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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ympic uniforms emphasize aesthetics along with sports fashion trends and tendencies to display natio-

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lorful designs that use the national flag or colors as motifs. Korea needs to

enhance the national brand through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ch as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Games (30 years after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therefore, a multilateral analysis is required to pro-

mote a global image of Korea. This study presents a development direction for more diverse national brand

values for Korea through design research on Olympic uniforms. Research methods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nges of the Geongongamli, and Taegeuk symbols as well as Olympic uniforms based on literature

data and existing studies using uniforms. An Olympic uniform using symbols of the Korean flag was desi-

gned through a case analysis of Olympic uniform designs of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2012 London

Summer Olympic Games and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that reflect the countries' image. The res-

earch scope excluded uniforms for the actual games and limited the uniforms to official uniforms for the

opening ceremony tha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consequently, we analyzed 70 uniforms

of 162 countries of the Winter Olympic Games. As a result, official national symbols were more frequently

reflected than unofficial symbols in the uniform designs of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with

more frequencies of direct reflection than indirect reflection. Korea's national brand is expected to enhanced

through a uniform that expresses Korea's image at international events and global exchanges.

Key words: National image, National symbols, Geongongamli, Taegeuk symbol, Olympic uniform; 국가

이미지, 국가 상징, 건곤감리, 태극문양, 올림픽 유니폼

I. 서 론

2016년 여름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Rio 2016 Oly-

mpic Games)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인 유로 2016(UEFA

Euro 2016),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코파 아메리카(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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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America) 등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려 스포츠 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Seoul 1988 Olympic Games)이 열린 지 30년

만인 2018년 평창 올림픽(PyeongChang 2018 Olympic

Games)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를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21세기 올림픽 유니폼은 스포티즘 패션트렌드의 부각

과 함께 심미성이 강조되어 자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이

너나 명품 브랜드에서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올림픽의

경기결과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

국의 시사주간지『타임지(The Times)』와 영국의『텔레

그라프지(The Telegragh)』는 각국의 올림픽 유니폼을 대

상으로 ‘베스트 및 워스트(Best & Worst) 유니폼’을 선정

하였는데, 한국 대표팀 유니폼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

시 프랑스, 자메이카, 뉴질랜드, 이탈리아, 독일, 영국과

함께 베스트 유니폼 국가로 선정되어 한국 패션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Lim, 2016). 뿐만 아니

라 올림픽 유니폼은 경매에 올라가 소장용으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으며 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각국의 유니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올림픽 개막

식은 세계 패션의 흐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

라의 패션경쟁력을 드러내는 이벤트로 거듭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의 패션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

기나 자국을 상징하는 색상 또는 모티브 등을 활용한 다

채로운 디자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드러내는 경향도

두드러진다(“2012 London Olympic meets fashion”, 2012).

이처럼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73억 명의 주목

을 받는 올림픽 개막식의 국가별 유니폼 퍼레이드는 ‘스

포츠 패션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유니폼에 대한 선행연구는 선수단 및 자원봉

사자를 위한 유니폼과 관련된 연구(Kang, 1988; Kim et

al., 1986; Kim, 1982; Kwon, 1982)가 있으나, 연구시기가

2000년 이전으로 너무 오래되었거나 연구범위가 특정

시기의 올림픽 유니폼으로 제한적이었다. 2000년 이후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에 관한 연구(Lim & Lee, 2016;

Park, 1985)와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올림픽 상품 개발

(Kim & Ha, 2015; Kim & Lee, 2015; Lim, 2005) 등의

연구가 있었다. 다만, Kim and Ha(2015)는 평창 동계올

림픽 홍보를 위해 집-업 셔츠와 에코백을 대상으로 패션

문화상품을 개발하였고, Kim and Lee(2015)는 한국적 이

미지로 당의, 단청, 조각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반영된 올림픽 유니

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곤감리와 태

극문양에 대한 선행연구는 태극기의 역학적 의미 연구

(Lee, 2012), 태극문양에 대한 연구(Kim, 2014; M. H. Kim,

2008; Woo, 2010), 태극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Lee

et al., 2009; Yoo, 2015; Zhang, 2009),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Jo, 2007; Kim, 1999; Song, 2003) 등 매우 다양하

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태극기에서 활용된

건곤감리 문양의 상위개념인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디자인 개발 역시 포스터, 골프웨어, 우산 등

의 상업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국가

상징이 반영된 올림픽 유니폼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나라의 올림픽 유니폼에 나타난 국

가 상징의 반영형태에 따른 디자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의 국가 이미지가 반영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을 개

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을 활

용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연구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

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선행연구 및 인터넷 조사를 바

탕으로 건곤감리와 태극문양, 올림픽 유니폼의 개념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2012년 런던과 2014년 소치 올림픽

참가국의 개막식 유니폼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를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상징인

국기 이미지가 반영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

였다. 디자인 개발은 건곤감리 문양을 주(主) 모티프로

활용하고, 태극문양은 부(副) 모티프로 선과 색상만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의 수집은 매일 1억 개의 비디오

조회수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http://www.youtube.com)를 통해 올림픽 개막식 영상 캡

쳐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며, 패션디자인 전공의 석사 4인,

박사 4인 외 교수 2인으로 구성된 패션 전문가 집단 10인

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국가 이미지가 반

영되지 않은 국가의 유니폼을 제외하였다. 유니폼의 국

가 이미지 반영기준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국화, 전통

의상, 국색 등과 같은 국가 상징의 사용여부로 분류하였

다. 이를 통해 하계올림픽 162개국과 동계올림픽 70개

국의 선수단복을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특정한 기능적인 목적을 갖는 경기용 유

니폼을 제외하고 각 국가의 특성이 잘 나타난 올림픽 개

막식 공식 유니폼으로 한정하여 2012년 런던 하계올림

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유니폼의 선수단복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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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디자인

개발 아이템은 ㈜영원무역이 후원하는 2016년 리우 하

계올림픽 공식 유니폼인 트레이닝복 세트, 폴로셔츠, 긴

팔티, 반팔티, 반바지로 구성하였으며 재킷과 바지 등으

로 구성된 정장 단복은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의 개념과 특성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

표 상징으로, 흰색 바탕에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와 가운

데 위치한 태극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괘[四卦]로 표현되는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며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

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TAE GEUK

GI”, 2012). 효는 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며, ‘본받을

효(效)’와 같은 글자로서 ‘자연의 사물을 본받는다’는 의

미를 가진다(Lee, 2012). 건곤감리는 나누어지지 않은

선(−)으로 표현되는 양효(陽爻)와 나누어진 선(--)으로

표현되는 음효(陰爻)의 조합으로 구성된다(Lim, 1998).

각 괘를 살펴보면 건괘는 태극기의 왼쪽 윗부분에 위치

하고 세 줄의 양효로 구성되었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

치한 곤괘는 음효만 세 줄로 표현된다. 기면의 오른쪽 윗

부분에 위치한 감괘는 맨 위와 아래가 음효이고 가운데

가 양효로 나타나고, 왼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이괘는 감

괘와 반대로 맨 위와 아래가 양효이고 가운데가 음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태극기 안에서 건곤감리는 양효

나 음효가 셋을 이루거나 1대2 또는 2대1의 비율로 짝을

이루어 표현되고 있으며, 태극문양과 함께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태극기 중앙에 위치한 태극문양은 67년 만에 바뀐 2016년

대한민국 정부상징의 새로운 로고가 될 만큼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문양이다(“바뀌는 정부상징 [Changing gov-

ernment emblem]”, 2016). 태극문양은 음을 나타내는 파

랑색과 양을 상징하는 빨강색의 조화를 통해 “우주 만물

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

연의 진리를 형상화”하고 있다(“TAE GEUK GI”, 2012).

Yoo(2015)는 선행연구에서 태극문양에서 보여지는 특징

을 “하나의 큰 원 속에 그 반경을 직경으로 하는 두 개의

작은 원을 내접시켜 두 개의 작은 원을 만들어내는 S형

의 곡선이 나타나고, 그 곡선은 큰 원을 이등분하고 있다”

(p. 79)고 설명하였다. 또한 태극문양 내부의 곡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두 곡옥(曲玉)은 회전대칭을 이루고 있으

며, “이것은 원운동을 만들어 내며 점점 그 힘이 팽창하

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p. 80)고 하였다. 이

처럼 태극문양은 대립되는 색과 형태의 조화를 통해 음

과 양의 순환과 발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이 함께 사용된 최초의 국기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문양 둘

레에 건곤감리를 그려 넣은 ‘태극 · 4괘 도안’이 효시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여러 종류의 태극기가 혼용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하나로 통일된 국기

제작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10월 ‘국기제

작법’이 공표되어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가 만들어졌다

(“National symbols”, 2013). 이후, 태극기와 연관된 문양

이나 생활용품 개발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다가 1997년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국기문양에 대한 활

용방안으로 법을 제정하였고,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물품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서 다양하게 응용되기 시작했다(Baek, 199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

어진 태극기는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우주와 더불어 살

고자 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으며(“National sym-

bols”, 2013),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에 담긴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반영된 디자인을 개발

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가 브랜드 발전에 이바

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올림픽 유니폼의 개념과 특성

1896년부터 시작된 근대올림픽은 IOC(International Ol-

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하 ·동계로 나누

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이다. 올림픽 경기

의 기원은 B.C 776년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신념이 담긴 제전 경기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그리스인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미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체로 경기를 하였다(Ryu et al., 2006).

이후 1,200여년 동안 계속되던 올림픽은 B.C 400년

경에 절정을 이루었으나 그리스 문명의 쇠퇴와 함께 종

교행사로 규정되어 폐지되었다가 1896년 프랑스 출신

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에 의해 부활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디동(Didon) 신부가 축구 경기의

구호로 만들어 낸 “보다 빠르게(Citius), 보다 높게(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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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us), 보다 힘차게(Fortius)”라는 슬로건이 현대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어가 되기까지 근대올림픽을 통해 재정비된

스포츠는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았고, 세계 여러 국가들

의 교류의 장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29년 시작된 대

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냉전 상태에 돌입하

게 되면서 국가별 경쟁은 국가의 이미지나 문화를 활용

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쟁은 최

대 규모의 국제 경기인 올림픽에서 각국의 대표 유니폼

을 통해 뚜렷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각 나라를 대표하

는 올림픽 유니폼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2004

그리스아테네 올림픽과 패션1] [[2004 Greece Athens

Olympics and Fashion1]]”, 2004).

유니폼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

장으로 라틴어의 ‘우누스(unus; 하나의)’와 ‘포르마(for-

ma; 형태 ·형)’에서 생긴 합성어이며, 일정한 형태나 외

양을 가리킨다. 유니폼은 각 직종에 따른 단체복을 총칭

하며, 일반 의상과는 달리 목적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형

태와 필요한 장식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Fashion Dictionary, 1999).

즉, 유니폼은 착용자가 소속된 곳을 상징하는 의상으로

소속 단체의 독창성과 개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타 집

단과의 구별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착용자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어 동료의식과 일체감을 주며 조직의 긍정

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M. J. Kim, 2008). 따

라서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의 경우 나라의 고유성과 상

징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Kang, 1988).

Kang(1988)은 올림픽 환경 속에 있는 의복의 범위를

선수, 관중, 보도진 의상, 유니폼으로 범주화하였고, 삼

성디자인넷의 보고서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경기대

회 유니폼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단복, 경기 유니

폼, 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서별 유니폼으로 분류하였다

(“[2004 그리스아테네 올림픽과 패션3] [[2004 Greece

Athens Olympics and Fashion3]]”, 2004). Lim(2005)은

올림픽 선수 유니폼을 대외적으로는 소속 국가를 상징

하고 심미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내부적으로는 팀워

크와 경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되는 의복이라고

정의하면서 운영위원 유니폼, 개 ·폐회식용 유니폼, 선

수 유니폼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니폼의 개념을 통해 올림픽 유니폼에 대한

정의를 추론해 보면, 올림픽 유니폼이란 올림픽 게임이

라는 환경 속에서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의 선수

단과 운영위원단 및 자원봉사자들이 입는 일정한 형태

의 의복을 의미한다.

올림픽 유니폼에 패션브랜드가 등장한 것은 1948년

런던 올림픽의 이탈리아 육상 경기복을 디자인한 미쏘

니(Missoni)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으며(“런던 올림픽,

불꽃 튀는 패션 올림픽 [London Olympics, sparkling fa-

shion Olympics]”, 2012), 1990년대 이후 스포티즘 트렌

드의 영향으로 유니폼에서도 패션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올림픽 유니폼의 ‘베스트 및 워

스트’가 선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식 유니폼을 미국의 랄프 로렌(Ralph Lauren),

영국의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등과 같은 각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나 패션브랜드에서 디자인하여

제작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공식 유니

폼은 일반인을 위한 상품으로도 제공되어 매장 또는 인

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경매에도 올라 소장용

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III.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사례분석

국가 상징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

해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에 참가한 국가들의 선수들이 착용한 개막식 유니폼을

살펴보았다. 기능에 따라 선수단 유니폼과 경기용 유니

폼은 착용목적이 달라 특징적 차이가 크므로 본 연구에

서는 각 나라의 이미지가 반영된 올림픽 개막식 유니폼

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패션 전문가 집단 10인의 FGI

를 통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국화, 전통의상, 국색 등

과 같은 국가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국가의 유니폼을

제외한 하계올림픽 162개국과 동계올림픽 70개국의 선

수단복을 분석하였다.

국가 상징이란 국제 사회에 자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문자 등으로 나타낸 지

표이다(“National symbols”, 2013). 우리나라의 태극기

나 애국가, 미국의 성조기나 자유의 여신상, 일본의 일

장기와 벚꽃, 중국의 만리장성, 프랑스의 에펠탑, 호주

의 캥거루 등이 한 나라를 이미지를 나타내는 국가 상

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상징은 국

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식

적인 징표로 사용되는 국기, 국가, 국화 등과 같은 공식

적인 상징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

는 비공식적인 상징으로 나눌 수 있다(M. J. Kim, 2008;

Lim,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 유니폼에 반영된 국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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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각 나라의 국기나 국화 등을 공식적인 국가 상징

으로 분류하고, 전통의상, 국가 상징색상, 관광 이미지

등을 비공식적인 국가 상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반영

형태에 따라 국가 상징의 색상, 문양, 형태, 이미지를 변

형하지 않고 그대로 유니폼화 한 경우를 직접 반영으로

분류하고, 국가 상징의 색상, 문양, 형태, 이미지를 추상

화하거나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경우를 간접 반영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니폼을 분석

한 결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의 59개 국가(36.4%)

유니폼에서 공식적 국가 상징이 직접 반영된 사례가 가

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1>은 키리바시라

는 남태평양의 1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의 유

니폼으로 해당 국가의 국기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고 그

대로 반영되어 있어 공식적 상징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디자인 특징을 보인다. <Fig. 2>는 카메룬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개막식에 참여한 경우이며 이러한 비공식

적 상징의 직접 반영은 가장 적은 31개 국가(19.1%) 순으

로 나타났다. 공식적 국가 상징의 간접 반영은 33개 국가

(20.4%)로 나타났고, <Fig. 3>과 같이 크로아티아 기의

일부 문양을 패턴화하여 유니폼에 표현하고 있는 특징

을 보인다. 비공식적 국가 상징이 간접 반영된 경우는

39개 국가(2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Fig. 4>와 이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고사리인 실버 펀(Silver Fern)의

이미지가 유니폼에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경우 32개 국가(45.7%)의 유니폼에

서 공식적 국가 상징이 직접 반영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

타났다. <Fig. 5>는 성조기의 국기 문양이나 색상이 변형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니폼에 반영된 경우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있다. <Fig. 6>

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주황색을 사용한 유니폼 디자

인이며, 이러한 비공식적 상징이 직접적 반영된 경우는

3개 국가(4.3%) 순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Fig. 7>은

프랑스 국기의 색상을 톤다운 시켜 유니폼의 포인트 컬

러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공식적 상징

이 재해석된 간접 반영형태의 유니폼은 28개 국가(40.0%)

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공식적 상징의 간접반영은 7개

국가(10.0%)에서 나타났으며, <Fig. 8>과 같이 버뮤다의

원주민들이 입던 의상에서 유래된 버뮤다팬츠(Bermuda

Pants)가 유니폼으로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다.

이를 종합한 표는 다음 <Table 1>과 같으며, 분석결

과를 통해 공식적인 국가 상징물의 직접적인 반영이 국

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에 가장 효

과적인 디자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런던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상징물의 형태는 달

랐지만, 국가 상징의 간접 반영형태가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났기 때문에 직접 반영뿐만 아니라 간접 반영형태도

국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니폼 디자인의 효과적인 방법

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기의

건곤감리 문양을 주 모티프로 활용하고, 태극문양은 부

모티프로 선과 색상만을 활용하여 공식적 국가 상징물

의 직 ·간접 반영형태가 모두 사용된 올림픽 유니폼 디

자인을 개발하였다.

IV.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개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사례의 분석결과, 하 ·동계올림

픽 유니폼 디자인 모두에서 자국의 공식적인 국가 상징

이 비공식적 국가 상징보다 빈번하게 반영되었고, 간접

반영보다는 직접 반영형태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

라의 공식적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문양을 활용하여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3가지 디자인 패턴을 트레이닝복 세트, 폴로셔

츠, 칼라가 없는 반팔과 긴팔티 등의 아이템에 제안하였

다(Table 2).

디자인 컨셉은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모티프로 하여 태

극문양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괘를 패턴화하여 세계적인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

신을 나타내었다. 소재는 흡습 속건 및 자외선 차단기능

이 우수한 기능성 옥스포드 소재나 경량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편안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디자인은 건곤감리의 직선적인 형태와 태극

문양의 곡선과 색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올림픽 유니폼

을 제안하였다. 직사각형 형태의 4괘를 정사각형의 격

자무늬로 배치하거나 엇갈리도록 사선 배치하여 패턴

화하였고, 유니폼 상의에서 태극문양의 곡선 라인과 함

께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색상은 태극의 붉은색과 푸

른색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제시하거나, 개발된 패턴문양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역동적인 스포츠웨어의 감성을 지니도록

표현하며 심미성을 높였다.

두 번째 디자인은 건곤감리 문양을 전체적인 모티프

로 하였으나 직선적인 괘를 태극문양의 유려한 곡선과

색채로 재해석하여 한국적인 상징성을 포함하도록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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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the Olympic uniform design

Symbol

Reflection

Official Symbol Unofficial Symbol
Total

(%)n

(%)
Representative Image

n

(%)
Representative Image

Summer

Direct

Reflection

59

(036.4)

31

(019.1)

162

(100.0)

Fig. 1. Kiribati Olympic Uniform.

(2012).

From Athletes Parade - Opening

Ceremony | London 2012 Olympics.

(2012). https://www.youtube.com

Fig. 2. Carmeroon Olympic Uniform.

(2012).

From Athletes Parade - Opening

Ceremony London 2012 Olympics.

(2012). https://www.youtube.com

Indirect

Reflection

33

(020.4)

39

(024.1)

Fig. 3. Croatia Olympic Uniform.

(2012).

From Athletes Parade - Opening

Ceremony | London 2012 Olympics.

(2012). https://www.youtube.com

Fig. 4. New Zealand Olympic

Uniform. (2012).

From Athletes Parade - Opening

Ceremony | London 2012 Olympics.

(2012). https://www.youtube.com

Winter

Direct

Reflection

32

(045.7)

3

(004.3)

70

(100.0)

Fig. 5. United States of America

Olympic Uniform. (2014).

From The Complete Sochi 2014

Opening Ceremony | Sochi 2014

Winter Olympics. (2014).

https://www.youtube.com

Fig. 6. Netherlands Olympic

Uniform. (2014).

From The Complete Sochi 2014

Opening Ceremony | Sochi 2014

Winter Olympics. (2014).

https://www.youtube.com

Indirect

Reflection

28

(040.0)

7

(010.0)
Fig. 7. France Olympic Uniform.

(2014).

From The Complete Sochi 2014

Opening Ceremony | Sochi 2014

Winter Olympics. (2014).

https://www.youtube.com

Fig. 8. Bermuda Olympic Uniform.

(2014).

From The Complete Sochi 2014

Opening Ceremony | Sochi 2014

Winter Olympics. (2014).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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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하였다. 이어질듯한 흐름 속에서 끊어진 곡선적 이

미지는 태극문양을 둘러싸며 네 귀퉁이에 위치한 각각

의 괘가 상반되어 보이거나 분리된 듯 보이지만 결국 하

나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도록 패턴화하였으며,

트레이닝복 상의와 폴로셔츠, 반팔티의 전면과 후면에서

태극문양의 내부에 있는 S곡선과 외부의 둥근 형태의

곡선을 각각 활용하여 이와 같은 의미가 표현되도록 디

자인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

색을 트레이닝복의 오른쪽 소매에만 사용하거나 칼라의

안쪽 부분, 폴로셔츠의 뒷몸판이나 반팔티의 앞단에 부

Table 2. Development of the Olympic uniform design

Basic Image

Design

Item
Design 1 Design 2 Design 3

Development Image

Track Suit Set

Polo Shirt

Short & Long Sleeve Tee

Designed by Youngone Corporation and researchers (Jieun Kim, Suehee Kwon, Eunduk Kim, Mira Kim, Jaemin Son and Seung-

min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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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사용하여 심미성을 높였으며 우리나라 국기를

나타내도록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디자인은 건곤감리의 직사각형 문양을 그대

로 활용하였지만 태극문양 내부의 곡선 형상 흐름을 따

르도록 각 괘를 세로 형태로 나란히 배열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태극기의 바탕색을 이루고 있는 흰색과 건

곤감리의 검은색을 사용하여 4괘를 흰색으로 채우고 그

형태를 검은색의 선으로 추상화하여 현대적인 감성이

느껴지도록 제안하였으며, 양궁과 같은 종목에서 사용

하는 가슴 보호대와 같이 한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감싸

는 디자인으로 전개하여 스포츠웨어의 디자인이 반영

된 올림픽 유니폼의 상징성과 심미성을 만족시켰다.

V. 결 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

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

가 이미지가 더해진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개발의 중요

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상징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 디

자인 개발을 위해 2012년, 2014년 하 ·동계올림픽 개막

식 유니폼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각 나라의

이미지가 반영된 개막식 유니폼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

여, 패션 전문가 집단 10인의 FGI를 통해 국가를 상징하

는 국기, 국화, 전통의상, 국색 등과 같은 국가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국가의 유니폼을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하계올림픽 162개국과 동계올림픽 70개국의 선수단복

에 나타난 국가 상징의 반영형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하 ·동계올림픽 유니폼 디자인 모두에서 공식적인 국

가 상징의 직접 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니폼 디자인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공식적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건곤감리와 태극

문양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올림픽 유니폼은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나타내

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각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

이너나 패션브랜드에서 유니폼을 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기나 국화 또는 자국을 상징하는 색상이나 관

광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순위가 매겨지고, 경매에 올라가는 등 국

가 경쟁력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

림픽에 참가한 각국의 개막식 유니폼 분석결과, 국기나

국화 등 공식적인 국가 상징의 문양이나 색상 등을 재해

석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직접 반영한 경우가 각각 하계

올림픽 59개국(36.4%)과 동계올림픽 32개국(45.7%)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계올림픽의 경우 전통의상이

나 상징색상 등 비공식적 국가 상징이 추상화되거나 재

해석되어 간접 반영된 경우가 39개 국가(24.1%)로 두 번

째로 많았으며, 동계올림픽의 경우 공식적 상징의 간접

반영이 28개 국가(40.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하 ·동계올림픽 모두 비공식적 상징물이 직접 반영된

경우가 각각 31개 국가(19.1%), 3개 국가(4.3%)로 가장 적

게 나타났다.

셋째,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식적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 문양의 문헌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건

곤감리와 태극문양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건곤감리를 주 모티프로 하여 각각의 괘를

직접 반영형태로 다양하게 배치하거나, 태극문양의 선

과 색을 사용하여 재해석하거나 형태를 추상화하는 등

의 간접 반영을 통해 트레이닝복 세트, 티셔츠 등의 아

이템에 3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선

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태극문양이 주 모티브로 반영된

디자인과는 차별된 현대적인 유니폼 디자인의 미적 표

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국가 상징을 활용한 다양

한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태극기의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을 활용하여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2018년 평창올

림픽을 넘어 국가 간의 행사나 대외적 교류에 있어 한국

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

는 유니폼 디자인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세계적인 트렌

드가 융합된 디자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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