추구하
였다. <그림 5>에 제시된 것처럼 “세계로 가는 금융날
개(Global-wing)"를 상징하는 5개의 띠에는 태극문양
의 청색과 빨간색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9년 동안 사용해온 기존 CI
를 과감하게 변화하면서 동시에 유니폼도 이에 맞게

<그림 7> 외환은행 하계 유니폼, 앙드레 김, 2008

국제적 수준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따라서 디자이
너 선정도 이에 걸맞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앙
드레 김으로 선정하였으며, 여성스러우면서도 로고에
담긴 외환은행의 상징색의 이미지와 통일되게 디자인
되었다.

<그림 6>에 제시된 좌측의 하복 블라우스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특히 부풀린 소매
에 디자인의 포인트가 있다. 또한 우측의 재킷에는 은
행의 CI에 사용된 청색과 빨간색을 사용하여 칼라와
커프스에 부분적인 장식을 함으로써 기업의 상징색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재 패션의 트랜디함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 기업의 상징성을 모두 유니폼에 반영하
고자 한 디자이너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2008
년 10월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동계 유니폼은 기능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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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전의 외환은행 유니폼, 장광효, 2006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도에도 남성복 디자이
너 장광효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그림 7>에 제시된 것처럼 당시 여직원 유니폼에 남성
복의 요소인 넥타이를 부착하고 셔츠 위에 카디건을
착용케하여 커리어우먼의 경쾌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여행원 유니폼”, 2006). 이

<그림 9> 하나은행 로고와 심볼

처럼 금융계의 유니폼 교체주기도 예전에는 5-6년이었
으나 이제는 2-3년 단위로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업
무효율성은 물론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신속히 반
영하는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은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글로벌
은행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유니폼에 있어서도 빠
른 변화 주기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디
자이너의 트랜디한 유니폼 디자인으로 앞서가는 국제
수준의 은행으로서의 빠른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예를 제시해주고 있다.

4. 하나은행과 정구호
<그림 10> 하나은행 유니폼, 정구호, 2006

하나은행은 2005년 12월 하나금융지주로 통합되었
고, 이에 따라 2006년 10월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행의 상징색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신중

하나생명보험 등 모든 계열사 직원들의 유니폼을 통일

히 디자인되었다. 또한 직원들이 편리하게 머리손질을

하였다. <그림 8>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은행의 상징색

할 수 있는 헤어 액세서리도 세트로 제작되어 여직원

인 초록색 위주의 유니폼이 이제는 식상해 졌다는 판

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도회적인 세련미

단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디자인을 의뢰했던 캐나다의

와 편안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블라우스가 스커트

셀리포미사가 아닌 새로운 국내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벨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단추를 다는 등 세심하게

을 의뢰하게 되었다(“몸뻬이에서 디자이너”, 2005).

제작되어서 실제 이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원들의 만족

하나금융지주는 최초의 유니폼 통합 선정을 위해 2006

도가 높으며, 고객들의 반응도 정갈하고 세련된 유니폼

년 4월 직원들의 투표로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를 선정

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나은행 측은 평가하였다(“정구

하였다. 6월에는 정구호가 디자인한 5벌의 유니폼에

호 디자이너 유니폼으로”, 2006).

대해 직원들이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
하였다.

이 유니폼에는 다른 은행의 유니폼에는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유니폼의 주머니가 없다는 점이다. 언

선정된 유니폼은 <그림 9>에 제시된 것처럼 동계는

뜻 보면 재킷의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

남색 투피스 정장과 조끼, 흰색의 블라우스로 구성되었

이지만 이것은 입구가 막혀있는 사용할 수 없는 주머

는데, 하의는 바지와 스커트 두 종류를 제시하여 선택

니이다. 물론 입구의 박음질을 뜯어내고 사용할 수도

이 가능하게 하였다. 하계 역시 상의는 반소매 블라우

있지만, 최대한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

스와 조끼, 하의는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구

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니폼의 스타일 유지 때문이

성되었다. 하계, 동계 모두 재킷의 칼라와 포켓에 하나

다. 신체에 잘 맞게 디자인된 유니폼이라서 주머니에

금융그룹의 CI 컬러인 녹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고객들

물건을 넣으면 옷맵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 하나금융지주의 이미지를 알아 볼 수는 있으나 은

두 번째 이유는 주머니에 고객의 돈을 챙기는 ‘in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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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을 없애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은행 유
니폼의 주머니를 없앰으로써 고객의 동전하나라도 직
원이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다(“은행 유니폼에 호주머니가”, 2006). 따라서 하나
은행의 유니폼은 은행의 상징적인 색이나 로고는 그다
지 사용되지 않았으나, 은행이 하는 본연의 일에 충실
하자는 기본적인 상징성과 착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하
여 디자인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5. 국민은행과 진태옥
국민은행은 2001년 11월 주택은행과 합병한 후, 통
합은행의 이미지를 제시할 새로운 CI 작업에 착수하였
다. 그 결과 ‘Leading the way. Together'라는 슬로
건 아래 ’희망의 별 KB' 로고가 확정되어 <그림 10>
과 같은 로고와 심볼을 2002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새로운 CI 제정”, 2002). 이 새
로운 CI의 일환으로 2006년 말부터 진행된 새로운 유
니폼 디자인은 패션 디자이너 진태옥에게 의뢰되어

<그림 12> 국민은행 유니폼, 진태옥, 2007

2007년 5월 하계 유니폼부터 착용되었다. 디자이너 진
태옥의 은행 유니폼은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두 번째
작업이었다.
국민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글로벌 뱅크로 비약한다
는 은행의 비전에 맞춰 유니폼에 CI를 반영하였다. 유
니폼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비주얼 마케팅
차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은행의 유니폼이 칙
칙한 회색이었으나, 밝은 황금색과 따뜻한 회색을 사용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역동성과 밝은 미래,
앞서 나가는 선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은, 진태옥 입는다”, 2007).

국민은행의 새로운 유니폼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상
징색인 밝은 황금색과 따뜻한 회색을 사용하여 6가지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상의는 황금색과 흰색을 사용하
였고 하의는 회색을 사용하였는데, 상의는 희색의 칼라
가 달린 반소매 블라우스와 벨트, 하의는 무릎길이의
플레어스커트와 바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상의는 <그
림 11>에서 보듯이 로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황금색
과 흰색 등 다양하며 스커트 혹은 바지와 자유스럽게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은행의 상징색과 로고 등이 무늬로 사용되어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부각된 유니폼 디자인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림 11> 국민은행 로고와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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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션 디자이너와 은행 유니폼 콜레보레이션 사례 및 디자인 특성
은행명

은행 로고

년도

2005

우리은행

디자이너

손정완

디자인 특성

- 은행의 상징성과 무관
- 여성스럽고 패셔너블함
- 직원의 선택으로 디자이너 및 디자인
결정

2006

하나은행

정구호

- 은행의 상징성 일부 반영
- 도회적인 세련미와 편안함
- 직원의 선택으로 디자이너 및 디자인
결정
- 다양한 아이템 제시로 선택의 폭을
넓힘

2007

국민은행

진태옥

- 은행의 상징성 강하게 반영
- 역동성과 선진성
- 다양한 아이템 제시로 선택의 폭을
넓힘

2008

외환은행

앙드레 김

- 은행의 상징성 일부 반영
- 트렌디함, 현대적 세련미
- 다양한 아이템 제시로 선택의 폭을
넓힘

2009

SC 제일은행

정구호

- 은행의 상징성 강하게 반영
- 미니멀한 세련미
- 직원의 선택으로 디자이너 및 디자인
결정

Ⅳ. 결론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 유
니폼 전문회사에 디자인을 의뢰하였으나, 2005년 우리
은행이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손정완과 손잡고 기업의

기업의 유니폼은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징적 이미지보다 직원의 희망사항을 우선적으로 반

역할을 하며, 고객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각인시키는데

영한 여성스럽고 세련된 유니폼과 카디건을 제시하여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착용자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점차 타 은행

유니폼은 움직이는 광고판과 다름없다. 이는 기업의 이

으로 패션 디자이너와의 콜레보레이션 현상이 확장되

미지와 고객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장시간 이를

었다.

착용하며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

이 뒤를 이어 2006년도에는 하나은행이 패션 디자이

히 은행의 경우는 그 업무의 특성상 유니폼의 역할이

너 정구호와 협력하여 통합된 하나금융지주의 유니폼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유니폼은 남색 투피스 정

연구의 결과, 은행 유니폼의 콜레보레이션 현상은

장과 흰색의 블라우스로 구성되었는데, 재킷의 칼라와

2005년 이후 시작되어 현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

포켓에 하나금융그룹의 CI 컬러인 녹색으로 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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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은행의 상징성이 강하게 부각되지 않게 신중히

니폼 디자인은 은행의 심볼을 문양으로 활용한 직물을

디자인되었다. 이 디자인은 도회적인 세련미와 편안함,

이용함으로써 은행 기업의 이미지와 상징성이 강하게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정갈하고 세련된 유니

부각되었으나, 패션 디자이너의 미니멀한 감각이 전체

폼으로 평가되었다. 이 유니폼에는 주머니가 없는 특징

적 실루엣에 잘 응용됨으로써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

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 본연의 일에 충실하자는 기

인으로 평가되었다.

본적인 상징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유니폼

이러한 사례에 적용된 디자인 특성을 종합해 보면

은 착용자의 편리성과 은행 기업 본연의 상징성을 강

어느 패션 디자이너와 제휴한 은행의 유니폼이든 가장

조하여 디자인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직원의 만족도 및 선호도가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는 국민은행에서 패션 디자이너 진태옥

착용의 편리성 및 직원의 연령대를 고려한 디자인 선

과 협력하여 은행의 상징색과 심볼을 강하게 부각시킨

호도, 유니폼의 기능성 등이 이를 착용하는 직원의 눈

유니폼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은행의 상징색인 밝은

높이에서 결정되고 선택되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두 번

황금색과 따뜻한 회색을 유니폼의 상의와 하의에 직접

째는 고객의 반응으로, 은행원의 유니폼을 통해 얼마나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하게 은행의 상징성을 부각시

은행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인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킨 유니폼의 예를 보여주었다. 이 디자인은 너무 직접

점이 고려되었다. 은행은 서비스업으로 고객의 평가와

적으로 상징성이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신뢰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이다. 따라서 고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밝은 황금색이외에 흰색의 상의

객과 가장 일선에서 만나의 직원의 이미지는 바로 은

도 제시였고, 직물에 ‘희망의 별’이라는 심볼 문양이 있

행의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고객이 이를 인지할 수 있

는 것과 없는 것, 또한 바지와 스커트 등 착용자가 취

는 수준에서 디자인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점에는 긍정적

유니폼에 기업의 상징성을 얼마만큼 부각시킬 것인가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인다.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

2008년도에는 외환은행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이

였다. 국민은행, SC제일은행처럼 강하게 은행의 상징

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성을 부각시키는 디자인과 우리은행처럼 은행의 상징

김과 협력하여 유니폼을 변경하였다. 2006년도부터 이

성과는 무관하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은행

미 패션 디자이너 장광효에게 유니폼을 의뢰한 바 있

의 경영철학에 관한 부분으로 은행별로 상당히 차별화

었던 외환은행은 2년 만에 은행 CI 변경과 더불어 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유니폼의

른 주기로 유니폼을 변화하여 매우 트렌디한 패션의

아이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게 제시하는 디자인

변화를 유니폼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는 예를 보여주었

특징이 나타났다. 같은 계절 내에서도 다른 몇 가지 디

다. 이 역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하계 유니폼의 상

자인을 취향과 연령대, 체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제

의에 흰 블라우스형과 남색 재킷형을, 하의에 스커트와

안함으로써 직원이 자유스럽게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

바지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착용자의 선택의 폭을

는 경향을 보였다.

넓히고 있었다. 흰 블라우스형에는 은행의 상징성이 전

이러한 결과에 따라 디자이너와 콜레보레이션으로

혀 부각되지 않았으나, 남색 재킷형에는 은행의 상징색

유니폼을 교체할 때 유니폼의 색, 실루엣, 패션경향, 구

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계 유니폼에는 샤넬 재킷 형의

성요소 등의 부분에 있어서 착용자와, 은행경영진, 고

니트 카디건을 도입하여 기능적이고 도회적인 감각의

객 모두를 만족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

편안한 유니폼을 제시하여 진일보한 유니폼의 예를 보

실적으로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 할 경

여주었다.

우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SC제일은행에서는 미니멀한

직원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최우선으로 감안하는 것이

디자인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와 협력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다음으로 고객의 반응, 은행의 상징성

현대적이고 세련된 유니폼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 유

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은행 유니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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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니폼 콜레보레이션 사례

신한은행의 과거 유니폼도 사연이 많겠죠?(2005. 10. 5).

를 살펴봄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검색일 2010. 10. 11.

유니폼의 중요성 및 디자인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해보

자료출처 http://shinhanfriend.com

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원 유니폼 명품으로 바뀐다. (2006. 10. 9). 한국
일보, 자료검색일 2010. 10. 6.
자료출처 http://news.hankooki.com
유니폼을 보면 경영철학 보인다. (2009. 9. 1). 이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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