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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official marker of the Korea’s national symbol to inform the world of the country’s 
existence to the global community in the 21stcentury enhances the autonomy and the competitive-
ness of Korea. It is thought that selecting a motif for promoting the national identity through 
cultural products or costumes can prepare an opportunity for gaining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use of a traditional 
Korean symbol, Mugunghwa, and how it increases the cultural value of Korea, and develops the 
modern Korean image.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searching for the 
scope of usage of the national flower Mugunghwa from various angles for enhancing the Korean 
image. Second, developing a national symbol image of modern sense that reflects trend by using 
Mugunghwa. Third, clarifying the application scope and role of the national symbol image using 
Mugunghwa, and present a specific usage plan for creating more value. As for the study method, 
the study is conducted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and six pieces of work of mod-
ern Mugunghwa image are presented as the result.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image of 
Mugunghwa as a national symbol, this study proposed a role of a cultural ambassador by apply-
ing Mugunghwa to fashion products or costumes. As for the expected effect,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another national symbol and a new perspective on national symbol 
will appear. It is thought that the cultural value of a national symbol can be understood through 
this study and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various national symbols for enhanc-
ing the national im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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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

실을 알리기 위해 국가 상징이라는 공식적 징표를

활용하여 세계에 한국적 이미지를 알리는 것은, 국가

의 주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패션문화상품을 통하여 국가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

는 모티브의 선정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정통성을 간직한 나라꽃 무궁

화를 이용하여 한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 상징 이미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무궁

화 모티브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한국적 이미지의 패

션문화상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

여 국화인 무궁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활용

범위를 모색한다. 둘째, 국가 상징 이미지로서 무궁

화를 모티브로 한 일반적인 사례와 패션문화상품으

로 활용된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 상징 이미지의

적용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셋째, 무궁화를 활

용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현대적 감각의 국가 상징

이미지 모티브를 디자인 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

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패션문화상품 12작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사례 고찰을

토대로 국가 상징 이미지로서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패션문화상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로써 현

대적 감각의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12작품을 제시한다. 이때 패션문화상품의 아이템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 선호도와 구매도가 높은 패

션 소품으로 한다.

선행연구 조사는 패션문화상품과 무궁화가 키워드

인 것으로 하는데, 패션문화상품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행동에 관한 마케팅 관

점의 연구와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것으

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케팅 관점의 연구로는 김하

연1), 조윤경2), 장세정3)이 한국적 이미지의 패션문화

상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

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 개발과 지역 축제에 관한 연구로 다시 구분

이 되었다. 김현화4), 전유진5), 김소형6), 신혜선7), 남

재경8)이 한국 전통 문양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경희9), 이재민10)이

지역 상징물을 강조한 문화관광 축제의 활성화를 위

한 연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을 위

한 전략과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

처럼 선행 연구가 주로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문화상품을 개발에 관한

것이나 문화상품의 구매태도에 관한 것으로, 공식 국

가상징이자 국화인 무궁화를 주제로 패션문화상품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선행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상징 이미지로서의 무궁화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11)

그리하여 국가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사회의 역사와 문화

적 환경이나 학습, 관습에 의한 주관적 의미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관념들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기호화한 표현이다.12) 이러한 국가 상징은 국민의 가

치관과 태도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의 가치

관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 스코트에 의하면 국가

이미지란 ‘그 국가를 떠올릴 때 생각 또는 기억나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그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

지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총체적 이미

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13)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국가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 갖는 인식의 총체

로서 역사, 정치, 문화, 외교, 문화, 예술, 스포츠적 요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내

외국인들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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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

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14) 우리나

라의 공식적인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

화, 국새, 나라문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의정관에서

는 국가상징의 개념과 기능을 정의하여 밝히고 있으

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가상징에 대

한 선양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과 식물로

나라꽃을 가리키며, 나라꽃은 법령으로 제정한 나라

들도 있으나 그 나라의 자연, 풍토, 역사, 문화와 관

련이 깊은 식물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

다.15) 국화인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른 새벽부터 매일 새롭게 피어남으

로써 근면성과 진취성을 나타낸다. 또한 100일 이상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으로 우리 민족의 끈기와 인내

를 표상하며, 흰 바탕에 꽃심 부분이 붉은 꽃으로 단

일민족의 순결성, 결백성을 보여준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

루에 2∼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16)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

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

를 ‘근화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도 우리

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

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

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

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

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

제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

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17)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무궁화동산과 거리조성을 하였고,

1990년에 꽃잎 중앙에 붉은 꽃 심이 있는 단심계 홑

꽃을 정부 보급품종으로 지정했다. 2002월드컵을 계

기로 무궁화축제 개최 등으로 붐이 조성되어 2007년

에는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에 민

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무궁화를 사랑

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18)

2. 패션문화상품의 정의와 분류
패션문화상품은 문화상품, 즉 한 국가 혹은 사회

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용가치가 결합되

어 생산되는 모든 상품 중에서 패션 특성을 가진 상

품을 말한다.19) 홍희숙20), 신혜선21)은 국가 혹은 지

역의 문화적 요소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상품을 패

션문화상품이라 하였고, 이진화22)는 한국 문화의 특

성을 반영한 상품 의류, 패션 잡화, 기념품 티셔츠,

모자, 보석, 액세서리, 생활한복 그리고 섬유공예품으

로 분류 정의하였다. 현선희23)는 자국의 전통문화와

이미지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패션

문화상품의 범위를 패션의류와 및 잡화, 액세서리로

그리고 생활소품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조윤진24)은

전통적 요소와 한국의 현대적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패션상품이라 하였고, 패

션문화상품의 개념을 <그림 1>25)과 같이 도식화 하

였다.

<그림 1> 패션문화상품 개념의 도식

- 한국 방문 외국인의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인 연구, p. 11.

이처럼 패션문화상품에 관한 정의는 다양한 적용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바

탕으로 변별성을 가지며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경쟁

력을 가지는 패션상품이라는 공통적 정의를 포함하

는 국가상징이미지를 나타내는 패션상품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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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Ⅲ.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국가 상징 이미지에 관한 고찰

1. 국가 상징 이미지로 활용된 무궁화
모티브의 사례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국기, 국가, 국화 등을 국가상징으로 정하여 대내적

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나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가 상징인 무궁화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은 나라의 안정감과 건실함을 상징하며

총체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상

호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무궁화는 독립서언서, 보신각 종, 옛

서울역 천장 등의 역사적 기념물에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다

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국가기록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는 5대 국가 상징물에 무궁화를 포함 시키고 있으며,

무궁화의 활용 범위를 다른 국가상징에 활용, 국가

기관의 기, 훈장 및 상장, 배지 및 모표, 국경일 행사

에 활용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무궁화가 사용되는 국가상징에는 <그림 2>26)

의 정부 문양이 있는데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

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과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국기봉과

<그림 3>27)의 대통령 휘장에도 봉황새 가운데 나라

의 국화인 무궁화 사용되어 나라꽃으로 상징처럼 사

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에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기, 법원기, 국회기 등의 경우

에는 무궁화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

용하고 있고, 무궁화는 <그림 4>28)의 훈장, 배지, 모

표 그리고 경찰과 군인의 계급장에도 사용된다. 또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등 각종 행사에서도 행사

장을 장식하는 데에 무궁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참석자에게도 무궁화 리본을 달아주고 있다.29)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화폐나 우표 등에 사용되어,

나라꽃인 무궁화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림 2> 국가 문장

- http://www.constanc

e.com.ne.kr

<그림 3> 대통령 휘장

- http://www.1stcabinet.tisto

ry.com

<그림 4> 무궁화대훈장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p. 72.

2.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의
사례

본 장에서는 현재 디자인 주제로 활용되고 있는

무궁화 모티브의 활용 사례의 현황과 전통문화상품

에 활용되고 있는 무궁화 모티브의 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디자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

한 패션에 도입된 사례를 살펴보고 적용 범위와 디

자인 방향을 하고자 하였다.

<표 1>의 무궁화 모티브가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

면, 먼저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국민의 감정

과 정서를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 육영수 여사가 10여년 동안 즐겨 입었던 <그림

5>30)의 진한 주황색 양단 한복에는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라 꽃 무궁화를 알리고

자 했던 육영수 여사의 의지가 보인다. <그림 6>31)는

62주년 광복절을 기념한 시청사 모뉴먼트로 진홍빛

화심을 통해 겨레의 얼과 흰색 무궁화 종인 백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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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궁화 모티브가 활용된 사례 특성

상징적

의미

<그림 5> 육영수여사 유품

- http://www.chosun.com

<그림 6> 서울시청사 모뉴먼트

- http://www.newsis.com

<그림 7>

광복특집화보

프로젝트

- GQ, 8월호

-국민의 감정과

정서 내포

-우리 민족의

끈기와 인내를

표상

-민족정신 고취:

국가 상징

이미지의 제고

문화

상품

<그림 8> 넥타이

- http://www.hanmaru.or.kr

<그림 9> 넥타이

- http://www.urisalim.com

<그림 10>

무궁화스카프

- http://www.happ

yceo.net

-전통적 모티브를

강조한 제품

-전통 공예품이나

관광 기념품

이라는 인식:

무궁화 모티브의

활용 방안확대

잡화

및 액세

서리

<그림 11> 무궁화 백

- http://www.qoomiori.

com

<그림 12> 무궁화 반지

- http://www.liebli.com

<그림 13> 2009 코리아 주얼리

어워드 대상 작품

- http://www.epochtimes.co.kr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시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능성

제시: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패션

의류

<그림 14>

무궁화패션쇼 2009,

- http://www.seg

ye.com

<그림 15> 서울패션위크

F/W 2011, 정훈종

- http://www.hankyung.

com

<그림 16>

무궁화모티브

수영복

- http://www.loc

oboutique.co.kr

<그림 17> NEPA의

마크리오레

폴리스판 집업티

- http://www.inews

24.com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부족

-실용적 디자인

사례 미흡:

현대적 감각의

실용적 디자인

제안

<표 1> 무궁화 모티브가 활용된 사례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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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구청정의 정신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남성

잡지 GQ의 8월호 광복특집 화보 프로젝트에서 무궁

화 나리 연구소를 배경으로 패션 화보 촬영을 하여

<그림 7>32), 패션을 통해 광복절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무궁화는 현대에 와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정신과 나라 사랑을 일깨워주는 국가

상징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가 상징 이미지를 활용하는 분야는

전통성을 강조한 문화상품 분야로 국한되었다.33) 그

렇기 때문에 문화상품에서 패션의 특성을 가지는 패

션문화상품 역시 전통 공예품이나 관광 기념품으로

한정 지어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그림 8, 9>에서처럼

무궁화는 주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제

품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8>34)이나 <그림 9>35)와 같이 넥타이에 활용된 사례

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국제화를 시도하는 브랜드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 모티브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

는데, 유명 인사들이 착용한 패션 소품을 제작한 ‘누

브티스’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서구적인 패션의 조

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궁화

스카프<그림 10>36), 히딩크의 태극 넥타이, 힐러리

클린턴의 해시계 스카프 등을 제작한바 있다. 그 외

에도 무궁화는 패션 소품의 디자인 요소로 제시되기

도 하는데,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찾아 제품으로 형

상화하는 브랜드 ‘쿠미오리’에서 출시한 <그림 11>37)

의 무궁화 백은 가방 입구의 디테일이 무궁화가 만

개한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무궁화 백이라 이름 지

어졌다. 이처럼 현재의 개념을 포함한 문화로 개념화

하고자하는38) 시도는 현대적 감각의 국가 상징 이미

지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무궁화는 <그림 12, 13>39)처럼 반지나 목

걸이 등의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활용되어 고급스러

움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림 13>40)는 ‘코리아 주

얼리 어워드’에서 한글과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주얼

리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목걸이 이다. 이러한 사례

로 볼 때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의류 분야에서도 국가 상징 이미지를 패션 디자인

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글을 모티브로한 의상을 발표하여 한글의 아름다

움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디자이너 이상봉의 작

품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먼저 무궁화의 아름

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된 ‘나라꽃 무궁화 축제’

에서 디자이너 박종철이 흰색 의상에 무궁화의 단아

함과 화려함을 프린트한 작품 <그림 14>41)를 무궁화

패션쇼에서 선보였다. <그림 15>42)는 2011년 ‘서울

패션위크’에서 소개된 패션 디자이너 정훈종의 무궁

화 드레스로, 무궁화의 순백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어두운 남보라색 계열과 매치함으로서 기존의 무궁

화와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궁화를 모

티브로 디자인된 스포츠 웨어도 있는데, <그림 16>43)

은 유명 연예인이 애용하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트렌

디한 디자인의 수영복 디자인과, 아웃도어 스포츠 캐

주얼 브랜드 네파의 집업티도 무궁화 모티브를 사용

해 디자인되었다. <그림 17>44)의 사례도 한글날을 기

념하여 출시한 제품으로 국가 기념일이 아닌 일반

시즌을 겨냥한 트렌디한 모티브 개발이 필요해 보였

다. 이렇듯 무궁화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브랜드

화의 시도는 바람직하나 아직 실용성이 배제된 컬렉

션의 작품 의상이 대부분이 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무궁화

는 국화로 한국인의 감성과 정서를 내포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으로의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궁화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활용되기 적합한 국가 상징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무

궁화는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던한 모티브로서

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무궁화 모티브는 디자인 주제

로 활용되는 현대적 활용 방안이 도입되고 있긴 하

지만, 주로 전통문화상품의 모티브로 사용되어 디자

인의 세련됨이나 모던함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패션

디자인의 경우에도 실용성이 떨어지는 아트 웨어의

컨셉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실생활에 도

입이 미흡하여 친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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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

1. 디자인 의도 및 모티브를 활용한 패턴 제작
본 장에서는 무궁화를 모티브로한 패션문화상품을

제안하고자, 무궁화 모티브를 패션 이미지에 따라 디

자인하고 이를 패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패턴

의 칼라나 디자인 방향은 컨셉별로 분류하여 그 특

성이나 내적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패션 이미

지는 에스닉, 로맨틱, 모던, 액티브로 분류하였고, 패

션문화상품에 다양하게 적용할 것을 고려하여 패션

이미지별로 무궁화 모티브를 각 3작품씩 디자인 하

였다. 무궁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티브를 디자인하

고 패턴화하는 작품 제작 작업에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Adobe Illustration CS5가 사용되었다. <표

2>는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 작업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컨셉과 작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동양적 색채와 전통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얻

은 <패턴 1, 2, 3>은 한국의 동양적 느낌을 강조한

에스닉 컨셉으로 무궁화와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고자 하였다. <패턴 1>은 떡살 문양과 무궁

화 모티브를 간결화한 디자인으로, 전통 문양인 떡살

꽃문양과 무궁화 모티브에 유행 칼라를 제시하여 패

션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패턴 2>는 동양적

색채 상징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오방색에서 붉은

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내적 의

미를 강조하여 무궁화의 모티브를 디자인 하였다.

<패턴 3>은 전통 창살 이미지에 무궁화 모티브를 겹

겹이 겹쳐 피고 또 피는 무궁화의 영원성을 상징하

였고, 전통 창살의 색채와 무궁화의 모티브가 그 상

징성을 표현하였다.

<패턴 4, 5, 6>은 국가상징물인 무궁화가 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로맨틱 컨셉으로 무궁화 자체의 온유

하고 부드러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패턴 4>는 바

람에 날리는 듯 한 흔들림을 표현한 패턴으로 가을의

푸른 하늘과 무궁화의 모티브를 파스텔 색조로 로맨

틱하게 디자인 하였다. <패턴 5>는 결혼식날 신부의

부케를 표현한 것으로 무궁화의 일편단심이라는 꽃말

이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무궁화는 7월에

서 10월까지 지지 않고 꽃을 피우므로 정원을 장식하

는 꽃으로 적당하다. <패턴 6>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지지 않고 정원에 만발한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끝없이 이어 피는 긴 생명력을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

며 핑크로 로맨틱 무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모던 컨셉은 현대적이며 도시적인 감각이 돋보이

는 이미지로 간결한 미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45)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문화상품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선택된 컨셉으로, <패턴 7, 8, 9>는 모던

칼라인 검정과 하양의 무채색으로 디자인 되었다.

<패턴 7>은 검정과 흰색만으로 무궁화와 나비 모티

브를 활용하여 자연 이미지를 모던하게 표현 하였다.

<패턴 8>은 체크 패턴과 무궁화 모티브를 합성한 디

자인으로 그래픽한 패턴 디자인이 특징이다. <패턴

9>도 검정과 흰색으로 디자인 하였는데, 무궁화 모티

브만을 간결하게 강조하여 장식성을 배제 하였다.

<패턴 10, 11, 12>는 액티브 컨셉을 최근 패션의

디자인의 영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트 인스피레이

션을 주제로 디자인 하였다. 컨셉은 팝아트의 영감을

반영한 것으로, <패턴 10>은 엔디 워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무궁화 모티브를 단순화하고 화

려한 색채로 배색하였다. <패턴 11>은 팝 아트 칼라

를 강조한 것으로 무궁화 모티브를 표현하였는데, 배

달계, 단심계, 아사달계에 따라 나타나는 무궁화색의

다양성을 표현한 것이다. <패턴 12>는 루이뷔통과의

협업으로 잘 알려진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에서 영

감을 받은 것으로 화려한 팝 아트적 색채의 무궁화

모티브의 조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2. 무궁화 모티브를 적용한 패션문화상품 제안
패션문화상품의 아이템은 선행연구에서 선호도나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의류 및 잡화의 상품

군의 스카프, 넥타이, 가방으로 선정하였다. 넥타이와

스카프는 패션 액세서리로 의상과 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았고, 가방은 환경 문제과 트렌

드를 반영한 에코 백으로 하여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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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모티브 디자인 작업 내용

패턴 컨셉 칼라 모티브 패턴화 디자인 특성

패턴 1

에스닉

전통 떡살 문양과

무궁화 이미지를 사용

패턴 2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동양적

색채 강조

패턴 3
전통 창살 문양

이미지에 무궁화를 활용

패턴 4

로맨틱

하늘에 날리는 꽃바람을

나타내는 패턴

패턴 5

결혼식날 신부를 위한

원형의 부케를 표현한

디자인

패턴 6

핑크를 메인으로 꽃이

만발한 정원의 이미지를

상징

패턴 7

모던

체크와 무궁화 이미지를

그래픽화 시킨 모던

디자인

패턴 8

검정과 흰색으로

무궁화와 나비를 단순화

시킨 패턴

패턴 9
검정과 흰색으로 무궁화

모티브 만을 강조

패턴 10

액티브

앤디 워홀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패턴 11
팝 아트 칼라로 무궁화

이미지 표현

패턴 12

아트 인스피레이션의

팝아트 칼라를 강조한

무궁화 문양 디자인

<표 2> 무궁화 모티브 디자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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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모티브를 적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작업 내용

컨셉
작품

/아이템

활용

패턴
작품제안 디자인 특성 컨셉

작품

/아이템

활용

패턴
작품제안 디자인 특성

에

스

닉

작품 1

/스카프

트렌드 칼라를

반영한 디자인

로

맨

틱

작품 4

/스카프

로멘틱 컨셉의

환상적 디자인

작품 2

/넥타이

동양적 색채의

상징성을

강조한디자인

작품 5

/넥타이

로멘틱한

남성복 연출을

위한아이템

작품 3

/에코백

전통 모티브와

내적 상징성을

표현한 디자인

작품 6

/에코백

일상생활에서

도 사용이

가능한 세련된

디자인

컨셉
작품

/아이템

활용

패턴
작품제안 디자인 특성 컨셉

작품

/아이템

활용

패턴
작품제안 디자인 특성

모

던

작품 7

/스카프

도회적

디자인의

의상을 위한

스카프

액

티

브

작품 10

/스카프

캐주얼한

느낌의 화려한

칼라 배색

작품 8

/넥타이

그래픽한

모티브의

모던한 넥타이

작품 11

/넥타이

트렌드 칼라를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

작품 9

/에코백

도시적 감각의

간결한

디자인의

에코백

작품 12

/에코백

젊은층이

상황에

상관없이 들

수 있는

디자인

<표 3>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제안

<작품 1, 2, 3>은 에스닉을 주제로 동양적 색채와

한국 전통 문양을 무궁화 모티브와 조화시킨 디자인

으로 동양적 색채와 내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작품

1>의 스카프는 <패턴 1>에 사용된 칼라를 배색하여

현재 유행 경향을 반영한 주황의 화려함을 강조하였

다. <작품 2>는 액운을 물리치는 색의 의미를 강조한

<패턴 2>를 사용하여 동양적 이미지의 넥타이를 디

자인하였다. <작품 3>의 에코백은 무궁화 모티브를

전통 문창살의 이미지로 표현한 <패턴 3>을 활용한

것으로 문을 열듯이 가방을 열어 좋은 것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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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로맨틱 이미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 낭만적

이며 환상적인 느낌으로, <작품 4, 5, 6>은 이러한 로

맨틱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페일 톤의 핑크 그

리고 이와 잘 어울리는 파스텔 톤으로 칼라를 선정

하였다. <작품 4>는 바람에 날리는 스카프와 무궁화

패턴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디자인 되었다. <작품 5>

로맨틱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남성복 연출에 맞

추어 디자인 되었다. 가볍고 잔잔한 무궁화 모티브가

강조되는 <작품 6>의 에코백은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작품 7, 8, 9>는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모던 이미

지로, 검정과 흰색을 대비시킨 심플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7>은 도회적 디자인의 슈트를 세련되

게 완성시켜줄 스카프 디자인이고, <작품 8>은 무궁

화를 그래픽하게 표현한 넥타이로 모던 감각을 강조

하고자 하였다. <작품 9>는 정장에 들어도 어색함이

없는 직선적이고 도시적인 감각의 간결한 디자인을

강조하였다.

<작품 10, 11, 12>는 경쾌하고 활동적인 느낌의 팝

아트 컨셉을 포함하는 액티브 이미지로 팝아트 칼라

와 팝 아트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을 활

용하였다. <작품 10>은 2012년 S/S 트렌드 칼라를

바탕으로 화려한 칼라의 배색을 강조한 스카프는 젊

은 계층을 대상으로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수 있도

록 하였다. <작품 11>은 밝고 선명한 색상을 강조한

넥타이로 트렌드 칼라를 반영한 세련된 느낌을 강조

하였다. <작품 12>의 에코백은 루이비통과 협업한 무

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학생

들이 캐주얼하게 들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입

체감과 역동감을 주기위하여 가방에 무궁화 코르사

주를 부착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무궁화를 활용한 국가 상징 이미지

개발을 바탕으로, 패션문화상품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이미지로 무궁화를 적용함으로써 문화대

사로서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국가 상

징 이미지로서 패션문화상품에 활용되고 있는 무궁

화 모티브의 활용가능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으로의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

가 홍보 상징물로 캐릭터 개발이나 관련 콘텐츠 개

발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패션문화상품에 적용

되는 사례의 범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궁화는 사례조사에서 현대적 디자인으로 활용되기

적합한 국가 상징 이미지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패션

문화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궁화 모티브의 창의적

인 디자인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무궁화는 디자인 요소로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

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른 국가 상징 이미지로서 무궁화 모티브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의 개선 방향과 활용방안을 제

시하고, 결과로써 패션문화상품 12작품을 제안하였다.

첫째, 무궁화 모티브를 적용한 패션문화상품을 켄셉

과 아이템별로 12작품 제안하여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상징 이미지 가치 향상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둘째,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 이미지 에스

닉, 로맨틱, 모던, 액티브를 컨셉으로 아이템에 따라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국가 상징 이미

지의 창의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새로

운 디자인의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패션문화상

품을 제안하여 국가 상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가 상징 이

미지의 새로운 가치 추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패션문화상품군에서 구매도

가 높은 스카프, 넥타이, 가방으로 아이템을 한정하

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다른 아이템에 확대 적용시킬

경우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국

가상징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의 창의적 아

이템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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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또 다른 국가 상징

이미지 개발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 상징 이미지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 상징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

고, 국가 이미지 선양을 위한 다양한 국가 상징 이미

지 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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