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11권 제5호, 2009 Vol. 11, No. 5, pp.691-700(2009)
＜연구논문＞

691

태극문양을 활용한 국제 경기용 골프웨어에 관한 연구

이연순 · 이정은 · 김경아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The Study of the Golf Wear for International Game Using Taeguk 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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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extile design development of the golf wear for international game in which it can
inform the status of Korea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the national symbolic image, and for this we developed the motive
of modern Taeguk motive. According to an increase of popularization of the golf wear and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game, the status of our country needs to be enhanced by developing the motive which the Korea symbolic pattern applied
and applying to the golf wear, and it needs to contribute to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commercialization. 'Taeguk' is
love with ideological concept and the Korea Founding Principles. The symbolic characteristic in which it represents the
Korean image is clear. We presented applicable modern direction based on the figurative features and meaning of tra-
ditional pattern. The result of modernized Taeguk motive application to golf wear, effect of our country symbol showed
up on a large scale in case of using single motive. And the pattern in which many arrangement methods are applied was
more effective that it applies as the part of the detail than the front construction. In addition, we consider that It makes
a large contribution to the fashion industry's development by application of fashionable pattern added in applied motive
to golf wear.

Key words: golf wear for international game(국제 경기용 골프웨어), national symbolic image(국가 상징적 이미지
), modernized Taeguk motive(현대화된 태극 모티브), pattern arrangement methods(패턴 배열법)

1. 서  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난 21세기에는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

는 웰빙의 인기와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스포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저·스포츠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되었고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대중화

됨에 따라 골프웨어의 시장규모도 해마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

다. 1997년 잠시 성장을 멈추었던 골프시장의 재확대와 함께

젊은 연령층의 골퍼들이 주요 소비자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향은 골프웨어가 캐주얼웨어화되고 일상복화되는 주요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외에서 치러지는

경기에 참가하는 모습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고,

국민 경제수준의 향상은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하는 골프웨어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또

한 10~20대의 젊은 골퍼들이 해외에서 선전함으로써 골프를 즐

기는 인구의 연령층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기 때마다

착용한 골프웨어는 골프웨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

로 다양한 스포츠 경기종목 가운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경기를 통해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골프 경기복을 중심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이후에 진행된 골프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골프

웨어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최윤희, 2001; 이지은, 이주현,

2002), 캐릭터를 활용한 골프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백설희,

2005), 골프웨어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 연구(김주애, 2006;

박은주, 표희수, 2006)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도 골프웨어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업계의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며 유행경향을 따르는

연구에 대부분 치중하였으며,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상징적 이미지의 시

각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현대 패션산업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 차

별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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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

한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용 골프웨어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최근까지 연

구된 경기용 골프웨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태극문양을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모티브로 응용하기

위해 태극문양의 상징성을 알아보고 태극문양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위의 문헌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태극문양을 응용한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2.1. 경기용 골프웨어의 문헌 고찰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경기용 골프웨어에 대한 문헌 및 논문들을 고찰

하였다. 고찰 내용으로는 경기용 골프웨어의 변천과 골프웨어

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요약, 정리하

였다. 

2.2. 태극문양의 문헌 고찰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태극문양에 대한 문헌 및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고찰 내용으로는 태극문양의 사상적 배경, 상징성 및 종류, 태

극문양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요약 및 정

리하였다. 

2.3. 텍스타일 디자인 제안

텍스타일 디자인 제안은 한국의 전통문양 중 태극문양을 응

용하여 하나의 모티브를 디자인하였고, 핸드 드로잉(hand

drawing) 및 포토샵 프로그램(photoshop program)을 활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화하였다.

전통문양인 태극문양을 응용하여 4가지 디자인의 모티브를

제시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정을 거쳐 최

종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모티브의 배색은 기본 배색 및 대중

성을 고려하여 2009~2010년 f/w color trend(색채 유행경향)

자료에서 제시된 유행색을 활용하여 5가지 배색으로 모티브를

제안하여 총 6개의 모티브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구성

방법으로 배열시켰다. 또한 개발한 모티브의 전개 및 패턴화를

통해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하였

다. 작업방법은 수작업과 포토샵 프로그램 활용을 병행하였고,

골프웨어의 기본적인 아이템을 도식화로 나타내어 시뮬레이션

화하고 착장 시뮬레이션 작업을 행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경기용 골프웨어의 문헌고찰

3.1.1. 경기용 골프웨어의 변천

현재 골프웨어는 일반인이 착용하는 복장과 프로골퍼가 경

기때 착용하는 복장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는 골프웨어 업체들

의 마케팅으로 인해 세계적인 프로골퍼들이 착용하는 복장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

웨어가 일반적인 패션트렌드와 많은 관련을 가지게 되어 골프

웨어의 개념이 운동복에서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된 일상복으

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동들의 전통놀이에서 유래된 골

프는 귀족들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들의 일상복을 그대로 착

용하였으며, 세계대전 이후에야 운동복으로서 분리되어 좀 더

편안한 차림으로 경기할 수 있게 되었다(김소현, 박재옥, 2000).

최초의 프로 경기가 개최되었던 1754년 세이트앤드류스 골

프클럽에서의 당시 삽화를 보면 이 시기에도 긴 상의의 프락

(frac)과 베스트(vest)에 큐롯(culotte)을 착용했으며 굽이 낮은

단화와 삼각형의 모자를 착용하였다. 여성의 복장 또한 비교적

화려한 장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타이트한 허리 부분과 발목

길이의 롱스커트가 주류를 이루었다(백설희, 2005).

19세기 후반의 골프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세계

적인 스포츠로 급부상하였고,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유럽의 경

제와는 달리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해 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골프복에 실용성을 추구하며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미국의 골

퍼들은 니커보커스에 트위드 자켓을 입거나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모자를 착용했으며 평상복보다 약간 간소한 캐주얼한 분

위기를 띠게 되었다. 여성 골퍼들의 복장도 타이트했던 허리선

이 다소 편안해졌다(조좌호, 1980).

20세기 초반까지 골프대회에서의 복장은 그 격식과 예절을

중요시하여 여성의 경우 바지의 착용을 제한하였고 남성 또한

자켓차림의 골프웨어를 착용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국제대회

에서 선수들에 대한 복장규정이 사라지면서 다른 경기종목의

선수들보다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할 수 있었다. 이는 골프의 대

중화와 더불어 골프웨어의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골프웨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

션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골프웨어 관련 업체들의 선

수 마케팅은 골프웨어가 일상복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4대 메이저대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진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골프선수들이 착용하는 전문 경기복에 더

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큰 영

향을 미쳤다. 타이거 우즈, 박세리, 신지애 등 젊은 프로골퍼들

의 활약은 10대 선수들의 희망이고, 그들이 대회 출전시 착용

한 복장은 골프웨어 패션업계에서 한층 젊어진 20~30대를 위

한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형성시켰다. 

이와 같이 골프웨어는 과거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부의 상징

으로서의 의미가 컸으나, 점차 골프를 즐기는 연령대가 낮아지

고 대중화됨에 따라 캐주얼한 일상복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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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경기복을 디자인하여 우리나라 선

수들이 국제대회 출전시 착용한다면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 아

니라 상품화를 통해서도 패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

으로 사료된다.

3.1.2. 경기용 골프웨어와 관련된 선행연구

2000년 이후에 발표된 골프웨어와 관련된 논문들은 크게 디

자인에 관련된 연구,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 소재에 관한 연

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마케팅에 관련

된 연구로서 골프웨어의 구매시 소비자의 선호도 분석 및 브랜

드 선호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디자인 개발에 관

한 연구나 소재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활발하게 진행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골프웨어에 대한 선행연구의 동향은 소비자의 구매성

향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 분야와 소재 분야를 결

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지은, 이주현(2002)의 연구는 최근 골프웨어의 새로운 소

비자층인 20~30대의 젊은 여성 골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웨어

트렌드를 활용한 골프웨어의 디자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새로운 소비자층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는데, 연령집단에 따라 차

별적인 상품기획이 필요하며 이들 소비자층은 일상복으로 착용

할 수 있는 골프웨어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윤희

(2001)는 현재 골프웨어 시장의 동향과 국내외 트렌드 정보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성향을 조사하여 골프웨어를 제작하였다. 소

비자의 성향을 조사하여 소재분야와 접목시킨 임정호(2001)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조사 결과는 남녀모두 골프웨어 T셔츠와 바

지에 사용된 소재로써 면 100%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면 100% 소재와 신소재에 대한 착의실험

을 비교하여 행한 결과에서는 신소재에 대한 착의감이 우수하

다고 나타났으므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연구로서 백설희(2005)는 국내외 골프웨어 브랜드에 나

타난 캐릭터의 종류를 조사·분석하였으며,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한 후 이를 패턴화하여 남성용 골프웨어를 개발하였다.

골프웨어는 경기용과 레저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러한 점은 골프웨어 관련업체의 선수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일반

인들의 골프웨어 구매로까지 연결되어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골프웨어에 관련된 연구동

향들은 특별히 경기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2. 태극문양의 문헌 고찰

한국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문양에 대한 선행연구(최경희 외,

2003a)에 따르면 선수와 일반 남녀 모두에게 응답을 허용한 결

과 태극문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고, 또 다른

선행연구(김민자, 박주희, 2002)에서는 국가상징물인 태극과 4

괘로 구성되어진 태극기를 응용한 문양을 토대로 국가대표 축

구선수의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한국적 문양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의 얼굴이며 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 제안을 하기 위하여 먼저 태극문양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3.2.1. 태극의 사상적 배경 

태극을 풀이하면 ‘거대한 절대’ ‘큰 덩어리’ 즉 궁극의 진리,

우주를 의미한다. 우주는 최초의 아무것도 없는 무극에서 출발

한다. 이 무극은 곧 반야심경의 ‘공’이며 노자의 ‘도’이며 만물

의 씨앗을 품고 있는 만물의 근원이다. 이 ‘공’ 즉 무극에서

하나가 나왔으며 비로소 음양이 분화한다. 이러한 원리를 설명

한 것이 바로 음양 이원론이다. 주역에서 하늘과 땅을 비롯하

여 천지만물은 모두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으로 성립하였다고

한다(조진옥, 2007). 즉 태초에 태극에서 음, 양이 생기고 음양

은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또 사상은 팔괘로 분화된다고 하였다.

태극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상태로서 우주만물 구성의 가

장 근원이 되는 본체를 일컬음이요, 사상이라 함은 음양의 네

가지 현상으로서 노(老)양, 노음, 소(小)양, 소음을 일컫는다(안

상수, 1996). 태극은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만물은 태극에서 나

왔으며, 만물이 태극에서 나올 때 모두 태극 속에 들어있는 생

명체인 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생물이라면 미물까지도 태

극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최경희 외, 2003b). 

이렇게 만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처음을 태극

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춘하추동(春夏秋冬)을 예로 들면 봄이

태극이 되고, 동서남북(東西南北)이라고 하면 동이 태극이 되고

인의예지(仁義禮智)라고 하면 인이 태극이 된다. 또한 태극은

Table 1. 골프웨어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저자(년도) 논문명 발행처

1 백설희 (2005) 캐릭터를 활용한 골프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최윤희 (2001) 골프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이지은·이주현

(2002)
최근 스포츠웨어 트렌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과 이에 기초한 

골프웨어 디자인방향의 제시 -국내 20~30대 여성골퍼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4 임정호 (2001)
골프웨어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소비자 시장조사와 착용시 쾌적감에 

대한 연구:소재 및 디자인 유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소현·박재옥

(2000)
여성 골프웨어 발달에 관한 고찰-1900년대 이후의 미국 VOGUE지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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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만물을 내기 때문에 사랑이 곧 태극사상이다. 우리나

라 개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며 그 홍익인간이 바로 태

극사상이다(태극, 2005. 6. 4).

3.2.2. 태극문양의 상징성

태극은 음과 양의 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태초에 우주가 생

겨 태극이 생기더니 둘로 갈라져 음과 양이 되었다는 음양이원

론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안상수, 1996). 또한 태극은

유교사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의 궁극적인 생

성원리를 상징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최경희 외,

2003b). 

태극의 기본적인 조형원리는 대칭이며 주기적인 반복과 근

본적인 변화의 규칙성, 균일성에 의한 불변의 항상성을 음양이

대립되는 균형의 원리로 나타내고 있다. 원속의 청색과 적색은

중앙의 태극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칭상태에 놓여있으며 두 곡

옥의 형태는 회전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구조는 각

기 동등하면서도 반대되는 대항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태극문양은 선(線)적인 형태이면서 형(形)적인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기하학적 패턴으로 볼 때 하나의 큰 원 속에 그 반경을

직경으로 하는 두 개의 작은 원을 내접시킴으로써 원을 이등분

하는 선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곡선이 태극을 간결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원에 의해 형성된 파상선(~)을

이룬다. 또한 형적인 형태로 분석해 보면 원과 두 개의 곡옥형

태로 볼 수 있는데 원은 분열을 최소화시키면서 강력한 일관성

을 보이며 곡옥은 원안에서 각기 독립되면서도 서로 받쳐주는

대칭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경희 외, 2003b). 곡옥의 형태는 무

거운 쪽의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힘의 팽창을 보여주지만, 가

벼운 쪽의 방향으로 역회전하게 되면 무극으로 돌아가 힘의 수

축을 보여주게 된다. 힘의 팽창과 수축의 느낌은 곡옥에서 뿐

만 아니라 태극의 전체 윤곽인 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원

은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힘이 방사되어 팽창하는 느낌을 갖

게 하며 반대로 원의 중심으로 힘이 집중되는 수렴의 느낌도

주고 있다. 이러한 원의 선적, 형적 대칭과 변화는 부분과 전

체, 부분과 부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김은정, 1998).

이와 같이 태극문양은 단순히 문양으로써의 의미뿐 아니라

민족의 전통사상이며 민족단합을 상징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다. 이러한 태극문양은 그 종류와 형태

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

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문양 가운데 국가를

상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된 태극문양을 우리나라를 대

표할 수 있는 전통문양의 조형적 특징과 본질적인 의미를 염두

에 두고 현대에 맞게 응용하여 경기용 골프웨어의 디자인에 활

용하고자 한다. 

3.2.3. 태극문양과 관련된 선행연구

2000년 이후 진행된 태극문양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 개발과

문화상품 제작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태극문양을 응용하여 디자

인을 개발하거나 조형성을 연구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장신구, 공예품, 인테리어, 건축 등의 분야에 활용되었다. 반면

의류패션 분야에서 태극문양을 활용한 연구는 최근에 스포츠웨

어와 관련하여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는

태극문양이 한국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이므로 스

포츠웨어와 밀접한 관련성을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는 그

다지 다양하지 못하고 수적으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최경희 외(200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경기용 수영복에 한국적 이미지의 문양을 적용하기 위해 수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국문양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가

장 선호도가 높게 나온 태극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

였다. 김민자, 박주희(2002)는 국가대표 축구유니폼의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국가대표의 유니폼 디자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물인 태극기와 호랑

이 문양을 패턴화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들 선수들

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태극 이

미지를 이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한 조진옥(2007)은 선

행연구와는 차별화를 두어 태극 이미지를 현대의 국제적인 경

향에 맞춰서 응용함으로써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를 실

무제작하여 상품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태극문양을 현대적인 모티브로 응

용하여 경기용 골프웨어에 적용할 것이며 나아가 디자인된 모

티브를 캐릭터 상품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걸친 골프웨어산업

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able 2. 태극문양과 관련된 선행연구

저자(년도) 논 문 명 발행처

1 최경희 외 (2003a)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I)-오방색과 태

극문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3(2)

2 최경희 외 (2003b)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II)-오방색과 태

극문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3(4)

3 김민자·박주희 (2002) 한국적 이미지의 축구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4)

4 조진옥 (2007) 태극, 팔괘 이미지를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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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타일 디자인 제안

골프웨어와 한국적 문양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민

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문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3.3.1. 모티브의 선정

태극문양은 팔괘와 더불어 유교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철학

적인 음양사상의 강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문

양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적 이미지의 문양이라는 최경희

외(2003a)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고 더불어 태극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문양이므로 국제대회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알

릴 수 있는 모티브로써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태극

을 주 모티브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3.3.2. 모티브의 묘화 및 배열

태극은 만물의 기원이며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전에 세상 만

물의 원시 상태를 가르킨다. 또한 우리 고유의 민족사상과 정

서가 깃들어 있고 행운을 상징한다(조진옥, 2007). 이와 같은

태극의 상징적 의미와 스포츠에서 필요한 힘, 역동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정을 거쳐 선

정된 최종 모티브는 Fig. 2와 같고, 이를 배열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선정된 모티브는 수작업으로 양식화하여 드로잉하였고 포토

샵을 사용하여 모티브 묘화를 완성하였다. 주 모티브인 태극문

양은 동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위하여 타원 안에서 파상선에 의

해 이뤄진 두 개의 곡옥형태를 수직으로 겹치게 구성하였고, 팔

괘 중에서 곤(坤)의 문양은 살아있는 느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곡

선으로 리듬감 있게 하여 캐릭터적인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다. 모

티브의 기본 배색은 태극문양의 대표적 색상으로 검정, 흰색, 빨

강, 파랑색의 4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묘화된

모티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태극문

양의 배색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

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3. 모티브 배색 

태극문양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모던한 이미지의 모티브에 포

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티브 배색 및 배열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모티브 1~모티브 5의 배색은 ‘TREND IN KOREA’에서

제시한 2009~2010년 F/W 유행경향에 나타난 색상을 활용하

였다. 모티브 1은 파스텔핑크, 은회색, 메탈이 가미된 검정색

으로 배색하였고, 모티브 2는 보라, 밝은 올리브 그린, 어두운

청색, 어두운 회색으로 배색하였으며, 모티브 3은 빨강, 회색,

자주색을 활용하였다. 모티브 4는 내츄럴을 표현하기 위해 그

린과 브라운 계열의 배색을 사용하였고, 모티브 5는 현대적인

모던함을 표현하기 위해 은회색, 마젠타색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티브 1~모티브 5의 배색 및 배열 결

과는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 골프화, 액세서리 등의 분야에서

단독모티브로 로고화하거나 패턴화하여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Fig. 1. 모티브 선정

Fig. 2. 모티브 묘화

Fig. 3. 모티브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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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모티브 배색 및 배열 

Fig. 5. 기본 배색 모티브의 패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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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웨어 관련산업에서 매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3.3.4. 모티브의 전개 및 패턴화

모티브의 전개형식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티브를

툴(tool)로 그린 다음 모티브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하

도록 구성하는 전면구성과 기본 형상의 모티브를 90도 또는

180도 회전시켜서 패턴화한 전도구성 및 줄구성으로 하여 반복

단위(repeat) 배열을 행하였다. 또한 반복단위 배열법으로는 벽

돌형 패턴(brick pattern) 배열법, 하프 드롭 패턴(half drop

pattern) 배열법을 이용하였다.

3.3.4.1. 기본 배색 모티브의 패턴 전개

기본 배색 모티브를 이용하여 이를 패턴화한 결과는 Fig. 5

와 같다.

3.3.4.2. 5가지 배색 모티브의 패턴 전개

골프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상품화 및 대중화를 위하여 칼라

트렌드를 고려한 5가지 배색 모티브를 활용하여 패턴화한 결

과는 Fig. 6과 같다.

줄구성법을 활용한 패턴 1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바지의

패턴으로 사용하면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벽지와 같

은 직물패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도구성을 활용한 패턴 2

는 기본 형상의 모티브를 90도 또는 180도 회전시켜서 패턴의

기본 단위를 정한 것으로 상의와 하의 구별없이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기본 형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패턴 3

과 패턴 6은 전면구성법으로 패턴 3은 모티브의 크기에 원근

법을 적용하여 대각선으로 구성한 것이며, 패턴 6은 모티브를

방향성 없이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한 것이므로 의류봉제

및 재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경제

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패턴 3과 패턴 6은 캐디백이나

골프우산과 같은 액세서리에 활용하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

다. 패턴 4와 패턴 5는 벽돌형 패턴 배열법과 하프 드롭 패턴

배열법을 적용한 것이다. 벽돌형 패턴 배열법은 균형잡힌 반복

을 나타내며 의상에 활용하면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며 하프

드롭 패턴 배열법은 리듬감과 변화가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패턴 4와 패턴 5는 전면구성으로 패턴

화하여 의상뿐만 아니라 벽지, 커튼과 같은 인테리어 직물로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3.5. 시뮬레이션화 

3.3.5.1. 도식화 시뮬레이션 작업

Fig. 6. 모티브 배색을 활용한 패턴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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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패턴으로 골프웨어의 가장 기본아이템인 니트 목폴

라 티셔츠, 조끼, 스커트, 바지를 도식화 작업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목폴라 티셔츠의 경우 모티브를 단독으로 앞과 뒤의 중앙에

적용하였으며 스커트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고려하여 반복배열

시킨 모티브를 사이드 패널(side panel)에 일부분 적용하였다.

조끼 및 바지는 모티브를 전면구성으로 반복배열한 패턴을 전

체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티브의 전개방법 및 배열법을 아이템

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것은 골프웨어를 착용할 때 다양한 조

합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여 착용 활용도를 향상시켜려

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외에도 모티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

화하여 패턴에 적용시키면 그 활용도와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

로 사료된다.

3.3.5.2. 착장 시뮬레이션 작업

완성된 패턴의 착장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8과 같다. 착장

시뮬레이션 1은 목 폴라 티셔츠, 조끼, 바지와 캐디백의 구성

으로써 기본 배색의 태극 모티브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목폴라 티셔츠와 바지는 가장 안정감을 주는 벽돌

형 패턴 배열법을 적용하였고 캐디백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방

향성 없는 전면구성법을 적용하였다. 조끼의 왼쪽 상단과 캐디

백의 오른쪽 하단 윗부분에는 단독 모티브를 로고화하여 우리

나라를 상징하였다. 따라서 착장 시뮬레이션 1은 국제대회 경

기용으로 적합한 결과물로 해석되었다. 

착장 시뮬레이션 2와 3은 색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텍스타일

Fig. 7. 도식화 시뮬레이션 작업

Fig. 8. 패턴을 활용한 착장 시뮬레이션



태극문양을 활용한 국제 경기용 골프웨어에 관한 연구 699

디자인을 적용한 예로써 대중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착장 시뮬레이션 2는 원피스 스타일의 골프웨어로서 모

티브 전개방법으로 전면구성에 반복단위 배열법인 하프드롭 패

턴법을 적용하였다. 양말의 경우는 단독 모티브를 로고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캐디백도 원피스와 같은 방법의 배열법을 적용하

였다.

착장시뮬레이션 3은 조끼의 경우 중앙에 단독 모티브를 적

용하였으며 바지는 기본 모티브를 상하좌우 대칭배열한 패턴을

기본단위로 적용하여 작업하였다.

응용된 모티브를 활용하여 골프웨어에 적용시킨 결과 경기

용 골프웨어의 경우 단독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여러 가지

배열법이 적용된 패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분

적인 디테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응용된 모티브에 패션성을 가미한 패턴을 골프웨어에 적용하여

이를 일상복화하는 것도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상징적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한국의 위

상을 알릴 수 있는 국제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태극문

양을 응용하여 모티브를 개발하였고 이를 패턴화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골프웨어는 착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대중화

됨에 따라 캐주얼한 일상복으로의 착용이 일반화되었고, 프로

선수의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 트렌드에 민감한 복종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명성

과 실력이 높아져 국제대회 출전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을 응용한 모티브를 개발하여 골프웨어에

적용시킴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상품화를 통해

서도 의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전통문양 가운데에서도 태극은 사상적 개념으로 사랑

을 일컬으며 우리나라 개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바로

태극사상이다. 또한 국가를 상징하는데 가장 적합한 태극문양

은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양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통문양의 조형적 특징과 본질적인 의미를 염두

에 두고 현대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을 인식하였다. 

셋째, 골프웨어 및 태극문양의 문헌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대회 경기용 골프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모티브는 현대적인 캐릭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태극문

양을 응용하여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모티브의 배색은

먼저 태극문양의 대표적 색상인 검정, 흰색, 빨강, 파랑색을 사

용하여 기본배색으로 제안하였으며, 2009~2010년 F/W 유행경

향에서 표현된 색상을 배색한 5가지 모티브를 제안하여 총 6

개의 모티브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티브의 전개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전면구성, 전도

구성, 줄구성으로 하여 반복단위(repeat) 배열을 행하였으며, 반

복단위 배열법으로는 벽돌형 패턴(brick pattern) 배열법, 하프

드롭 패턴(half drop pattern) 배열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패턴

으로 골프웨어의 가장 기본 아이템인 니트 목폴라 티셔츠, 조

끼, 스커트, 바지를 도식화 작업하여 시뮬레이션화하였고, 좀 더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착장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응용된 모티브를 활용하여 골프웨어에 적용시킨 결과, 경기

용 골프웨어의 경우 단독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여러

가지 배열법이 적용된 패턴의 경우는 전면으로 구성하기보다

부분적인 디테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더

불어 응용된 모티브에 패션성을 가미한 패턴을 골프웨어에 적

용하여 일상복화하는 것도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발된 모티브를 패턴화함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

템의 제시 및 골프 경기대회 참가시에 필수적인 액세서리에 대

한 모티브의 패턴적용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과 제시된 각각

의 배색 모티브를 다양한 전개방법에 적용하지 못한 점에서 제

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국가이미지를 한층 업

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한국적 문양의 개발을 다양화하는 연구

를 진행할 것이며, 모티브 색상 및 전개방법을 다양하게 활용

하여 상품에 따라 적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를 시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기능성을 극대화시

킬 수 있는 소재 및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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