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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aims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uniform 

designs of cheerleaders by investigating the currently favoured uniform designs. The 13 

professional cheerleader teams were existed among the 25 professional sports teams-9 

baseball, 10 basketball and 6 volleyball teams. In each sports teams, four cheerleader's 

uniform were chosen and evaluated in terms of the cheerleader uniform design by 

analyzing the forms, colors, decorations and accessori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ommon kinds of design representing the symbolic color and the emblem were generally 

prevalent, instead of particular types of uniform design and subject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kinds of the professional baseball, basketball and volleyball respectively. 

Throughout all the kinds of the sports, the combination of the sleeveless top and 

hot-pants were most frequently observed. In case of the skirts, the mini flare, wrap, and 

pleats skirts were the most prevalent, because it gave free to motion for cheerleading. The 

one-piece style were rather infrequent, comparing with the two-pieces, with the hourglass 

and fitted silhouette the most frequent type, and all those were mini in length. The sleeve 

in top were generally absent or short, however the bare top style was never found that the 

top would have a risk of being taken off downwardly during cheerleading. The accessories 

and the cheering tools were not so much used. The cap and headdresses were not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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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inds. The pompom, megaphone, tube stick, towel, umbrella and musical instruments 

would not be sufficient to play a role of tools for cheering, which suggests that the rather 

advanced tools or instruments for cheering in the sports need to be developed, not alone 

the uniform design.

  Key Words : cheerleader(치어리더), uniform design(유니폼 디자인), sports industry(스포츠 산업)

Ⅰ. 서 론

  21세기의 프로 치어리더(cheerleader)는 프로 스

포츠에서 부수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입

장과는 달리 자신들의 위치를 고유한 직업의 영역으

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활기찬 동작과 멋진 외

모로 스포츠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치어리

더의 가장 큰 임무는 스포츠 경기의 활기찬 분위기

와 에너지를 관객과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서의 역할이다. 선수들은 치어리딩을 통해 경기에 

더욱 열심히 임할 수 있게 되고, 관중들은 치어리더

와 함께 응원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게 된다. 

  치어리더는 관중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한편, 경

기장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며 경기장 밖에서도 스

포츠 경기를 홍보하는 등 대중에게 스포츠의 즐거움

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치어리

더의 역할 중에서 이들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각적

인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치

어리더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착용하는 복장 및 

소품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치어리더에 관한 연구는 

체육학적1), 사회·문화적2), 여성학적3) 측면에서의 접

근이 주를 이루었고, 치어리더를 상징하는 가장 중

요한 시각적 요소인 치어리더 유니폼에 대한 의류학

적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스포츠 응원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프로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프로 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치

어리더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한국 프로 야구(9개 구단), 프로 농구

(10개 구단), 프로 배구(6개 구단) 총 25개 구단의 

13개 프로 치어리더 팀(KIA Tigers, CNC, Pam 

Pam, Blue Tinkers, HS Communications, Lotte 

Giants, JR Communication, LG Twins, Sky, 

Dongbu Promy, Power Readers, Rush&Cash 

Dream6, Hyundai Capital Sky Walkers)의 2012년

도 유니폼 자료 중 각 4점의 유니폼을 선정하여 형

태, 색, 장식 요소 및 액세서리를 분석함으로써 치

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프로 치어리더의 역할

  치어리더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

다. 첫째는 선수와 관중의 매개자적 역할로, 관중들

이 스포츠 관람을 즐기면서 동시에 단합된 목소리와 

일치된 동작으로 응원의 열기를 선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다.4) 

치어리더의 목소리로 인해 관중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율동을 따라하면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며, 선수들은 응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경기를 펼

치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둘째는 스포츠 관련 정보를 경기장 내·외에서 제

공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다. 치어리더는 경기 전·

후에 구단 및 경기, 선수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매

체를 통하여 제공한다. 또한 경기 전에 정보제공 차

원의 여러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며, 경기 중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한다.5)

  셋째는 경기장 내 관중의 집합행동에 대한 통제자

의 역할이다. 경기가 진행되면 경기 결과에 따라 관

중들의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간혹 관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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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을 참지 못하고 경기장 내로 오물을 투척하거나 

뛰어들기도 한다. 이 경우 응원단에서 관중들을 자

제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경기장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장내의 열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6)

  마지막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도우미로

서 홍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치어리더들은 경기 

시작 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당일 경기가 있음

을 알리고 관중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작업을 실

시한다. 간이 무대에서 홍보 이벤트를 펼치기도 하

고 홍보물 혹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등 경기장에 많

은 관중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날

의 경기에 대해 기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기도 한다.7)  

  이처럼 치어리더는 프로 스포츠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이들의 응원문화 없이는 

프로 스포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

닌 시점이 되었다. 

  2. 프로 치어리더의 역사 및 치어리더 유니폼

  역사상 치어리더의 등장은 1880년대 프로 스포츠

의 발전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미국에서 대학 동

아리 형태로 등장하였다.8) 초창기에는 주로 남자 치

어리더들이 활동하였으나 1920년대 들어 여성 치어

리더가 등장하였고,9) 1930년대에는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치어

리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기도 하였다.10) 이 시기의 

치어리더 유니폼은 <Figure 1>11)과 <Figure 2>12)에 

제시된 것처럼 남성은 평범한 바지와 스웨터, 여성 

<Figure 1> 1910's boys 

cheerleader uniform

-Cheerleader, Ready? Okey!, p.25.

<Figure 2> 1920's boys and girls 

cheerleader's uniform

-Cheerleader, Ready? Okey!, p.49.

<Figure 3> 1930's cheerleader's 

one-piece uniform

-Cheerleader, Ready? Okey!, p.52.

역시 플리츠스커트와 스웨터가 전부였다. 30년대로 

접어들면서 <Figure 3>13)과 같은 좀 더 발랄한 원

피스형 유니폼도 등장하였으나 당시의 평범한 소녀

들의 복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53년에 미국인 Lawrence Herkimer가 치어리더 

공급업체를 설립하였고,14) 1960년대에 이르러 프로 

스포츠에서 상업주의가 대두되면서 프로 치어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불어 <Figure 4>15), 

<Figure 5>16)와 같은 다양한 치어리더 의상과 폼폼

(pompons), 메가폰 등의 소품이 등장하였다. 이 시

기부터 치어리더들이 조직적인 집단 체조형식의 활

동이나 댄스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유니폼을 통해 팀

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17) 프로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된 현재 프로 치어리더는 기업의 ‘살아 움직

이는 광고’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8)

  국내의 경우, 대학 내 스포츠이벤트 등의 아마추

어 스포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고등학

교, 대학교, 실업팀의 응원단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직업적인 치어리더 팀이 형성되었다. 또한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 1983년의 프로축구의 출범으로 

<Figure 6>19)과 같은 꽃 수술과 어설픈 복장의 치

어리더가 등장하였다. 그러다 치어리더가 활성화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전문 댄서들과 

대학 응원단 출신들이 치어리더로 대거 등장하면서 

부터였다.20) 1997년 실내경기 종목인 프로농구가 출

범하면서부터 프로 치어리더의 공연은 프로 스포츠 

응원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21) 이후 프로 치

어리더는 해가 거듭할수록 프로 스포츠 활성화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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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960's cheerleader 

uniform

-Cheerleader, Ready? Okey!, p.34.

<Figure 5> 1970's cheerleader 

uniform

-Cheerleader, Ready? Okey!, p.35.

<Figure 6> 1983 Korean 

K-league cheerleader uniform

-Joongang Ilbo, p.29.

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제는 프로 스포츠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스포츠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프로 치어리더 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무대는 프로 야구(9개 구단), 프로 농

구(10개 구단), 프로 배구(6개 구단) 총 25개 구단

인데 여기에는 주로 13개 프로 치어리더 팀- KIA 

타이거스, CNC, Pam Pam, Blue Tinkers, HS 

Communications, Lotte Giants, JR Communi 

carion, LG Twins, Sky, Wonju Dognbu Promy, 

Power Leaders, Rush & Cash Dream 6, Hyundai 

Capital Sky Walkers- 이 여러 프로 스포츠 팀을 중

복해서 맡고 있다. 프로 축구도 인기 스포츠로 활성

화 되어 있기는 하나, 경기 중 한 번의 하프타임을 

위해 치어리더를 영입하는 것이 별 효율이 없기 때

문에 1999년 프로 축구팀에 서포터즈 클럽이 생기

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최근 부산 아이파크 

2012년 홈 개막전에 13년 만에 부활한 치어리더가 

등장22)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

는 미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각 치어리더 업체마다 구단과의 계약을 통해 치어

리더의 활동이 추진되고, 각 종목마다 동원되는 인

원은 경기장의 크기 여부와 소품 사용에 맞게 결정

된다.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치어리더 팀들이 담당하

고 있는 프로 구단의 현황은 다음에 제시한 <Table 

1>과 같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프로 스포츠 종목 별로 구분하여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을 형태, 색, 장식 요소 및 

액세서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프로 야구팀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

  Samsung Lions, SK Wyverns, Doosan Bears, 

Lotte Giants, KIA Tigers, Nexen Heroes, LG 

Twins, Hanwha Eagles, NC Dinos(2012년에 출범

하여 아직 치어리더 팀이 확정되지 않았고, 자료도 

부족하여 2점의 디자인을 참고하였음) 총 9개 프로 

야구팀의 치어리더 유니폼은 먼저 형태면에서 크게 

원피스 형과 투피스 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이었던 각 프로 치어리더 팀별 총 34점의 유니

폼 디자인은 원피스 형 5점, 투피스 형 29점으로 투

피스 형이 월등히 많았다. 이는 활동량이 많은 치어

리딩의 성격상 상·하의가 분리되었을 경우 더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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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Cheerleader's Team

Outdoor sports Indoor sports

Baseball (8 team) Basketball (10team) Volleyball (6 team)

Blue Tinkers Samsung Lions Goyang Orions ㆍ

Hs communications SK Wyners Seoul SK Knights ㆍ

CNC Doosan Bears Seoul Samsung Thunders ㆍ

Lotte Giants Lotte Giants Changwon LG Sakers ㆍ

KIA Tigers KIA Tigers Anyang KGC ㆍ

Pam Pam Nexen Heroes
Incheon ET Land 

Elephants
ㆍ

LG Twins LG Twins ㆍ ㆍ

Sky Hanwha Eagles
Ulsan Mobis Phoebus

Busan KT Sonic Boom
Suwon KEPCO Vixtorm

Dognbu Promy ㆍ Wonju Dognbu Promy
Daejeon Samsung 

Bluefangs

JR Communicarion ㆍ Jeonju KCC Egis Gumi LIG Greaters

Power Leaders ㆍ ㆍ Incheon KAL Jumbos

Rush & Cash Dream 

6
ㆍ ㆍ

Asan Rush & Cash 

Dream 6

Hyundai Capital Sky 

Walkers
ㆍ ㆍ

Cheonan Hyundai Capital 

Sky Walkers

None
NC Dinos

(established 2012)

<Table 1> Professional Cheerleader Teams with Professional Sports Team

체 움직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상·하의 코디네이

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유니폼의 활용도를 높

일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투피스의 경우 주요 아이템은 sleeveless top(10)

과 hot pants(12)의 조합이 가장 많았으며, 상의는 

이외에도 short sleeves top과 tank top(5)이 같은 

빈도로 나타났고 oblique neckline top(4), long 

sleeves(3), camisole top(2)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 팔의 움직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매가 짧거나 

없는 디자인이었다. 또한 상의의 길이는 가슴 바로 

아래에서부터 배꼽 위까지의 길이로, 치어리더들의 

날씬한 허리선이 드러나게 디자인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하의는 hot pants 이외에 flare skirt(6), 

tight skirt(5), wrap skirt(4), pleats skirt(2)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었는데, 

hourglass silhouette(1)과 fitted silhouette(4)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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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 원피스의 스커트 길이는 모두 미니이고 

상반신은 sleeveless(2), oblique neckline(1), 

camisole(1), halter(1) 순으로 디자인되었다. 

  유니폼의 색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각 

구단의 상징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구단의 

로고와 심볼에 사용된 색은 Samsung Lions-blue, 

SK Wyverns-red와 orange, Doosan Bears-navy, 

Lotte Giants-orange와 green, KIA Tigers-red, 

Nexen Heroes-dark red와 yellow(gold), LG Twins 

-red, Hanwha Eagles-orange, NC Dinos-blue를 

사용하고 있었다.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는 상징색인

blue를 흰색 대신 메인 컬러로 사용하여 구단의 상

징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Samsung

Lions

Blue 

Tinkers

SK 

Wyvers

HS 

commu-

nications 

<Table 2> Cheerleader's Uniform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s

  유니폼의 장식은 주로 프릴, 러플, 로고의 자수 

장식, 의복 가장자리 줄무늬 장식, 캐릭터 와펜, 벨

트의 심볼 장식으로 나타났다. 치어리딩은 움직임이 

크고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머리 장식은 많지 않

았으나 머리띠, 모자, 꽃장식 등을 착용한 경우가 6

회 관찰되었다. 기타 액세서리로는 대체적으로 동작

이 크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흰 장갑(23)을 착용하

였고, 운동화(33)에 토시를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이외에 팔, 다리 밴드(13)의 착용도 높게 나타

났다. 응원용 소품의 사용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장 전통적인 응원 소품인 비닐 폼폼

(pompom)23), 튜브 스틱, 응원용 타올, 메가폰 등이 

7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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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Doosan

Bears
CNC 

Lotte

Giants

Lotte

Giants

KIA 

Tigers

KIA 

Tigers

Nexen

Heroes

Pam 

Pam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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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LG Twins LG Twins

Hanwha

Eagles
Sky

NC

Dinos

un

known

<Table 2> Continued

  2. 프로 농구팀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

  Seoul SK Knights, Incheon ET Land Elephants, 

Anyang KGC(Korea Ginseng Company), Ulsan 

Movis Phoebus, Goyang Orions, Seoul Samsung 

Thunders, Busan KT Sovic Boom, Changwon LG 

Sakers, Wonju Dongbu Promy, Cheonju KCC 

Egis, 총 10개 프로 농구팀의 치어리더 유니폼은 형

태면에서 크게 원피스 형과 투피스 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인 프로 농구 치어리더 총 40

점의 유니폼 디자인은 원피스 형 6점, 투피스 형 34

점으로 프로 야구팀과 마찬가지로 투피스 형이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투피스의 경우 주요 아이템은 sleeveless top(15)

과 hot pants(16)의 조합이 가장 많았으며, 상의는 

이외에도 camisole top(6), halter top(4), long 

sleeves top(3), oblique neckline top(3),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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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 short sleeve top(1)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

는 hot pants 이외에 flare skirt(9), wrap skirt(5), 

pleats skirt(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프로 야구

팀의 치어리더 유니폼과 유사한 스타일이었으나, 

camisole top의 빈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 

디자인은 fitted silhouette(5)에 oblique neckline(3)

의 조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니폼의 색 역시 프로 야구팀과 마찬가지로 각 

구단의 로고와 심볼에 사용된 상징색을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 이었으나,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

이 ET Land Elephants는 예외적으로 blue와 yellow

의 기업의 상징색과 다른 red, black을 사용하고 있

었다. SK Knights-orange와 red, KGC-red, Mobis 

Phoebus-red, pink와 gold, Orions-red와 blue, 

Samsung Thunders-blue, KT Sonic Boom-red, 

pink와 black, LG Sakers-red, black과 yellow 

green, Dongbu Promy-green과 yellow, KCC 

Egis-blue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여러 프로 

팀을 담당하는 치어리더 팀에서 같은 유니폼을 다른 

구단의 응원에 착용한 사례이다. 이는 Sky 치어리더

<Table 3> Cheerleader's Uniform of Professional Basketball Teams

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Seoul 

SK

Knights

HS

commu-

nications

Incheon

ET Land

Elepha-

nts

Pam Pam

Anyang

KGC

KIA

Tigers

팀이 담당한 Mobis Phoebus과 KT Sonic boom의 

pink 유니폼인데, 이 결과 프로 구단의 상징성과 무

관한 pink color 유니폼이 착용되었고, 무엇보다도 

같은 유니폼이 다른 구단의 응원에 사용된다는 점은 

유니폼의 역할에 반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또한 SK 

Knights와 Orions를 담당하는 다른 치어리더 팀에서

도 와펜 및 벨트 장식만 교체된 같은 유니폼을 착용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유니폼의 장식은 주로 프릴, 러플, 로고의 자수 

장식, 의복 가장자리 줄무늬 장식, 캐릭터 와펜, 벨

트의 심볼 장식 등으로 프로 야구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머리 장식 역시 많지 않았으나 프로 야구

와 마찬가지로 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한 경우가 9

회 관찰되었다. 프로 야구 구장보다는 농구경기 구

장이 작아서 흰 장갑을 착용한 사례는 빈도 3으로 

낮게 나타났고, 그 대신 팔, 다리 밴드(17)의 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신발은 야구와 달리 운동화(24), 부

츠(16)로 부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원용 소

품의 사용 역시 높지 않지만 비닐 폼폼(3), 응원용 

타올(3), 기타(악기, 지팡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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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Ulsan

Mobis

Phoe-

bus

Sky

Goyang 

Orions

Blue 

Tinkers

Seoul

Sam-

sung

Thund-e

rs

CNC

Busan

KT

Sonic 

Boom

Sky

Chang-

won 

LG

Sakers

Lotte

Giants 

Wonju

Dongbu

Promy

Wonju

Dongbu

Promy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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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Cheonju

KCC

Egis

JR 

Commu-

nication

<Table 3> Continued

  3. 프로 배구팀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

  KAL Jumbos, Samsung Bluefangs, LIG 

Greaters, Rush&Cash Dream 6, KEPCO Vixtorm,  

Hyundai Capital Sky Walkers 총 6개 프로 배구팀

의 치어리더 유니폼은 형태면에서 크게 원피스 형과 

투피스 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이었던 

각 프로 치어리더 팀별 총 24점의 유니폼 디자인은 

원피스 형 4점, 투피스 형 20점으로 나타났다. 

  투피스의 경우 주요 아이템은 sleeveless top(5)

과 hot pants(8)의 조합이 가장 많았으며, 상의는 

이외에도 short sleeve top(4), camisole top(4), 

tank top(3), long sleeve top(2), halter top(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hot pants 이외에 pleats 

skirt(4), flare skirt(4), gather skirt(2), wrap 

skirt(1), full-length pants(1) 순으로 나타났다. 원

피스형 유니폼은 hourglass silhouette(1)과 fitted 

silhouette(3)의 비중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면에서

는 길이는 모두 미니이고 상반신은 halter neckline 

(2), camisole one-piece(1), oblique neckline one 

-piece(1)의 빈도로 나타났다.

  유니폼의 색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

부분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각 구단의 상징

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KAL Jumbos-skyblue, blue와 red, Samsung Blue 

fangs-blue와 navy, LIG Greaters-red와 black, 

Rush&Cash Dream 6-green, pink와 yellow, KEPCO 

Vixtorm-red, Hyundai Capital Sky Walkers-skyblue, 

blue, black 등의 색을 유니폼에 사용하고 있었다. 

  유니폼의 장식은 주로 프릴, 러플, 로고의 자수 

장식, 털장식, 캐릭터 와펜 등에 주로 나타났다. 머

리 장식은 많지 않았으나 모자(3), 가면(1) 등이 사

용되었고, 신발은 프로 야구와 마찬가지로 운동화에 

토시를 착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부츠는 2건만 

관찰되었다. 기타 액세서리로 흰 장갑을 착용한 사

례는 빈도 5, 팔, 다리 밴드의 빈도는 6으로 나타났

고, 신발은 운동화(22), 부츠(2)로 운동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원용 소품의 사용 역시 높지 않지

만 비닐 폼폼(4), 튜브 스틱(1) 등이 사용되고 있었

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LIG Graters를 담당하는 JR 

Communications의 치어리더 유니폼 중에 

full-length pants와 마스크를 착용한 사례와 

KEPCO Vixtorm을 담당하는 Sky 치어리더 팀의 산

타를 연상케 하는 흰색 털 장식의 빨간색 원피스와 

같은 털 장식 모자를 착용한 사례는 독창적이고 주

제가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런데 이 유니폼은 프로 

농구 Orions의 Blue Tinkers 치어리더 팀의 유니폼

과 같은 것으로(모자만 착용하지 않음), 프로 종목

별, 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니폼을 중복 착용

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이는 치어리더 유니폼을 제

작하는 업체가 적어서 한정된 디자인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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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Incheon

KAL

Jumbos

Power

Leard- 

ers

Daejeon

Sam-

sung

Blue-

fangs

Dongbu

Promy

Gumi

LIG 

Great- 

ers

JR 

Comm-un

ication

Asan

Rush&

Cash

Dream6

Rush&

Cash

Dream6

<Table 4> Cheerleader's Uniform of Professional Volleyball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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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Logo/

Symbol
Character

Cheer-

leader 

team

Cheerleader's Uniform

Suwon

KEPCO

Vixtorm

Sky

Cheon-a

n

Hyundai

Capital

Sky

Walkers

Hyundai

Capital

Sky

Walkers

<Table 4> Continuedyball Teams

Item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one-piece 4(11.8) 6(15.0) 3(12.5)

two-piece 29(85.3) 34(85.0) 20(83.3)

Ensemble

(One-piece+Jacket)
1(2.9) 0 1(4.2)

Total 34 40 24

<Table 5> Cheerleader's Uniform Item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

Ⅳ. 종목별 치어리더 유니폼 비교

  프로 야구, 농구, 배구 3개 종목의 치어리더 유니

폼의 형태, 색, 장식 및 액세서리를 비교한 결과, 먼

저 디자인 형태면에서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체 수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야구팀의 치어리더 유니폼 중 원피스 스타일 

11.8%, 농구팀 15.0%, 배구팀 12.5%로 나타났고, 

투피스 스타일은 야구팀 85.3%, 농구팀 85.0%, 배

구팀 83.3%로 비중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한 종목별 유니폼 아이템을 정리한 <Table 6>을 보

면 종목과 무관하게 sleeveless top과 hot pants의 

조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 스타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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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ed silhouette이 종목과 무관하게 가장 높게 나타

나는 등 종목별 유니폼 형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유니폼 색의 사용에 있어서는 <Table 7>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종목의 구분없이 메인 컬러로 사용된 

white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 원색의 red와 

blue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purple 계열은 전 종목

에 걸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는 스포츠 팀의 로고나 심볼에 purple 계열이 사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스포츠 팀의 상징색에 영

양을 많이 받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색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Item Classification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Two

-

piece

Top

oblique neckline top 4 3 0

sleeveless top 10 15 5

short sleeve top 5 1 4

long sleeve top 3 3 2

tank top 5 2 3

camisole top 2 6 4

bare top 0 0 0

halter top 0 4 2

Bott

om

flare skirt 6 9 4

tight skirt 5 0 0

gather skirt 0 0 2

wrap skirt 4 5 1

pleats skirt 2 4 4

hot pants 12 16 8

full-length pants 0 0 1

Total 29/34 34/40 20/24

One-piece

oblique neckline 1 3 1

sleeveless 2 1 0

camisole 1 1 1

halter 1 1 2

fitted silhouette 4 5 3

hourglass silhouette 1 1 1

Total 5/34 6/40 4/24

<Table 6> Analysis of Cheerleader's Uniform Design According to Professional sports

      * Ensemble were classified into one-piece style.

  유니폼에 사용된 장식은 <Table 8>에 제시된 것

처럼 주로 플리츠, 러플, 플라운스, 가장자리 선장

식, 리본/타이, 인조퍼 장식, 벨트(장식으로 사용되

었을 경우) 등으로 나타났는데, 종목에 무관하게 선

장식과 벨트 장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커

트의 허리부분에 벨트 대신 다른 색의 옷감을 대어 

선장식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벨

트를 장식으로 분류한 경우는 유니폼의 색과 다른 

색을 사용하여 확연히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로 한

정하였다. 더불어 액세서리의 경우는 <Table 9>에 

제시된 것처럼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야

구팀의 경우는 흰색 장갑의 사용이 농구 및 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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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R 14 20 10

YR 8 2 0

Y 2 4 2

GY 0 1 0

G 1 4 2

BG 0 0 0

B 11 8 10

PB 0 0 0

P 0 0 0

RP 0 0 0

Black 0 7 3

White 34 40 24

<Table 7> Cheerleader's Uniform Color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 Double checked(Gold classified into yellow)

Decorations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Pleats 2 6 3

Ruffles 1 1 2

Flounce 4 5 0

Line 20 13 7

Ribbon/Tie 3 3 0

Fur 0 2 3

Belt 9 12 11

<Table 8> Cheerleader's Uniform Decoration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 Double checked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가 열리는 장

소(실내/실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야구 경기장은 실외이고 매우 넓어서 치어리더의 움

직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시성을 높이

기 위해 흰장갑을 많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 반면, 

농구나 배구 경기장은 실내이고 야구 경기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장 면적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이외에 팔/다리 밴드가 야구와 농구 경기의 

치어리더 유니폼 액세서리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신발의 경우는 종목과 무관하게 운동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츠의 경우는 농구 팀의 치어리더들이 

높은 빈도로 착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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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gloves 23 3 5

wrist & leg band 13 17 6

headdress 6 9 4

shoes
athletic shoes 33 24 22

boots 1 16 2

cheer

tools

pompom 2 3 4

tube stick 1 0 1

towel 1 3 0

etc.(stick, umbrella,

    musical instrument, 

    megaphones, etc.)

3 4 4

<Table 9> Analysis of Accessories and Cheer Tools

Ⅴ. 결 론

  연구의 결과 현재 스포츠 산업은 확장 일로에 있

으나, 이에 동반되는 치어리더 관련 산업은 스포츠 

산업 확장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프로 치어리더 유니폼도 스포츠 산업의 일부

로 경기의 흥을 돋우고, 관객의 응원 열기를 높이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도

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치어리더 유니폼은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프로 야구, 농구, 배구 팀별 차별화된 유니폼 디

자인 및 주제가 없이 단순히 프로스포츠 팀의 상징

색과 심볼을 응용한 유사한 디자인의 유니폼이 다수 

착용되고 있었다. 길이가 짧은 sleeveless top과 hot 

pants의 조합이 스포츠 종목과 무관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커트의 경우는 mini flare, wrap, 

pleats skirt처럼 치어리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

마폭이 넓어서 활동성이 좋은 스타일이 높게 나타나

고 있었다. 원피스 스타일은 투피스 스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hourglass 

silhouette과 fitted silhouette이 대부분이었고 길이

는 모두 미니로 나타났다. 이 역시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상의의 소매는 거의 없거나 

짧은 소매가 대부분이었으나, 치어리딩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어깨끈이 없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bare top 스타일의 상의는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니폼의 색은 대부분 흰색 바탕에 프로 구단의 

상징색이 보조색으로 사용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 

구단의 상징색이 주요색으로 사용되어 상징성을 강

하게 부각시킨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종목

별 구분없이 메인 컬러로 사용된 white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 원색의 red와 blue가 높게 나타났

다. 특히 purple 계열은 전 종목에 걸쳐서 전혀 나

타나지 않는 공통점을 보였다. 몇 경우에는 프로 구

단의 상징성 및 지역적 상징성과 전혀 무관한 색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프로 스포츠 종목과 팀별 특성

에 무관하게 중복하여 유니폼이 착용된 사례도 있었

다. 이는 치어리더 유니폼 제작업체가 많지 않고 디

자인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파악된다. 

  장식 및 소품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

는데, 특히 치어리딩의 성격상 신체를 많이 움직여

야 하므로 모자나 머리쓰개 종류는 많지 않았다. 유

니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장식은 종목에 무관하게 

선장식과 벨트 장식이었다. 더불어 액세서리의 경우

는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실외에서 

경기가 열리는 야구팀의 경우는 흰색 장갑의 사용이 

농구 및 배구팀 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내경기인 농

구와 배구의 경우는 장갑 착용 비율이 매우 낮아서 

액세서리는 경기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영향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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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발의 경우는 종목과 무

관하게 운동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츠의 경

우는 농구 팀의 치어리더들이 높은 빈도로 착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응원을 위한 폼폼, 메가폰, 

튜브 스틱, 응원용 타올, 우산, 악기 등의 소품이 소

수 사용되고 있어서 유니폼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기

에 적절한 응원용 소품 및 도구 개발의 필요성도 제

기되었다. 

  따라서 프로 스포츠 종목별, 지역별, 주제별 다양

한 유니폼 디자인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소품 및 소도구의 사용이 활발해짐으로써 프로 스포

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프로 치어리딩 산업도 확장되

고 새로운 블루오션이 개척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프로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품화, 사업화하는 것은 블루오션이자 틈

새시장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적 특색 및 

종목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다양한 치어리더 유

니폼 디자인의 개발 및 상품화는 스포츠 산업의 진

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

업군의 창출로 인한 창업 및 인력 고용의 기회 확대

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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