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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하셔츠에 사용된 히비스커스문양의 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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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ype of Hibiscus Pattern on Aloha Shirts

Mi Young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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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Hibiscus patterns expressed on Aloha shirts. This study
analyzed real data collected from man's aloha shirts displayed at the International Market Place in Waikiki of Hawaii during
January 21-27, 2007. 35 pieces of Aloha shirts with Hibiscus Patterns were was analyzed. The total of each analysis means
all number of patterns sampled or appeared to analyze the types of patterns. The motif of Hibiscus was sampled a total
of 42 units for some shirts having several motifs. Its motif was divided into two groups, 20 units(47.62%) of natural type
and 22 units(52.38%) of stylized type, according to modeling. Two types were much the same percentage. Hibiscus pat-
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solated, band and arabesque type, by formation type. The isolated type was
appeared most frequently. The layout of Hibiscus pattern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engineered print, all over print
and border print. All over print was appeared most frequently. The data of this study will be provided as a resource to
promote using and developing of the pattern of Korean rose of Sharon. 

Key word : Aloha Shirt, Hawaiian Hibiscus, Hibiscus Pattern, Rose of Sharon

1. 서  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세계화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은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나 생

활 등이 일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각 민족의 주체성

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반작용으로 한

편에서는 민족마다의 주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보존하고자 각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각 민

족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개발함으로써 세계화 속에서 자기

민족의 주체성을 갖는 것은 물론,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

은 현상으로 전통문화 즉,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우리문화(한국

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현상훈(2005)은 ‘한국적인’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찾아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우

리문화 곳곳에 잠재되어있는 유·무형의 문화를 시각화하고 형

태화하는 체계적인 연구와 고유의 디자인 창출을 위한 우리문

화의 고유성 발견과 적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에 우리문화란 무엇인지 즉, 한국적인 상징물에 관

하여 알아본 권미오(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궁화도 우리문화

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로 여기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정통성을 간직한 이미지는 즉각적이고 시각적으로 그

나라를 대변할 뿐 아니라 디자인의 국제화를 이루는 중요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민족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구체물로서 무궁화를 복식 문양으로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은 우리문화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세계화

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와이의 꽃을 무궁화와 닮았다하여 “하

와이 무궁화”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무궁화 문양이 복식에 많

이 표현되지 않는 반면 하와이에서는 민속복식인 알로하셔츠와

무무(mu‘umu‘u: 하와이 여성의 민속복식으로 원피스드레스 형

태)는 물론, 다른 장식품과 공예품 등의 생활용품에도 매우 많

이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와이 히비

스커스문양의 분석은 한국의 무궁화문양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일이라 여겨진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와이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의 하나로 세

계에 알려진 알로하셔츠에 히비스커스문양이 어떻게 응용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한국 무궁화의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무궁

화의 한국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애착심을 높이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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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무궁화 패턴의 개발을 가속화시키

고, 무궁화 문양의 복식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알로하셔츠

2.1.1. 알로하셔츠의 어의

“알로하(Aloha)”라는 말은 애정·사랑·평온·동정·자비

등을 의미하는 하와이 말이다. 19세기 중반이후로 “굿바이”와

“안녕”이라고 말하는 영어 인사로 사용되어 왔으며 “Aloha

State”는 하와이주의 별칭이기도 하다(Encyclopedia, 2008). 알

로하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알로하셔츠(Aloha Shirts)”는 하와

이에서 비롯된 여름용 스포츠셔츠로 화려한 문양의 직물로 소

매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바지 위에 옷자락을 늘어뜨려 입는

셔츠를 말한다. 

Hope(2000)에 의하면 1935년과 1936년에 하와이는 미 해군

선박이 증가되어 관광 무역과 방문이 잦아짐으로써 하와이 기

념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알로하”라는 용어는 상점 창

문과 신문에 광고된 많은 형태의 상품에 다양하게 붙여졌고, 셔

츠와 스포츠웨어에도 붙여졌다. “알로하셔츠”라는 용어의 최초

사용은 하와이 셔츠 생산자인 Musa-Shiya가 1935년 6월 28일

자 호놀룰루 신문(Honolulu Advertiser)에 최초로 광고를 실으

면서 사용하였다는 견해와 Ellery Chun이 1935년에 최초로 신

문 광고에 ‘the Aloha Shirt’라고 실었다는 견해가 있다

(Schiffer, 1997). Steele(1984)에 의하면 Ellery Chun이 1936년

에 알로하 스포츠웨어를 위한 트레이드마크를 공식적으로 등록

하였고, 1937년에는 그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1.2. 알로하셔츠의 기원 

하와이 원주민들의 옷은 타파(tapa: 폴리네시아의 수피직물)

로 만든 두르는 형태의 매우 간단한 옷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착이후 하와이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수피직물의 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서구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하와이 남자들은 서양 의복을 구하기 위하

여 영국과 아메리카 항해사들과 교역을 하였고 그 선원들로부

터 획득한 “프록(frocks)”이라는 느슨한 셔츠를 특히 선호하였

다. 프록셔츠는 남색과 흰색 체크무늬의 데님으로 만들었고 헐

렁하게 입어 하와이의 덥고 습한 기후에 적합하였다. 하와이인

들은 프록을 “팔라카(palaka)”라고 불렀다. 이 팔라카셔츠는

1930년대 초반까지 선원의 블루데님 바지(sailor moku: 앞에

단추가 달린 바지통이 넓고 두꺼우며, 어두운 색의 바지)와 함

께 내구성·시원함·디자인이 적합하여 하와이 사탕수수·파

인애플·커피 농장 등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작업복으로 널리

애용되었다. 하와이에서 입혀진 또 하나의 셔츠는 필리핀 남자

의 “바롱 따갈로그(Barong Tagalog: 필리핀 남자의 민속복식으

로 얇고 시원한 긴소매 셔츠)”로 얇게 비치는 파인애플 직물로

만들어져 시원하였다. 알로하셔츠는 이러한 유럽의 프록셔츠와

필리핀의 바롱 따갈로그 모두 바지위에 느슨하게 내려뜨려 입

는 것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다.

알로하셔츠의 처음 등장은 1930년대 거리에서부터 비롯되었

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Brown & Arthur, 2002). 그것은 알로하셔츠를 어떤 특정인이

나 특정 집단이 아닌 학교 아이들·와이키키 비치보이·무비

스타와 같은 관광객·재봉사 등 누구나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

이며, 알로하셔츠가 하와이의 다양한 혼합문화에서 생겨났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1930년대 초기에

누구나 알로하셔츠를 입었으며 처음 패드로 시작하여 전체 산

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알로하셔츠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하와이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1930년대 초기의 알로하셔츠는 일본 기모노 직물로 사용되

던 실크 또는 흰색 바탕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색상으로 프

린트 된 광폭의 면직물로 만들어졌고, 점차적으로 실크와 면 외

에 폴리에스테르·레이온·혼방 등의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

다. 알로하셔츠는 하와이 사람들과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에 의

하여 애용되면서부터 피서지나 여름의 평상복으로 널리 착용하

게 되었고, 처음에 주문으로 수공제작 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기성복화되어 대량생산·판매하게 되었다.

2.2. 하와이의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는 쌍떡잎식물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이며, 하와이 히비스커스는 “Hawaiian Hibiscus”,
“China Rose”, “Chinese-Hibiscus”, “Shoe-flower”, “Blacking

Plant” 등으로 불린다(두산백과사전, 2007). 

1920년대 초에 모든 색상과 종류의 히비스커스가 공식적인

하와이영토의 꽃이 되었으나 하와이 주의회가 합법적으로 노란

히비스커스를 공식적인 주화(州花)로 채택한 때는 1988년이다.

아주 오래된 사진과 엽서에서 하와이 주화로 빨강이나 그 밖의

다른 색의 히비스커스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Fig. 1. 하와이의 히비스커스, 연구자 촬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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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Flowers”, 2008).

히비스커스는 상록관목이고 높이 2~5 m로 자라며 가지가 많

이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9 cm 내외로 잎자루가 있으

며 넓은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며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잎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진녹색이다. 꽃은 넓은 깔때기형이고

새가지 윗부분의 겨드랑이에 1개씩 달리며 작은 꽃가지가 있

다. 꽃받침은 통같이 생기고 끝이 5개로 갈라진다. 보통 꽃잎

은 5개이며, 일부 종에 한하여 다수의 꽃잎으로 이루어졌다. 수

술은 통처럼 합쳐져서 끝에 많은 꽃밥이 달린다. 암술은 수술

보다 길고 끝이 5개로 갈라진다. 히비스커스는 하와이에서

3,000종 이상이 개발되어 꽃의 색이 백색·홍색·자홍색·적

색·등색·황색등으로 다양하고, 꽃의 지름이 10~25 cm인 것

도 있다(두산백과사전, 2007). 

히비스커스문양은 1936년 Watumull’s East India Store의

Elsie Das에 의해 처음 디자인되어 인테리어 직물에 사용되었

다(Arthur, 2000). 그녀는 하와이적인 문양 직물을 생산하기 위

하여 하와이 토종의 15가지 식물을 시리즈로 디자인하였고 그

중에 히비스커스문양도 포함되었다(Steele, 1984). 이러한 식물

문양들이 프린트된 인테리어 직물로 알로하셔츠를 제작함으로

써 알로하셔츠에 히비스커스문양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실물자료를 직접 조사·분석한 실증적 연구이다.

자료 수집 장소는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와이키

키로 정하였고, 그만큼 하와이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와

이키키에 위치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마켓 플레이스(International

Market Place)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방문하는 곳이

며 하와이의 특성을 지닌 상품들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로하셔츠는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알로하셔츠의 히비스커스문양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인터내셔널 마켓 플레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남성 알로하

셔츠를 대상으로 히비스커스의 문양이 서로 다른 35점의 알로

하셔츠를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월 21일에서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히비스커스문양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

여 조형상의 분류, 구성상의 분류, 문양의 배치로 구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유형분석에 사용된 총수는 알로

하셔츠의 총수와 상관없이 분석 기준에 따라 추출된 문양의 전

체 개수 또는 문양 출현의 전체 횟수를 말한다. 

조형상의 분류는 35점의 알로하셔츠에 다르게 표현된 모든

히비스커스문양을 한 송이 단위로 모티브화 하여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알로하셔츠에 한 가지 모티브가 사

용된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모티브들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

문양 표현이 다른 것은 별도의 모티브로 간주하여 추출하였다. 

구성상의 분류는 모티브가 결합된 형태에 따라 히비스커스

문양을 분리형·밴드형·당초형(唐草形)으로 구분하였고, 하나

의 알로하셔츠에 분리형과 밴드형이 같이 표현된 경우 각 문양

의 유형을 기준으로 셔츠의 개수는 반복하여 세어졌다. 

문양의 배치는 한 곳 배치·전면 배치·밴드형 배치로 구

분하였고, 이 또한 하나의 알로하셔츠에 전면 배치와 밴드형 배

치가 같이 표현된 경우 문양의 배치 유형에 따라 셔츠의 개수

는 반복하여 세어졌다. 

4. 히비스커스문양의 유형분석

4.1. 조형상의 분류

조형상의 분류를 위한 히비스커스 모티브는 전체 알로하셔

츠 35점에서 문양표현이 각기 다른 모티브만을 고려하여 모두

42개가 추출되었다. 이는 한 개의 알로하셔츠에서 표현방법이

다른 2-3개의 모티브가 같이 표현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모

티브의 표현방법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화 정도에

따라 크게 사실형과 양식형으로 구분되었다.

4.1.1. 사실형 

문양을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음영을 살려

표현한 유형으로 사실형 모티브는 총 42개의 모티브 중 20개

(47.62%)로 나타났다. 

4.1.2. 양식형 

사실형과 유사하면서 실제의 대상보다 아름답게 단순화 혹

은 과장시켜 표현된 것들로 단순화 정도에 따라 다시 3가지로

세분되었다. 양식-I형은 사실형이 조금 단순화되어 명암도 약간

표현된 유형으로 7개(16.67%)의 모티브가 포함되었다. 양식-II

형은 명암 표현이 전혀 없이 매우 단순화된 유형으로 9개

(21.43%)의 모티브가 포함되었다. 양식-III형은 모티브가 장식

적으로 단순화되어 변형이 가장 많이 진행된 유형으로 꽃잎의

형태가 면적인 것보다는 선적으로 표현되었고 6개(14.28%)의

모티브가 포함되었다. 양식형은 모두 22개(52.38%)의 모티브가

사용되어 사실형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4.2. 구성상의 분류

구성상의 분류는 히비스커스 꽃문양이 단독 또는 다른 문양

과 결합되어 낱개로 구분되는 형태를 갖는 분리형, 히비스커스

만 또는 히비스커스와 다른 문양이 결합되어 띠 형태를 이루는

밴드형, 그리고 꽃과 양식적인 넝쿨 가지가 결합되어 부드러운

곡선미를 표현한 당초형(唐草形)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

에 의해 분석된 문양의 구성유형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4.2.1. 분리형 

분리형은 낱개로 떨어지는 문양 단위가 한 번만 표현되거나

일정한 공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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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시 세부적으로 히비스커스가 다른 문양과 결합되지 않은

단독-분리형과 다른 문양과 결합된 복합-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다른 문양들이 셔츠에 같이 표현된 경우라도 히비스커

스가 다른 문양과 직접 결합되지 않은 경우는 단독-분리형으로

보았다. 단독-분리형은 5개(13.51%)의 알로하셔츠에 사용되었

고, 그 중 3개의 알로하셔츠에서는 사각형의 구획 안에 표현되

었다. 복합-분리형은 히비스커스와 주로 다른 종류의 식물문이

결합되었으며, 드물게 하와이 지명의 타원형 판과 결합되었고

모두 15개(40.54%)의 알로하셔츠에 사용되었다. 

4.2.2. 밴드형 

밴드형은 히비스커스가 띠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히비스커

스만으로 형성된 단독-밴드형과 히비스커스가 다른 문양과 결

합된 복합-밴드형이 있다. 히비스커스 단독-밴드형은 2개

(5.41%), 복합-밴드형은 13개(35.13%)의 알로하셔츠에 사용되

었다. 11개(29.72%)의 알로하셔츠에서 보이는 복합-밴드형은 히

비스커스가 다른 문양과 교차되어 비교적 자주 사용됨으로써

주된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히비스커스가 밴드의 주된 문양을 이루지 못하고 오토바이

나 서핑보드와 같은 주를 이루는 다른 문양의 보조문양으로 밴

드에 사용된 경우도 2개(5.41%)의 알로하셔츠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알로하셔츠에서는 히비스커스문양의 구성유형이 한

가지만 나타났으나 2개의 알로하셔츠에서는 분리형과 밴드형의

두 가지 구성유형이 같이 사용되었다.

4.2.3. 당초형 

당초형은 히비스커스가 양식적인 다른 식물 넝쿨과 결합되

어 밴드형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형성하지 않고 자유로운 곡선

형태로 뻗어나가 넝쿨의 가지가 더욱 돋보이게 표현된 유형으

로 2개(5.41%)의 알로하셔츠에서 나타났다. 

4.3. 문양의 배치

알로하셔츠에 사용된 히비스커스문양은 배치 형태에 따라 한

곳 배치· 전면 배치·밴드형 배치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Table

3은 이러한 문양 배치의 대표적인 예를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

며 알로하셔츠의 가슴 포켓은 모두 생략하였다.

4.3.1. 한 곳 배치 

히비스커스문양이 알로하셔츠의 한 곳에만 장식적으로 사용

된 것을 말하며 2개의 셔츠에서 나타났다. 한 곳 배치는 특정

하게 정해진 위치에 문양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 개의

셔츠에는 문양이 셔츠의 앞판 오른쪽과 뒤판 왼쪽의 정해진 위

치에 배치되었다. 문양은 다른 식물문양과 결합된 복합문으로

배치된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문양으로 표현되었다.

다른 한 개의 셔츠는 전체에 지도나 나침반, 카메하메하

(Kamehameha) 대왕 등과 같은 하와이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흐

트러져 있는데 그 중에 히비스커스가 야자나무와 결합되어 하

Table 1. 히비스커스 모티브의 유형 

유형 모티브개수(빈도) 대표모티브 모티브 도식화 실물사진

사

실

형

20
(47.62%)

양

식

형

I
7

(16.67%)

II
9

(21.43%)

III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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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를 상징하는 문양의 하나로 알로하셔츠의 한 곳에 표현되

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와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직

물에 크고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아주 드물게 표현된 상

태에서 의복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즉 히비스커스 문양이

우연적으로 한 곳에 표현된 것이지 특정한 위치를 고려한 배치

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4.3.2. 전면 배치

전면 배치는 히비스커스 문양이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 없이

불규칙적으로 전면에 흐트러지게 배치된 것을 말하며 문양 구

성유형의 분리형과 당초형이 전면 배치에 사용되었다. 흐트러

지게 배치된 분리형은 17개(45.94%)의 알로하셔츠에서 나타났

고 당초형은 히비스커스와 결합된 넝쿨 가지가 지속적으로 연

결된 것같이 전면에 배치된 것으로 2개(5.41%)의 알로하셔츠

에서 나타났다. 

4.3.3. 밴드형 배치

히비스커스문양이 가로와 세로의 밴드 형태로 셔츠에 배치

된 것으로 모두 16개(43.24%)의 알로하셔츠에 표현되었다. 다

른 종류의 문양 밴드와 엇갈리게 배치되기도 하였다. 가로-밴

드형의 배치는 모두 9개(24.32%)의 알로하셔츠에 사용되었는

데 Table 3의 도식화와 같이 주로 셔츠의 가슴·등 뒤·뒤 어

깨·소매부분에 배치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더하여 아랫단과

칼라에도 가로 밴드가 배치된 것과 다른 곳에는 배치되지 않고

Table 2. 히비스커스문양의 구성유형

유 형 셔츠개수(빈도) 문양 구성의 도식화 실물사진

분

리

형

분

리

형

단독
5

(13.51%)

복합

(+식물문(14), 
기하학문(1))

15
(40.54%)

밴

드

형

단독
2

(5.41%)

복합

주문양

(+식물문)

11
(29.73%)

보조문양

(+오토바이
, 서핑보드)

2
(5.41%)

당

초

형

복합

(+넝쿨가지)

2
(5.41%)

※(2개의 셔츠에는 분리형과 밴드형이 같이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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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단 부분에만 배치된 것도 있다.

세로-밴드형의 문양 배치는 셔츠의 어깨부분만 가로로 배치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세로로 배치되었으며, 7개(18.92%)의

알로하셔츠에서 나타났다. 

알로하셔츠 2개는 문양의 전면 배치와 밴드형 배치가 같이

사용되었다. 전면 배치에는 분리형 히비스커스가 흐트러져 있

고 밴드형 배치에는 가로-밴드형이 밑단부분에 배치되었다. 

5. 결  론

하와이 와이키키에 있는 인터내셔널 마켓 플레이스에서 판

매하고 있는 알로하셔츠에서 히비스커스문양이 어떻게 표현되

고 있는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히비스커스 모티브는 알로하셔츠의 수와 상관없이 표

현 양식만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모티브가 총42개 추출되었다.

표현방법 분석에 따른 조형상 분류는 사실형 20개와 양식형 22

개로 나타났으며, 양식형은 단순화 정도에 따라 다시 3가지 유

형으로 세분되었다. 히비스커스 모티브는 사실형과 양식형 두

가지 유형이 비교적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히비스커스문양의 구성을 히비스커스가 단독 또는 다

른 문양과 결합되어 낱개로 구분되는 분리형, 히비스커스만 또

는 히비스커스와 다른 문양이 결합되어 띠 형태를 이루는 밴드

형, 그리고 밴드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양식적인 넝쿨 가지와 결

합되어 표현된 당초형으로 구분한 결과, 분리형에서 단독-분리

형 5개(13.51%)와 복합-분리형 14개(40.54%), 밴드형은 15개

(40.55%), 당초형은 2개(5.41%)의 알로하셔츠에서 나타났다. 여

기서 히비스커스문양은 다른 식물문양과 결합된 복합-분리형과

복합-밴드형이 알로하셔츠 문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히비스커스문양의 배치를 한 곳 배치·전면 배치·밴

드형 배치의 3가지로 분석한 결과, 한 곳 배치는 2개(5.41%),

전면 배치는 19개(51.35%), 밴드형 배치는 16개(43.24%)의 알

로하셔츠에서 나타났다. 밴드형 배치에서 세로-밴드형 문양이

사용될 때는 칼라에도 히비스커스문양이 사용되었지만 가로-밴

드형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칼라부분에 히비스커스문양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히비스커스문양은 하와이의 민속복식인 알로하

셔츠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하와이인들은 히비스커스문양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들 스스로는 물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와이의 상징적 문

양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우리만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세계 속

에 한국의 이미지로 부각시키지 못하였으며 활용 또한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한국적인 상징물로 무궁화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궁화 문양을 세계 속의 한

국적 문양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와이의 히비스커스문양 표

Table 3. 히비스커스문양의 배치

배치 구분 셔츠개수(빈도)  문양 배치도 실물사진

한 곳 배치
2

(5.41%)

 

전

면

배

치

분리형
17

(45.94%)

당초형
2

(5.41%)

밴

드

 형 
배

치

가로-
밴드형

9
(24.32%)

세로-
밴드형

7
(18.92%)

※(2개의 셔츠에는 전면 배치와 밴드형 배치가 같이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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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다른 한국의 독특성과 미적인 점이 강화되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이 복식 문양으로 사용될 무궁화 디

자인을 개발하고 한국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논문은 하와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히비스커스문양

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대중

적으로 생산된 알로하셔츠라는 복식에 사용된 문양을 분석함으

로써 한국적인 무궁화문양의 복식문양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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