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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sports uni-
form desig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lor features and images of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5 top leagues 
in Europe (Premier League, Primera Liga, Bundesliga, Serie A, and Ligue 1) as well as J-League, 
and K-League. This study was done using the 2012/2013 season home and away uniforms for 
European leagues and 2013 season home and away uniforms for Korean and Japan leagues. 
Using the Adobe photoshop CS2 eyedropper tool, color chips and RGB values were extracted 
from digital images and converted into HV/C of Munsell Conversion. Finally, a total of 735 col-
o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lor image scale by Shigenobu Kobayashi was used to posi-
tion the color imag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lor analysis of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s in leagues suggested that chromatic color (53.7%) was more prevalent than achromatic 
color (46.3%). The two most common colors of the ten chromatic colors were R(19.7%) and 
PB(18.0%), followed by Y(5.4%), RP(2.0%), G(1.9), GY(1.8%), B(1.6%), YR(1.5%), P(1.1%), and 
BG(0.7%). Second, for the color tone comparison and analysis of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s in 
leagues, the most commonly used color tone was W(28.4%), followed by v(25.5%), Bk(16.3%), 
s(5.8%), dk(5.2%), b/lt(5.2%), dp(3.0%), sf(2.0%), ltGy(1.0%), p(0.5%), G/dkGy(0.4%), and ltg/mGy 
(0.1%). Third, fo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lor and color tone of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s in leagues, W(28.4%), R(v)(17.7%), and Bk(16.3%) were commonly used. Finally, fo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lor images of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s in leagues, the most 
commonly used color image was a casual image(31.8%), followed by modern image(26.5%),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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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cool casual(12.0%), gorgeous(9.3%), clear(6.6%), chic(3.5%), and elegant images. Dandy, 
classical, romantic and pretty images(0.4% respectively) were also used.

Key words: color(색채), color image(색채 이미지),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프로 축구 유니폼), sports marketing(스포츠 마케팅), uniform(유니폼) 

Ⅰ. 서론
오늘날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하게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패션과

오락은 물론이고 사업과 건강 분야에 걸쳐 우리의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한 이래, 눈

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유럽 프로축구는 올림

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제외하

고,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중 하나로 인정

받아 세계인이 가장 즐겨 보는 스포츠, 세계에서 가

장 팬이 많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등 많은 선수들이 유럽 명문

축구단에서 활약하면서 국내·외 프로축구에 대한 관

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대중매체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스

포츠는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 변화되었으

며,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된 스포츠 선수들은 상품

으로서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점점 매스컴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TV를 통해 많은

팀들의 유니폼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유니폼은 단순

한 경기복과 패션이외의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

다.1) 이로 인해 각 구단들은 선수들의 이미지를 상품

화하는 스타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니폼을 판매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은

스타선수와 같은 색상의 레플리카(replica)를 구매해

입으면서 선수들이 속한 팀과 강한 동질감과 친근감

을 느끼기 때문에 유니폼은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근래에는 혁신적인 고성능 소재의 기능성

은 물론 스폰서 광고의 효과를 최대화 시킨 상업성,

TV 중계로 인해 미적으로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색

상과 형태로 매력성을 부각시킨 패션성, 사회·문화적

인 의미를 부여하는 공익성 등이 가미된 다양한 유니

폼이 선보여지고 있다.

유니폼은 각 구단을 대표하는 상징적 요소이자 이

미지이다. 특히 유니폼에 있어서 색채의 효용은 능률

과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기능배색의 의미에서부터

환경과의 조화, 쾌적성에의 기여,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각 팀의 상징

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다양한 스타일의 유니폼은 팀

을 표시하고 구별하는 특징 외에 정체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소속된 팀의 이미지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지리적 환경 및 자연적 조건, 사

회적 여건이 다른 문화의 색채는 중요한 지역적, 민

족적 특성이 되므로 그 나라의 문화와 이미지를 전

달하는데도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팬들이 좋

아하는 선수들의 레플리카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유니폼의 가격이나 기능보다 팀과 선수들의 이미지,

취향 등 감성(感性)의 요소가 상품 선택의 더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감성시대에 유니폼의

색채가 갖는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적극성과 자긍심을 고취시

키고 대외적으로는 차별화된 팀의 정체성과 이미지

를 구축하고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스포츠 유니폼의

색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스포츠 유니폼에 관한 연구는 다수의 연

구자들에 의해 디자인 분석, 디자인 개발, 이미지 평

가, 마케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었다. 먼저 김

영갑 외2)는 여자 프로농구 선수 유니폼을 철학적,

인문학적, 여성학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김용운 외3)

는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였

으며, 김상호 외4)는 프로스포츠 라이센싱 사업 활성

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라이센싱 제품

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권나경 외5)는 국내 프로야구단

의 유니폼 디자인과 이미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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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또한 유니폼 디자인 변천, 디자인 개발, 마케

팅 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박종진 외6)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디자인 변천 및 가

치에 관해 고찰하였고, 박주희 외7)는 한국적인 태극

이미지를 활용한 축구유니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유니폼에 관

한 연구는 주로 야구와 농구 유니폼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고, 축구 유니폼에 관해서는 국가대표 축구 유

니폼의 디자인 변천과 개발에 관한 연구만 수행되었

을 뿐, 국내 외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채에 관한 비

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

축구 유니폼의 색채 특성 및 색채 이미지를 리그별

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유럽의 5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스페인 프리메라리

가(Primera Liga), 독일 분데스리가(Bundesliga), 이

탈리아 세리에 A(Serie A), 프랑스 리그앙(Ligue 1)

과 아시아에서는 일본 J-리그(J-League), 한국 K-리

그(K- League)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는 2012/13년

(한국과 일본은 2013년) 시즌의 홈과 원정 유니폼으

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프로축구의 역사와 국가별 리그의 특성
1863년에 축구협회(Football As ociation)가 창설

되었고, 1971년에는 ‘FA컵'으로 불리는 The Football

Association Challenge Cup이 출범되었는데, 이것이

영국 프로축구 리그의 발단이 되었다. 그 후 1885년

프로페셔널리즘이 공인되었으며, 1889년 결국 근대축

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에서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

리그가 탄생하였다.8)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 리그에는 대표적으로 영국

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

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아 A, 프랑스의 리그앙 등

이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EPL이라고도 불리며, 1992년

에 시작한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이다. 70/80년대 리

버풀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영국의 프로축

구는 80년대 후반 들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리그에 밀

려 차츰 쇠락했으나, 영국 축구협회가 프로축구의 부

흥을 위해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를 출범시켜 1992/

93년 시즌을 개막함으로써 현재 이탈리아의 세리에

A,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와 함께 세계 3대 프로축구

리그로 손꼽히며, 홈 & 어웨이 방식으로 20개의 클

럽이 활동하고 있다. 프리메라리가는 스페인의 프로

축구 1부 리그로, 1929년 10개의 클럽으로 창설되어

1988년 이래로 현재까지 20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와 같은 빅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다. 스페인의 축구

는 미드필드를 중요시하며 짧은 패스와 화려한 기술

을 기반으로 한다. 스페인에 이러한 축구가 자리 잡

을 수 있게 된 배경은 기후와도 연관이 있는데, 스페

인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엔 굉장히 덥고 건조하며

온도가 최고 47.2°C 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더

운 날씨에서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을 보이기엔 어렵

기 때문에 패스를 활용해 공을 움직여서 경기를 풀어

나가는 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9) 유럽 중부에

위치한 독일은 영국과 비슷하게 강인한 축구를 앞세

워 세계 축구계에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분데스리가

는 독일 프로축구 리그로, 독일어의 ‘Bundes(연방)’와

‘Liga(리그)'가 합해진 용어이다. 독일 축구의 특징은

화려한 기술보다 강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유기적인 조직력으로 상대를 압박하

는게 특징이다. 독일에 이러한 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배경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고 FIFA로부터 대외경기 금지

를 당함으로써 결국 독일내에서만 축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선수들 역시 병사 출신이

많아서 뛰어난 조직력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10)

고 한다. 이탈리아 세리에 A는 1898년 Campionato

Nazionale란 이름으로 이탈리아 챔피언십이 시작되었

고, 전국적인 리그(Lega Calcio) 출범은 1929/30 시즌

부터 시작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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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45년 두 차례 중단되었다가, 이후 재개된 1945/

46 시즌부터는 리그 우승 클럽으로 하여금 다음 시즌

유니폼에 방패 문양의 이탈리아 국기를 달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쿠데토(Scudetto)'이며, 스쿠

데토는 그 뒤로 이탈리아에서 리그 타이틀을 상징하

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프로축구

1부 리그인 리그 앙(Ligue 1)은 ‘선수권'을 뜻하며,

1932년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축구협회(FFF：Fé-

dération française de football)가 주관하고, 동유럽이

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아메리카 선수들이 고

루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내에서 아프리카 축

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

다. 프랑스 리그 자체가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J-

리그는 일명 컴퓨터 축구라고 하는 일본의 최상위 프

로 축구 리그로, 일본 프로축구리그(Japan Professio-

nal Football League)의 약칭이다. 1992년 발족하여

1993년 10개의 클럽으로 첫 시즌이 시작했으며 1999

년 J-리그 디비전 1과 J-리그 디비전 2로 나뉘어 현

재 각각 18개, 22개 팀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2014

년부터 J-리그 디비전 3이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

다.11) 한국의 K-리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

는 대한민국 프로축구(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리그로서, 대한민국 축구 리그 시스템의 최

상위에 위치한 프로 리그인 K-리그 클래식과 K-리그

챌린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1983년 대한축구협회의

주도로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였고, 1987년부

터 기존에 참가해왔던 실업축구단들이 빠지면서 프로

축구단만이 참가하는 프로축구 리그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현재 K-리그 클래식에는 14개 팀, K-리그 챌

린지에는 8개 팀이 소속되어 있다.

2. 스포츠 마케팅과 유니폼
오늘날 스포츠 산업이 전문화·특성화 되어감에 따

라 스포츠 마케팅은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

고 있으며,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

이란 스포츠 제품을 매개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창조적 교환활동12)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스포츠 마케팅은 1980년대 초반, 프로 스포

츠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

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는데, 특히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2년 월

드컵 축구대회의 한․일 공동개최가 확정된 이후 본

격적인 관심대상이 되었다. 스포츠 마케팅은 새롭고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팀에 대한

주목성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메시지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는 팀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이

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팀의 CI(Corporate Identity)

구성 요소인 심볼, 로고, 캐릭터, 색채 등을 활용한

유니폼, 스포츠 선수, 광고, 이벤트 등을 통해 전략적

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팀의 심볼,

로고 등이 부착된 유니폼의 디자인과 색채는 팀의

역사와 문화, 연고 도시 등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특

히 현대 축구에서 유니폼은 클럽의 아이덴티티이자

수많은 팬덤(fandom)의 욕망이 투영된 제의(祭衣)

로,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다.

즉 몇몇 빅 클럽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큰돈을 벌

어다주는, 하나의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13) 국기라

는 명확한 상징이 존재하는 국가대표팀의 유니폼과

달리, 프로 축구팀의 유니폼 디자인과 색상은 좀 더

다양한 배경에 의해 달라지고 결정된다. 그것은 바로

연고 도시의 상징이나 특징, 모기업이나 스폰서십의

영향, 디자인적인 고려와 강팀을 향한 모티베이션

(motivtion)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프로축구에

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리지널리티라

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팀의 특징과 역사,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스널이 하이버리(high-

bury)를 떠나면서 100여년전 저지(jersey)를 새로 만

들어 입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990년대에 팀

전신이자 한 세기 전 뉴턴 히스(Newton Heath)의

유니폼이었던 골드 앤드 그린 저지를 어웨이 유니폼

으로 입고 경기를 한 것은 복고의 유행을 쫒고자 했

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리지널리티와 그 안에 담

긴 역사와 전통 때문이었다14)고 한다. 우리나라의

K-리그도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각 프로축구단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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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구유니폼을 5조각으로

자른 후 조각들을 조합하여 새롭게

만든 패션

- http://jungle.co.kr

<그림 2> ‘아프리카의

해석: 축구, 예술

그리고 디자인' 전시회

- http://jungle.co.kr

<그림 3> 세상의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분데스리가의 유니폼

- http://article.joins.com

의 판매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유니폼 응원에 매료된 축구팬들, 구단 측의 대대적인

유니폼 입기 캠페인, 유니폼을 착용한 관중에게 주는

각종 혜택 등이 유니폼 판매 호조의 원인이라 하겠

다. 또한 스포츠 유니폼을 운동하거나 응원할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즐겨 입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유니

폼의 미적 선호의 추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제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사회, 문화

적 하나의 조류이자, 세계를 하나로 잇는 가치 사슬

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공익적, 예술적

관점에서 축구유니폼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도 시

도되고 있다. 2006년 독일은 월드컵을 기념하여 축구

를 통해 파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글로벌 경제

시스템 현상을 주제로 하여 축구유니폼을 새로운 패

션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림 1>15)은 세계 각 국에서 보내온 축구유니폼을 각

각 5조각으로 자른 후 패션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조

각들을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디자인의 옷과 검은색

의 심판복을 활용한 커리어우먼 원피스로, 각 나라의

특성과 민족성이 표현된 축구유니폼을 함께 공유하

고 서로 엮어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와 세계가 하

나로 연결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상

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런던 디자인 박물관과 PUMA.

Creative가 2011년 ‘아프리카의 해석: 축구, 예술 그

리고 디자인(Interpretations of Africa: Football, Art

and Design)’ 전<그림 2>16)을 개최하였는데, 아프리

카 10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원하는 퓨마는

PUMA. Creativ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더 안

전하고, 평화로우며 창의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

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아

티스트들을 후원하는 크리에이티브 아프리카 네트워

크(CAN)를 주도하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인종, 외국

인 차별과 관련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리그 차원에

서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2012년 9월 15/16일 3라운

드에서 분데스리가의 모든 팀들은 유니폼 상의 앞면

에 각 팀의 스폰서 광고 대신 ‘Geh Deinen Weg(당

신의 길을 가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유니폼<그림

3>17)을 착용하였다. 이 문구는 인종, 외국인, 동성애

차별 등 세상의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12/13 홈 유니

폼으로 클럽의 깊은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부각시킨 디자인을 착용하

였는데, 이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

한 면직물 도시로 발달한 맨체스터를 상징적으로 표

현한 유니폼으로 맨체스터의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그림 4>18).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축구공과

유니폼을 드레스에 응용하여 예술적 감각의 패션쇼

<그림 5>19)를 개최하였다. <그림 6>20)은 나이키가

‘마리니에르(mariniere)’ 즉, 마린 룩을 컨셉으로 새로

디자인한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원정 유니폼으로 “자

유의 축구여 영원하라(Vive Le Football Libre)”는

캠페인 슬로건 아래 구축한 나이키와 프랑스 축구연

맹의 파트너쉽을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유니폼

을 통해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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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맨체스터의 유산을 상징하는

2012/1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유니폼

- http://footballjersey.tistory.com

<그림 5>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패션쇼:

축구공을 응용한 드레스

- https://www.google.co.kr/search

<그림 6>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마린룩 컨셉의 유니폼

- http://jungle.co.kr

<그림 7> 지하철 노선의 역 이름을 축구선수

이름으로 한 콜라보레이션

- http://acase.co.kr

유니폼 디자인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은 영국축구협회와 런던지하철이 모두 150주년을 기

념하기 위해 런던 지하철 노선<그림 7>21)의 역 이름

을 축구선수 이름으로 제작하여 재미있는 콜라보레

이션을 선보였다.

3. 민족 문화별 색채 기호
오늘날 글로벌 마케팅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세계

주의적 보편성과 더불어 고유의 민족적 전통이나 문

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의 특수성을 동시

에 추구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색채가

제품을 판매한다”22)라는 말과 같이 색채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색채는 민

족이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기호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개체로써 글로벌 시장에

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23) 색채

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무수히 많이 존재

하며, 각기 일정한 의미와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 없이는 살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색채는 생활의 절대적인 아이디어이자 미

디어이며, 정보이자 지식24)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고 생활하는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데, 이러한 환경의 일부인 색채는 인간에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역적, 집단

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25) 프랭크 H. 만케

는 외부세계에서 받은 자극은 내면세계 즉, 심리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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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연관이 있고 이러한 연관은 우리들이 색을 체험

하도록 하게 되며, 대략 6단계의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인간의 색 체험에 영향을 주고, 일부는 의식적인 수준

에서 다른 일부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와 지역이 다른 나라들은 각기 수

많은 색채 기호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족성의

주창자로 유명한 어네스트 빅즈(Ernest Biggs)의 견해

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상품에 한

해서 색채 기호(color preferences)와 색채 편견(color

prejudices)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

라들에서는 색채 기호에 대한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

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공통 기호색은

적색, 청색, 녹색, 황색 이라고 하였다.26)

국가별 색채기호를 보면, 프랑스는 옛 독일 육군

의 군복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회색 빛이 도는 녹

색 옷감에 대해 강렬한 색채 편견을 갖고 있으며, 남

자는 청색, 여자는 핑크색의 관습이 있다. 독일은 다

색과 검정색 및 녹청색의 셔츠와 붉은 넥타이를 극

단적으로 싫어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은 순색계의

색채를 기호색으로 여기고 있으나 북부지방보다도

남부지방에서 순색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탈리아의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겨울철에는 무늬가 많은 셔츠를

입고, 여름철에는 녹색 셔츠를 입는다는 관습이 지배

적이다.27) 이와 같이 인간은 본능적, 정서적, 민족적,

지역적, 문화적 등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색채의 좋

고 싫음인 색채 기호 또는 색채 편견이 나타나므로

인간의 정서와 문화적 특성을 잘 고려한 색채 전략은

곧 모든 상품의 판매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Ⅲ.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채
특성 및 이미지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채 특성과 이미지

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 대상은 유럽 5대 리그라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앙

과 아시아의 일본 J-리그, 한국 K-리그 팀으로 한정

하였고, 연구범위는 2012/13년(한국과 일본은 2013

년) 시즌의 홈과 원정 유니폼으로 하였다.

유니폼 사진 자료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각 구단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이트

(www.google.com, www.naver.com)에서 수집하였으며,

색상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러 장을 분석하여

명확성을 높였다. 유니폼의 상·하의, 스타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이 3색 배색임을 감안하여 유니폼

당 최대 3색까지 추출하여 총 258벌에서 735개(프리

미어리그 40벌/113개, 프리메라리가 40벌/107개, 분

데스리가 34벌/98개, 세리에 A 40벌/109개, 리그앙

40벌/118개, J-리그 36벌/108개, K-리그 28벌/82개)

의 색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디지털 이미지에서

Adobe photoshop CS2의 eyedropper tool을 이용하여

컬러 칩과 RGB 값을 추출하였고, 이를 Munsell Con-

version(version 9.1.1)의 HV/C값으로 변환하였다.

색채 분석은 먼셀의 색체계와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색조 분류법에 의거하여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다. 즉, 색상 특성은 먼셀 색체계의

10색상 R(Red), YR(Yellow Red), Y(Yellow), GY

(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고, 색조 특성은 먼셀의 HV/C값을

토대로 PCCS의 v(vivid), b(bright), s(strong), sf(soft),

p(pale), ltg(light grayish), lt(light), g(grayish), d(dull),

dp(deep), dk(dark), dkg(dark grayish)의 12색조와

W(white), Gy(gray), Bk(black)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리고 색채 이미지 분석은 유니폼 배색띠를 시

게노부 고바야시(Shigenobu Kob- yashi)의 배색 이

미지 스케일<그림 8>과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그림

9>를 참조하여 포지셔닝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해 패션디자인 전공 전문가 3명이 참여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논의
1)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채 특성

(1) 색상

국내․외 7개 리그의 프로축구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735개의 색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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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게노부 고바야시의

배색이미지 스케일

- Color Image Scale, p. 11

<그림 9> 시게노부 고바야시의

형용사이미지 스케일

- Color Image Scale, p. 12

리그명
유채색(53.7)

소계
무채색(46.3)

소계 계
R YR Y GY G BG B PB P RP N

프리미어리그 20.4 0.9 5.3 1.8 2.7 1.8 0.9 22.1 0.9 0 58.4 41.6 41.6 100

프리메라리가 21.5 0 2.8 1.9 1.9 0.9 0  16.8 3.7 0  49.5 50.5 50.5 100

분데스리가 18.4 0 6.1 2.0 7.1 0 2.0 11.2 0 1.0 48.0 52.0 52.0 100

세리에 A 18.3 0.9 0.9 0.9 0 0 5.5 18.3 1.8 1.8 48.6 51.4 51.4 100

리그앙 21.2 2.5 8.4 0 1.7 0.8 0 16.9 0.8 5.1 57.6 42.4 42.4 100

J-리그 23.1 2.8 5.6 1.9 0 0 0 23.1 0 3.7 60.2 39.8 39.8 100

K-리그 13.4 3.7 7.3 4.9 0 1.2 3.7 15.9 0 2.4 52.4 47.6 47.6 100

계 19.7 1.5 5.4 1.8 13.4 0.7 12.1 18.0 1.1 2.0 53.7 46.3 46.3 100

<표 1> 국내·외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상

(단위: %)

같다. 즉,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상 분포를 보면, 유채

색(53.7%)이 무채색(46.3%)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유채색의 10색상에서는 R(19.7%)과 PB(18.0%)가

많았고, Y(5.4%), RP(2.0%), G(1.9), GY(1.8%),

B(1.6%), YR(1.5%), P(1.1%), BG(0.7%) 순으로

나타났다.

리그별로 보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프랑스의 리

그앙, 일본의 J-리그, 한국의 K-리그에서는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스페인의 프

리메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독일의 분데스리

가에서는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유

채색 비율을 보면,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의 리그앙에서는 R이 PB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와 한국의 K-리

그에서는 PB가 R보다 많았으며, 이탈리아의 세리에

A와 일본의 J-리그에서는 R과 PB가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이, 프로 축구 유니폼에서 많이 사용된

R컬러는 색채특성상 에너지, 힘, 강렬함을 상징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색으로, 눈에 잘 띄어 주목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녹색의 그

라운드와 보색을 이뤄 필드에서 다른 컬러보다 명료

하고 밝게 보이기 때문에 명시성이 높아 스포츠 유

니폼 컬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R 다음으로 많이 나

타난 PB는 이지적이고 냉정함을 느끼게 하여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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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명
유채색(49.2)

소계
무채색(50.8)

소계 계
R YR Y GY G BG B PB P RP N

프리미어리그 27.5 0 2.5 5.0 2.5 0 0 27.5 0 0 65.0 35.0 35.0 100

프리메라리가 12.5 0 2.5 2.5 5.0 2.5 0 22.5 2.5 0 50.0 50.0 50.0 100

분데스리가 20.6 0 2.9 2.9 5.9 0 0 11.8 0 0 44.1 55.9 55.9 100

세리에 A 10.0 0 2.5 0 0 0 2.5 20.0 2.5 2.5 40.0 60.0 60.0 100

리그앙 17.5 0 2.5 0 5.0 0 0 22.5 0 0 50.0 50.0 50.0 100

J-리그 11.1 2.8 8.3 2.8 0 0 0 13.9 0 5.6 44.4 55.6 55.6 100

K-리그 10.7 0 7.1 10.7 0 0 3.6 14.3 0 3.6 50.0 50.0 50.0 100

계 15.9 0.4 3.9 3.1 2.7 0.4) 0.8 19.4 50.8 1.6 49.2 50.8 50.8 100

<표 2> 국내·외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의 메인 색상

(단위: %)

심어줌으로써 선수들에게 용맹심을 느끼게 한다.28)

프로축구 유니폼의 메인 색상에 사용된 258개의 색

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채색이 49.2%,

무채색이 50.8%로 나타났다. 유채색 중에서 PB

(19.4%)와 R(15.9%)이 많이 사용되었고, Y(3.9%),

GY(3.1%), G(2.7%), RP(1.6%), B/P(0.8%), YR/

BG(0.4%) 순이었다.

리그별로 보면, 유채색에서는 R과 PB가 같은 비율

로 나타난 프리미어리그와 R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

데스리가를 제외한 5개 리그에서 PB가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R계열 컬러는 시각적으로 명시도가 높아

선수들의 활동성을 커보이게 하고 빠른 속도감을 느

끼게 해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는데 효과적29)이기 때문인지 영국과 독일의 유니

폼 메인컬러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30). 프리메라리가,

세리에 A, 리그앙, J-리그, K-리그 유니폼에 가장 많

이 사용된 PB는 R과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는 침착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31)으로 신

경을 공에 집중해야 하는 스포츠에 매우 적합한 컬러

라 할 수 있다32). 이러한 R과 PB를 선수들의 유니폼

에 배색하면 컬러가 주는 특성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액티브하며 스

피드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33). 이

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가대표팀은 전통적으로 푸른색

을 유니폼 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아주리(Azzurri)’ 군단, 프랑스는 ‘레블뢰(Les Bleus)’

군단으로 불리며, 아주리와 레블뢰는 자국어로 ‘푸르

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조은영(2009)34)

의 연구에서 이탈리아가 기후상 강수량이 적어 청색

조를 선호하는 색채감성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고, 프랑스 리그앙 유니폼에 가장 많이

나타난 PB컬러도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

스 삼색기(파랑, 빨강, 흰색)와도 연관이 있는 색이다.

또한 일본 유니폼의 기원에는 파란색과 관련된 두 가

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페어플레이와 젊음을 상징하

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일본축구

협회의 깃발에서 착안됐다는 설과 일부에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일본이 강팀 스웨덴을 이겼을 때

일본 대표팀이 입었던 유니폼 색깔이 파란색이었기

때문35)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프로

축구 유니폼에서도 PB와 Y의 비율이 다른 컬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K-리그에서 PB 다음으

로 많이 사용된 R은 1983년 멕시코 청소년 대회

(U-20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4강에 오르면서 ‘붉은

악마'라는 별칭을 얻은 이후로 현재까지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컬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른 리그에

비해 K-리그에서는 GY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녹색

계열은 심리적으로 흥분을 진정시키며 신경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효과적이지만, 초록색 잔디에서

경기를 하는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 컬러로는 멀리서

뚜렷하게 눈에 잘 보이는 특성인 주목성이 약해 적절

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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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명

유채색(53.7)

소계

무채색(46.3)

소계 계
v s b sf p ltg lt g d dp dk dkg W ltGy mGy

dkG

y
Bk

프리미어리그 20.4 6.2 6.2 2.7 0.9 0 5.3 0.9 0 4.4 8.0 3.5 58.4 27.4 0.9 0 0 13.3 41.6 100

프리메라리가 25.9 5.6 1.9 3.7 0.9 0 0.9 0 1.9 5.6 3.7 1.9 49.5 27.1 0.9 0 0.9 21.5 50.5 100

분데스리가 29.2 6.3 42 2.0 0 2.1 2.1 0 2.0 4.2 4.2 2.0 48.0 30.6 3.1 0 0 18.4 52.0 100

세리에 A 14.5 5.5 5.5 0 0 0 5.5 0 0 7.3 7.3 1.8 48.6 31.2 0 0 0 20.2 51.4 100

리그앙 32.2 6.8 1.7 5.1 0.8 0 3.4 0 1.7 1.7 6.8 1.7 57.6 32.2 0 0 0.8 9.3 42.4 100

J-리그 40.7 9.3 0 0.9 0.9 0 7.4 1.9 0.9 0 0.9 3.7 60.2 26.9 0.9 0 0 12.0 39.8 100

K-리그 29.3 9.8 7.3 2.4 0 0 7.3 0 4.9 0 2.4 1.2 52.4 23.2 1.2 1.2 1.2 20.7 47.6 100

계 25.5 5.8 3.8 2.0 0.5 0.1 3.8 0.4 1.4 3.0 5.2 2.3 53.7 28.4 1.0 0.1 0.4 16.3 46.3 100

<표 3> 국내·외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조

(단위: %)

리그명
유채색(49.6)

소계
무채색(50.4)

소계 계
v s b sf p ltg lt g d dp dk dkg W ltGy mGy dkGy Bk

프리미어리그 20.0 7.5 5.0 2.5 0 0 5.0 0 0 7.5 12.5 5.0 65.0 25.0 0 0 0 10.0 35.0 100

프리메라리가 22.5 7.5 2.5 0 2.5 0 2.5 0 5.0 5.0 2.5 2.5 52.5 22.5 0 0 0 25.0 47.5 100

분데스리가 23.5 5.9 5.9 0 0 0 0 0 2.9 0 2.9 2.9 44.1 35.3 0 0 0 20.6 55.9 100

세리에 A 7.5 5.0 7.5 0 0 0 5.0 0 0 5.0 5.0 5.0 40.0 35.0 0 0 0 25.0 60.0 100

리그앙 20.0 5.0 0 2.5 0 0 0 0 5.0 2.5 7.5 7.5 50.0 42.5 0 0 2.5 5.0 50.0 100

J-리그 27.8 8.3 0 0 2.8 0 2.8 2.8 0 0 0 0 44.4 47.2 0 0 0 8.3 55.6 100

K-리그 21.4 7.1 7.1 0 0 0 7.1 0 0 0 7.1 0 50.0 25.0 3.6 0 0 21.4 50.0 100

계 20.2 6.6 3.9 0.8 0.8 0 3.1 0.4 1.9 4.7 5.4 3.5 49.6 33.3 0.4 0 0.4 16.3 50.4 100

<표 4> 국내·외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 메인 컬러의 색조

(단위: %)

(2) 색조

7개 리그의 축구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735개의

색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축구유니폼의

색조 분포를 보면, W(28.4%)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고, 그 다음은 v(25.5%), Bk(16.3%), s(5.8%), dk

(5.2%), b/lt(5.2%), dp(3.0%), sf(2.0%), ltGy(1.0),

p(0.5%), g/dkGy(0.4%), ltg/mGy(0.1%) 순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색채 배색시 두 색채가 조화되지

않을 때에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색 등의 무채색

을 배색하면 보다 잘 조화되는데, 이것은 대립이 강

한 색상간의 거리를 유지시킴으로써 각각의 색상이

가진 에너지가 무채색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

에 A에서는 배색된 선명한 컬러를 돋보이게 하고 가

볍게 느끼게 하는데 효과적인 W가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J-리그와 K-리그는 고채도의 선명하고 화려

한 v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리그앙은 v톤과 W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섬나라인 영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기후가 습하고 온난하여 고채도

의 컬러가 환경색채에서 포인트로 많이 사용되는데,

축구유니폼 또한 v, s, b 등 밝고 선명한 색조가 많

이 나타났다. 조은영, 유태순의 연구36)에서 이탈리아

의 환경색채는 화려하면서도 따뜻하고 중후한 라틴

민족의 유서 깊은 색채감성을 통해 전반적으로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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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Neutral

v 17.7 1.0 3.0 0.1 0 0 0 3.0 0 0.7
W 28.4

s 0.7 0.3 0 0.3 0.7 0 0 3.4 0.1 0.4

b 0 0 1.5 0.8 0.3 0.1 0.3 0.3 0 0.3
ltGy 1.0

sf 0 0 0.1 0 0.1 0.1 0.1 1.4 0 0

p 0 0 0.3 0 0 0 0.1 0.3 0 0

mGy 0.1ltg 0 0 0.1 0 0 0 0 0 0 0

lt 0 0.3 0.4 0.5 0 0 0.5 1.5 0 0.5

g 0 0 0 0 0 0 0 0.5 0 0
dkGy 0.4

d 0 0 0 0 0.5 0.3 0.1 0.7 0 0

dp 0.7 0 0 0 0 0 0 1.8 0.7 0

Bk 16.3dk 0.7 0 0 0 0.3 0 0.3 3.7 0 0

dkg 0 0 0 0 0 0.1 0.1 1.5 0.3 0.1

<표 5>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상/색조

(단위: %)

R YR Y GY G BG B PB P RP Neutral

v 13.2 0.4 1.6 0.4 0 0 0 3.9 0 0.4
W 33.3

s 0.8 0 0 0.4 1.2 0 0 3.5 0 0.8

b 0 0 1.9 1.2 0 0 0.4 0.4 0 0
ltGy 0.4

sf 0 0 0 0 0.4 0 0 0.4 0 0

p 0 0 0.4 0 0 0 0 0.4 0 0

mGy 0ltg 0 0 0 0 0 0 0 0 0 0

lt 0 0 0 1.2 0 0 0.4 1.2 0 0.4

g 0 0 0 0 0 0 0 0.4 0 0
dkGy 0.4

d 0 0 0 0 1.2 0.4 0 1.2 0 0

dp 0.8 0 0 0 0 0 0 1.6 0.8 0

Bk 16.7dk 1.2 0 0 0 0 0 0 3.5 0 0

dkg 0 0 0 0 0 0 0 2.7 0.4 0.4

<표 6>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 메인 컬러의 색상/색조

(단위: %)

한 light, vivid, deep 톤 등의 밝고 선명한 색채가 많

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에 A의

축구유니폼에서도 v, dp, lt 톤 등이 높은 비율로 사

용되었음을 볼 때 유니폼의 색채도 지역의 환경색채

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7개 리그의 축구유니폼 메인 컬러에 사용된 258개

의 색조는 <표 4>와 같다. 즉 W(33.3%)가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v(20.2%), Bk(16.3%), s(6.6%), dk

(5.4%), dp(4.7%), b(3.9%), dkg(3.5%), lt(3.1%),

d(1.9%), sf/p(0.8%), g(0.4%)순이었으며, ltg, ltGy,

mgy, dkGy는 사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유니폼은 착용자에게 심리적으로 우위를 주어야 하

는데, 색채가 밝고 선명할 경우에는 팀의 동료에게

공을 패스할 때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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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협이 되기도 하므로 메인컬러에 고명도의 W와

고채도의 v, s가 많이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리그별로 보면 Bk가 가장 많이 나타난 프리메라

리가를 제외한 모든 리그에서는 W가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W 다음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리그앙, J-리그에서는 v 톤이 많았고, 세리에 A는

Bk, K-리그는 v와 Bk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프리

메라리가에서는 Bk 다음으로 v와 W가 동일하게 사

용되었다.

(3) 색상/색조

7개 리그의 축구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색조 분포

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W가 28.4%,

R(v)가 17.7%, Bk가 16.3%로 많이 나타났다. 유니

폼 전체 색상의 17.7%를 차지한 R 색상이 대부분 v

톤으로 사용된 것과는 달리, PB는 ltg를 제외한 모든

색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YR,

Y, RP는 v 톤이, GY는 b, G는 s 톤이 가장 많았다.

메인컬러에 사용된 색상/색조 분포는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W가 33.3%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고, 그 다음으로는 Bk, R(v), PB(v), PB(s)/PB

(dk), PB(dkg), Y(v)/ PB(dp) 순으로 나타났다. 메

인 컬러에서도 R 색상의 경우는 v톤이 가장 많이 나

타난 것에 비해, PB는 v, s/dk 톤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색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 리그의 축구유니폼에 사용된 전체 색상/색조

와 메인컬러의 색상/색조 분포는 <표 7>과 같다. 프

리미어리그는 W가 27.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Bk/13.3%, R(v)/12.4%, PB(dk)/

5.3%, PB(v)/4.4% 순으로 나타났다. 메인 컬러에서

도 W가 25.0%로 가장 많았고, R(v)/12.5%, Bk/

10.0%, PB(v)/ PB(dk)는 7.5% 순이었다. 이를 보

면 무채색인 W가 전체, 메인컬러 모두 가장 많이 사

용된 반면에 유채색에서는 R(v)가 많이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프리메라리가는 W가 27.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Bk/21.5%, R(v)/

19.6%, PB(v)/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인

컬러에서는 Bk가 27.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W/22.5%, R(v)/12.5%, G(s), PB(v), PB(dp)/5.0%

순으로 나타났다. 분데스리가는 W/30.6%, Bk/18.4%,

R(v)/15.3%, PB(dp)/4.1%, G(s), ltGy/3.1% 순이었

고, 메인 컬러에서도 W가 35.3%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세리에 A는 W가 30.3%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고, 그 다음으로는 Bk/21.1%, R(v)/16.5%, PB

(dk)/4.6%, PB(dp)/2.8% 순이었고, 메인 컬러에서

도 W/35.0%, Bk/25.0%, R(v)/16.5% 순으로 나타났

다. 리그앙은 W/32.2%, R(v)/21.2%, Bk/9.3%, PB

(dk)/6.8%, Y(v)/5.1% 순이었는데, 메인 컬러에서도

어느 유럽리그에서보다도 W가 42.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W와 함께 J-리그에서는 R(v), K-

리그에서는 Bk가 많이 사용되었다. 즉, J-리그에서는

W/26.9%, R(v)/23.1%, Bk/12.0%, PB(v)/7.4%, PB

(s)/5.6% 순이었고, 메인 컬러에서도 W/47.2%, R(v)

/11.1%, Bk/8.3% 순이었다. K-리그에서는 W/23.2%,

R(v)/13.4%, Y(v)/4.9%, YR(v), PB(d)/3.7% 순이

었고, 메인 컬러에서도 W/25.0%, Bk/21.4%, R(v)/

10.7%, PB(d)/7.1% 순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

에 A, 리그앙, J-리그, K-리그 의 전체 컬러에서는

W가 가장 많았고, 메인컬러에서는 Bk가 가장 많이

사용된 프리메라리가를 제외한 6개 팀에서는 W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채 이미지

국내․외 7개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의 색채이미

지를 분석하기 위해 258개의 유니폼 배색띠<표 8>를

고바야시의 배색이미지와 형용사 이미지를 참조해서

포지셔닝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캐주얼이미지가

31.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모던

(21.3%), 다이나믹(12.8%), 쿨캐주얼(12.0%), 고저스

(9.3%), 클리어(6.6%), 시크(3.5%), 엘레강스(1.2%)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댄디/클래식/로맨틱/프리

티 이미지는 각각 0.4%에 불과했다.

리그별로 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유니폼의 색채

이미지<그림 11>는 W와 고채도의 R(v)나 PB(v) 배

색으로 ‘선명한, 눈에 띄는, 유쾌한’ 형용사 이미지어

를 갖는 캐주얼 이미지가 35%로 가장 많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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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Neutral

v

프 12.4/12.5 0 3.5/0 0 0 0 0 4.4/7.5 0 0

W

프 27.4/25.0
프⁺ 19.6/12.5 0 2.8/2.5 0 0 0 0 3.7/5.0 0 0

분 15.3/20.6 0 2.0/0 0 0 0 0 1.0/2.9 0 1.0/0

프⁺ 27.1/22.5세 16.5/7.5 0.9/0 0 0 0 0 0 0.9/0 0 0

리 21.2/17.5 0.8/0 5.1/2.5 0 0 0 0 0.8/0 0 0.8/0

J 23.1/11.1 1.9/2.8 2.8/5.6 0 0 0 0 7.4/5.6 0 2.8/2.8

분 30.6/35.3K 13.4/10.7 3.7/0 4.9/0 1.2/3.6 0 0 0 2.4/7.1 0 0

s

프 3.5/5.0 0 0 0 0 0 0 2.7/2.5 0 0

프⁺ 0.9/0 0 0 0 1.9/5.0 0 0 2.8/2.5 0 0

세 30.3/35.0분 0 0 0 0 3.1/2.9 0 0 2.0/2.9 0 0

세 0 0 0 0 0 0 0 4.6/5.0 0 0

리 0 0.8/0 0 0 0 0 0 3.4/5.0 0.8/0 0

리 32.2/42.5J 0 0.9/0 0 0 0 0 0 5.6/5.6 0 0.9/2.8

K 0 0 0 2.4/3.6 0 0 0 2.4/0 0 2.4/3.6

b

프 0 0 3.5/2.5 0.9/2.5 0.9/0 0 0 0 0 0
J 26.9/ 47.2

프⁺ 0 0 0 1.9/2.5 0 0 0 0 0 0

분 0 0 2.0/2.9 2.0/2.9 1.0/0 0 0 0 0 0

K 23.2/25.0
세 0 0 0.9/2.5 0.9/0 0 0 1.8/2.5 1.8/2.5 0 0

리 0 0 1.7/0 0 0 0.8/0 0 0 0 1.7/0

K 0 0 2.4/7.1 0 0 0 0 0 0 0

sf

프 0 0 0 0 0.9/2.5 0.9/0 0 0.9/0 0 0

l

t

G

y

프 0.9/0
프⁺ 0 0 0 0 0 0 0 1.9/0 0 0

분 0 0 0 0 0 0 1.0/0 1.0/0 0 0

프⁺ 0.9/0리 0 0 0.8/0 0 0 0 0 2.8/2.5 0 0

J 0 0 0 0 0 0 0 0.9/0 0 0

K 0 0 0 0 0 0 0 2.4/0 0 0

분 3.1/0

p

프 0 0 0 0 0 0 0.9/0 0 0 0

프⁺ 0 0 0 0 0 0 0 1.9/2.5 0 0

리 0 0 0.8/0 0 0 0 0 0 0 0
J 0.9/0

J 0 0 0.9/2.8 0 0 0 0 0 0 0

ltg 분 0 0 1.0/0 0 0 0 0 0 0 0

K 1.2/0

lt

프 0 0.9/0 0 0.9/2.5 0 0 0 3.5/2.5 0 0

프⁺ 0 0 0 0 0 0 0 0.9/2.5 0 0

분 0 0 1.0/0 0 0 0 0 0 0 0 m

G

y

K 1.2/0세 0 0 0 0 0 0 1.8/0 1.8/2.5 0 1.8/2.5

리 0 0.8/0 0 0 0 0 0 0 0 1.7/0

J 0 0 1.9/0 1.9/2.8 0 0 0 2.8/0 0 0

d

k

G

y

프⁺ 0.9/0K 0 0 0 1.2/3.6 0 0 2.4/3.6 1.2/0 0 0

g
프 0 0 0 0 0 0 0 0.9/0 0 0

J 0 0 0 0 0 0 0 2.8/2.8 0 0

리 0.8/0

d

프⁺ 0 0 0 0 0 0.9/2.5 0 0.9/2.5 0 0

분 0 0 0 0 2.0/2.9 0 0 0 0 0

리 0 0 0 0 1.7/5.0 0 0 0 0 0

K 1.2/0J 0 0 0 0 0 0 0 0.9/0 0 0

K 0 0 0 0 0 1.2/0 1.2/0 3.7/7.1 0 0

dp

프 1.8/5.0 0 0 0 0 0 0 1.8/2.5 0.9/0 0

B

k

프 13.3/10.0
프⁺ 0.9/0 0 0 0 0 0 0 1.9/5.0 1.9/0 0

분 2.0/0 0 0 0 0 0 0 4.1/0 0 0
프⁺ 21.5/27.5

세 0 0 0 0 0 0 0 2.8/0 1.8/5.0 0

<표 7> 국내·외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 전체 컬러와 메인 컬러의 색상/색조 분포

(Total color/Main color,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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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0 0 0 0 0 0 0 1.7/2.5 0 0

dk

프 1.8/5.0 0 0 0 0.9/0 0 1.8/0 5.3/7.5 0 0

분 18.4/20.6프⁺ 0 0 0 0 0 0 0 2.8/2.5 0 0

분 1.0/0 0 0 0 1.0/0 0 0 2.0/2.9 0 0

세 1.8/2.5 0 0 0 0 0 0 4.6/2.5 0 0
세 21.1/25.0

리 0 0 0 0 0 0 0 6.8/7.5 0 0

J 0 0 0 0 0 0 0 0.9/0 0 0

리 9.3/5.0K 0 0 0 0 0 0 0 2.4/0 0 0

dkg

프 0 0 0 0 0 0.9/0 0 2.7/5.0 0 0

프⁺ 0 0 0 0 0 0 0 0 1.9/2.5 0

J 12.0/8.3분 0 0 0 0 0 0 1.0/0 1.0/2.9 0 0

세 0 0 0 0 0 0 0 1.8/5.0 0 0

리 0 0 0 0 0 0 0 1.7/5.0 0 0.8/2.5

K 20.7/21.4J 0 0 0 0 0 0 0 1.9/0 0 0

K 0 0 0 0 0 0 0 1.2/0 0 0

※ 프(프리미어리그), 프⁺(프리메라리가), 분(분데스리가), 세(세리에 A), 리(리그앙), J(J-리그), K(K-리그)

고, 그 다음으로는 PB(s)와 W 배색으로 ‘진보적인,

냉정한, 이지적인, 현대적인, 합리적인, 성실한’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모던 이미지 20%, ‘풍부한,

성숙한, 원숙한, 매력적인, 장식적인’ 등의 형용사 이

미지어를 갖는 고저스 이미지 17.5%, ‘젊은, 재빠른,

활동적인’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쿨 캐주얼

이미지 12.5%, ‘깨끗한, 순수한, 담백한, 산뜻한’ 형용

사 이미지어를 갖는 클리어 이미지 10%, 다이나믹

이미지 5% 순으로 포지셔닝되었다. 특히 캐주얼 이

미지는 그라운드의 녹색과 대비를 이루어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고

채도의 R(v)와 W의 배색이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프리메라리가 유니폼의 색채이미지<그림 12>는 고

채도의 R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Bk의 배색으로 ‘순

발력 있는, 역동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등의 형용

사 이미지어를 갖는 다이나믹 이미지가 27.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쿨 캐주얼(20.0%), 캐주얼

(17.5%), 모던(15.0%), 고저스(7.5%), 시크/클리어

(5.0%), 댄디(2.5%) 이미지 순이었다. 분데스리가

유니폼의 색채이미지<그림 13>는 캐주얼/모던 이미지

가 2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이나믹/쿨

캐주얼(11.8%), 클리어(5.9%), 고저스(5.9%)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클래식/시크/프리티 이미지는 각

각 2.9%로 나타났다. 세리에 A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4>는 캐주얼 이미지가 35.0%로 가장 많았고,

W와 Bk의 모노톤 배색으로 인한 모던(32.5%), 고저

스(10.0%), 클리어/쿨캐주얼(7.5%), 엘레강스(5.0%),

다이나믹(2.5%) 이미지 순이었다. 리그앙 유니폼의

색채이미지<그림 15>는 캐주얼 이미지가 37.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던/쿨 캐주얼(17.5%), 다이

나믹(12.5%), 고저스/클리어(7.5%), 엘레강스/시크

(2.5%) 이미지 순이었다.

J-리그 유니폼의 색채이미지<그림 16>는 캐주얼

(47.2%), 다이나믹/모던(13.9%), 고저스(8.3%), 쿨 캐

주얼(5.6%), 프리티/엘레강스/클리어/시크(2.8%) 이

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리그와는 달리 프리티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K-리그 유니폼의

색채이미지<그림 17>는 모던 이미지가 28.6%로 가장

많았고, 고채도의 밝고 화려한 R(v)와 Bk의 강렬한

배색으로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느낌의 다이나믹/

캐주얼(17.9%) 이미지, ‘조용한, 회색빛의, 수수한, 마

른 느낌의’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시크

(14.3%) 이미지, 쿨 캐주얼(10.7%), 고저스(7.1%),

클리어(3.6%) 이미지 순으로 분포되었다. K-리그 유

니폼은 다른 리그에 비해 회색조의 색채가 높은 비

율로 사용되어 모던하고 시크한 이미지가 많이 나타

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색조의 색채는

주목성이 떨어져 강렬한 이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유니폼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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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리그앙 J-리그 K-리그

1
PB(lt)/W/

Bk

R(dk)/

Y(b)

W/PB(v)/

R(v)

Bk/

W

W/G(s)/

R(v)

Bk/W/

G(s)

W/B(dk)/

/R(v)

W/B(dk)/

R(v)

PB(dk)/

W/R(v)

R(v)/

PB(dk)/W

PB(v)/W/

R(v)

W/R(v)/

PB(v)

GY(v)/Bk/

PB(s)

Bk/R(v)/

W

Manchester City Granada Greuther Fürth Bologna 1909
Paris Saint Germain

FC
Yokohama F·Marinos FC Seoul

2
Bk/W/

R(v)

R(dp)/Bk/

W

W/Bk/

PB(sf)

P(dkg)/

GY(b)/w

R(v)/Bk/

W

W/R(v)/

ltGy

Bk/

PB(dk)/W

W/Bk/

PB(dk)

W/PB(dk)

/R(v)

PB(dk)/

W/R(v)

R(v)/W/

Bk

Y(p)/Bk/

R(v)

GY(s)/PB

(lt)/Y(v)

PB(dk)/

GY(b)/Y(v)

Newcastle United Real Madrid Bayer Leverkusen Atalanta BC Olympique Lyonnais Urawa Red Diamonds Jeonbuk Hyundai Motor

3
R(v)/

Y(v)/W

Bk/P(g)/

Y(v)

PB(dk)/

R(v)/Y(v)

Y(V)/

R(v)/Bk

Y(b)/Bk/

RP(v)

Bk/Y(b)/

W

W/Bk/

R(v)

W/Bk/

R(v)

W/PB(sf)/

YR(v)

Bk/R(v)/

W

Bk/PB(v)/

W

W/ltGy/

R(v)

Bk/R(v)/

Y(v)

W/Bk/

Y(v)

Liverpool Barcelona Borussia Dortmund AC Milan Olympique Marseille Sanfrecce Hiroshima Pohang Steelers

4
GY(b)/

G(dk)/PB(v)

G(sf)/W W/Bk/

ltGy

PB(v)/

PB(sf)/W

W/Bk/

Y(v)

PB(dkg)/

G(b)/Y(v)

Bk/W R(v)/W/

Bk

G(d)/W/

Y(v)

G(d)/W/

Y(v)

R(v)/PB

(dkg)/W

W/R(v)/

PB(dkg)

PB(v)/

B(d)/W

PB(dk)/

W/Bk

Norwich City Valencia
Borussia

Mönchengladbach
AC Siena AS Saint-Étienne Loire Kashima Antlers

Suwon Samsung

Bluewings

5
PB(v)/W/

R(v)

Y(b)/

PB(v)/Bk

W/PB(sf)/

Bk

Bk/W GY(b)/W/

PB(s)

W/GY(b)/

Bk

Y(b)/

PB(dp)/Bk

W/Bk R(v)/W/

Y(v)

W/Bk/

Y(v)

PB(g)/

RP(v)/W

W/PB(g)/

R(v)

PB(v)/W/

BG(d)

W/PB(dk)

Reading Málaga VfL Wolfsburg AC Chievo Verona Stade de Reims Cerezo Osaka Ulsan Hyundai

6
R(v)/R(s)/

Bk

W/Bk/

R(v)

PB(v)/

R(v)/W

Bk/P(dkg)

/R(v)

W/R(v)/

ltGy

R(v)/W/

ltGy

P(dp)/

W

Bk/R(v)/

W

W/R(v)/

Bk

Bk/R(v)/

W

YR(v)/Bk/

W

W/YR(v)/

R(v)

R(v)/Bk/

W

W/R(v)/

YR(v)

Manchester United Atlético de Madrid VfB Stuttgart ACF Fiorentina OGC Nice Omiya Ardija Jeju United

7
R(v)/W/

Bk

W/R(v)/

Bk

R(v)/Bk/

W

Bk/R(v)/

W

Bk/R(v)/

W

W/Bk/

R(v)

R(v)/W/

Bk

W/YR(v)/

R(v)

PB(dk)/

W/R(v)

W/R(v)/

Bk

Bk/PB(lt)/

W

W/PB(lt)/

PB(d)

GY(lt)/

dkGy/Bk

R(v)/W/

Bk

Southampton Real Mallorca Eintracht Frankfurt Roma Girondins de Bordeaux Kawasaki Frontale Busanipark

8
R(v)/Bk/

W

PB(dk)/

BG(sf)/W

PB(d)/

R(v)/W

BG(d)/

PB(s)/R(v)

Bk/R(dp)/

R(dk)

W/R(dp) PB(lt)/

W

Bk/

PB(lt)

W/Bk/

R(v)

R(v)/Bk/

W

R(v)/Bk/

Y(v)

W/R(v)/

Bk

Bk/R(v)/

YR(v)

W/Bk/

R(v)

Sunderland Levante FC Nuremberg Lazio FC Lorient Nagoya Grampus Gyeongnam FC

9
W/Y(b) R(v)/W/

G(b)

R(v)/

PB(dk)/W

PB(p)/PB

(dk)/R(v)

R(v)/Y(lt)

/W

W/R(v)/

Bk

PB(b)/W/

R(v)

PB(dkg)/

PB(b)/R(v)

W/R(v)/

PB(s)

PB(dkg)/

R(v)/W

Y(v)/Bk/

R(v)

W/Bk/

R(v)

Bk/PB(s)/

W

W/mGy/

Bk

Swansea City Atlético Osasuna Bayern Munich Napoli Montpellier Hérault SC Kashiwa Reysol Incheon United

10
W/R(v) PB(dp)/

R(v)/W

Bk/R(v)/

W

Bk/R(dp)/

W

PB(v)/

W

W/PB(dp)/

PB(sf)

Bk/PB(s)/

W

R(v)/W/

PB(s)

PB(dkg)/

R(v)/W

W/R(v) PB(v)/

R(v)/Y(lt)

W/Y(lt)/

R(v)

B(lt)/W/

YR(v)

ltGy/PB

(dkg)/B(lt)

Stoke City Athletic Bilbao Schalke 04 Internazionale LOSC Lille Métropole FC Tokyo Daegu FC

11
W/R(v)/

PB(dp)

R(dk)/Bk/

R(s)

W/Bk/

R(v)

R(v)/W/Y

R(s)

R(v)/

W

PB(dk)/

B(sf)/W

Bk/W/

PB(s)

PB(s)/W/

GY(b)

R(v)/

W

RP(dkg)/

Y(p)/W

R(v)/W/

PB(v)

W/PB(v)/

R(v)

Y(b)/Bk/

PB(sf)

Bk/W/

PB(sf)

Arsenal Sevilla FSV Mainz 05 Udinese Valenciennes FC Albirex Niigata Chunnam Drag

12
R(dp)/W/

PB(lt)

GY(lt)/BG

(dkg)/PB(lt)

PB(dp)/

W

R(v)/

W

G(d)/W/

G(dk)

Bk/B(dkg)/

G(d)

W/

Bk

Bk/

W

W/P(s)/

Y(sf)

dkGy/

RP(b)/W

Y(v)/PB

(s)/R(v)

W/PB(s)/

R(v)

Y(b)/R(v) W/Bk/

R(v)

Aston Villa Getafe SV Werder Bremen Juventus Toulouse FC Vegalta Sendai
Seongnam Ilhwa

Chunma

13
PB(v)/W/

Y(v)

Bk/Y(v) G(s)/W/

Bk

G(s)/Bk/

W

R(v)/Bk/

R(v)

Bk/W/

R(v)

PB(s)/W/

R(v)

Bk/W/

PB(v)

W/R(v)/

Bk

PB(sf)/

Bk/RP(v)

Bk/YR(s)/

R(v)

W/PB(s)/

Bk

RP(s)/W/

PB(dk)

Bk/W/

RP(s)

Everton Real Betis SC Freiburg Sampdoria AC Ajaccio Shimizu S-Pulse Daejeon Citizen

14
W/PB(dk)/

P(dp)

PB(dk)/

R(v)/W

PB(dp)/

W/Bk

GY(b)/

dkGy/Bk

R(v)/W W/Y(ltg)/

Bk

RP(lt)/Bk/

PB(dp)

Bk/

RP(lt)

W/PB(dp)/

Y(b)

PB(dp)/

W/Y(b)

RP(v)/Bk/

PB(v)

W/RP(v)/

PB(v)

R(v)/Bk/

W

W/R(v)/

PB(d)

West Bromwich Albion Español Fortuna Düsseldorf Palermo SC Bastia Sagan Tosu Gangwon FC

15
R(s)/W/

PB(lt)

PB(dk)/

PB(sf)/W

W/PB(v) R(v)/Bk PB(s)/W/

Bk

W/PB(dk)/

Bk

PB(dk)/

R(v)/W

W/PB(dk)/

R(v)

W/R(v)/

Y(v)

R(v)/

BG(b)/W

PB(s)/

R(v)/W

W/PB(s)/

R(v)

West Ham United Real Sociedad TSG 1899 Hoffenheim Genoa Stade Brestois 29 Ventforet Kofu

<표 8> 국내·외 리그별 프로축구 유니폼의 배색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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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B(s)/W/

Bk

Bk/Y(b) W/R(v) Bk/R(v) R(v)/Bk/

W

G(s)/Bk/

W

PB(dkg)/

R(v)/W

W/PB(dk)/

R(v)

R(v)/Bk/

W

W/Bk/

R(v)

RP(s)/

GY(lt)/W

GY(lt)/

PB(sf)/W

Wigan Athletic Rayo Vallecano Hannover 96 Cagliari tade Rennais FC Shonan Bellmare

17
PB(v)/W/

ltGy

W/PB(dk)/

B(p)

W/PB(s) R(v)/

PB(s)/R(v)

W/R(v)/

PB(dp)

Bk/W/

PB(dp)

B(b)/

R(v)/Bk

W/B(b)/

R(v)

W/RP(lt)/

PB(v)

PB(s)/W/

RP(lt)

W/PB(lt)/

PB(dkg)

W/R(v)/

PB(dk)

Chelsea Real Zaragoza Hamburger SV Catania
Évian Thonon

GaillardFC
Júbilo Iwata

18
W/PB(s)/

R(v)

R(s)/W/

Bk

PB(s)/W/

Bk

Bk/R(v)/

W

R(dk)/W/

Bk

W/R(dk) Y(v)/PB(dk)

/PB(s)

W/PB(dk)/

R(v)

PB(s)/W/

R(v)

W/Bk/

R(v)

Queens Park Rangers Deportivo de La Coruña Torino
FC

Sochaux-Montbéliard
Oita Trinita

19
W/

PB(dkg)

PB(dkg)/

W/PB(dk)

W/P(dp) Bk/P(dp) W/Bk Bk/W PB(s)/

PB(sf)/W

W/PB(dk)/

RP(b)

Tottenham Hotspur Real Valladolid Parma
ES Troyes Aube

Champagne

20
W/PB(s)/

R(v)

PB(dkg)/

W/YR(lt)

PB(lt)/W/

R(v)

Bk/R(v)/

W

W/B(lt)/

PB(dp)

PB(dp)/

W/B(lt)

R(v)/W/

YR(lt)

W/R(v)/

YR(s)

Fulham
Real Club Celta de

Vigo
Pescara Calcio AS Nancy-Lorraine

<그림 10> 7개 리그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1> 프리미어리그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2> 프리메라리가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3> 분데스리가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4> 세리에A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5> 리그앙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6> J-리그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그림 17> K-리그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服飾 第64卷 3號

- 124 -

Ⅳ. 결론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유니폼은 스포츠 마케

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

히 유니폼의 색채는 팀을 표시하고 구별하는 특징

외에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홍보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

의 색채 특성과 색채 이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프로축구 유니폼 총 258벌에서 추출한

735개의 색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니폼에 나타

난 색상은 R과 PB가 많았고, Y, RP, G, GY, B,

YR, P, BG 순으로 나타났다. 리그별로는 영국, 이탈

리아, 한국은 PB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진취적이고 적극성이 높은 R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은 R과 PB가 같은 비율로 나

타났다. 유니폼에 나타난 색조에서는 무채색인 W와

Bk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무채색의 특성상

특정한 색상을 느낄 수 없어서 다른 모든 색과 무난

하게 잘 어울림과 동시에 배색에 있어 색을 더욱 돋

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축구유

니폼에 사용된 색상/색조 분포는 W가 2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R(v), Bk, PB(dk), PB(s),

Y(v)/PB(v) 순이었다. 무채색인 W와 Bk는 색채특

성상 서로 격렬한 대립을 하는 색들 사이에 배색하

면 원래의 색상을 약화시키는 중화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서로 대비되는 색상, 색조 배색이 두드러진 스

포츠 유니폼에서는 효과적인 배색으로 많이 사용되

었다. 색상별 색조는 R, YR, Y, RP는 고채도의 v톤

이, G은 s톤이, BG는 d톤이, B는 lt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PB는 ltg톤을 제외한 모든 색조에서 고르

게 사용되었다. 즉, 난색계열인 R, YR, Y는 고채도

에서 한색계열인 B, PB는 저채도, 중채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내․외 7개 리그 프로축구 유니폼의 배색띠를

고바야시의 배색이미지 스케일상에 포지셔닝한 결과,

캐주얼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던, 다

이나믹, 쿨 캐주얼, 고저스, 클리어, 시크, 엘레강스

순으로 나타났다. 리그별로는 프리미어리그, 분데스

리가, 세리에 A, 리그앙, J-리그는 캐주얼 이미지, 프

리메라리가는 다이나믹 이미지, K-리그는 모던 이미

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국내 외 프로

축구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색채 DB는 의류학, 색채

학, 스포츠 마케팅학, 경영학 등 관련 학계는 물론

패션이나 스포츠 산업, 교육현장에서 프로 스포츠팀

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패션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

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다

양한 프로스포츠 유니폼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국내

외 프로축구팀의 기념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패

션문화상품 현황조사와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의류학, 색채학, 스포츠 마케팅

학, 경영학 등과 같은 많은 학문분야의 융합연구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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