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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focused on survey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the origin of T-shirts, and exam-
ining their functions. Six cities were selected to categorize the design motifs of cultural identity 
appearing in the design of contemporary T-shirts. These cities include a city in France, United 
Kingdom, Italy,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collections are currently presented at, and also a 
city in China that has shown a high economic growth as one of the most popular sightseeing 
cities. Cultural identity was presented in the T-shirts that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rough 
diversified design motifs. Motifs used in T-shirt designs to reflect cultural identity included na-
tional flags, notable places, letters, names of geographic places, and individuals. A national flag is 
a motif that signifies national identity and it was used in the front of T-shirts as it is or was just 
partially used. Also, many world-renowned structures or architectural buildings were applied to 
T-shirt design. Noted places such as the White House, the Statue of Liberty in the U.S., 
Tienanmen Square in China and the Eiffel Tower in France were used. The unique characters of 
language, such as Hangeul in Korea were used as design elements to reflect the structural char-
acteristics of letters. Names of geographic places were used as design elements through the dis-
closure of the name of a symbolic city or a tourist site in each country. In terms of figures, not 
only the historical figures or celebrities from each country were used, but the image of bodies 
and faces that represent each culture were used as well. In addition, this study was used to de-
velop T-shirt designs that reveal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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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서구 중심

의 획일적인 문화와 예술, 사고에서 벗어나 각 나라

마다 자국의 전통문화의 정체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

다. 각 나라는 전통 조형물의 외형을 단순히 차용한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문화에 대한 이

해와 현대의 새롭고 최첨단의 기법을 접목하여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

방의 니트지로 만든 반팔 혹은 긴 팔의 셔츠이다.

소매가 몸판에 직각으로 붙어 있어서 소매를 펼치면

T자형이 되어 티셔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1) 티

셔츠는 생산 공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착

용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티셔츠 그래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움직이는 포스터라고 말할 수 있

는 매체2)로 관광지나 유명 도시의 문화상품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3)

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구

입한 쇼핑품목은 식료품(37.5%), 향수/화장품(35.4%),

의류(32.3%), 인삼/한약재(18.8%), 김치(18.7%) 순

으로 나타났다. 의류 제품 중 티셔츠는 비용이 저렴

하고 구매 후 위험도가 적은 소비성 의류 아이템으

로 주요한 문화상품의 하나이다. 티셔츠는 가치관,

관념, 사회․문화적 양식을 반영하고 장식적: 홍보

적: 계몽적 역할을 하는 가시성이 높은 패션 아이템

으로, 한국의 문화정체성 전파의 효과적인 문화 상

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티브를 통해 티셔

츠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정체성을 파악하고 시각적

컨텐츠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문화정체

성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서 티셔츠의

기원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사례 연구로써

해외 티셔츠 디자인을 잡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문

화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디자인을 선

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프랑스, 영국, 이

태리, 미국, 일본의 5개국과 현재 높은 경제성장과

관광 도시로써 주목 받고 있는 중국을 포함해 6개의

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잘 표

현하고 있는 2000년대 이후 현대 티셔츠 디자인을

티셔츠를 다룬 단행본, 잡지 스포츠 앤 스트릿(Sports

& Street), 웹사이트 www.style.com,www.stylesight.

com, 등에서 찾아 160점 선정하고 이 티셔츠들에 나

타난 문화정체성의 디자인 모티프를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실증적인 연구로써 티셔츠 디자인의 문화정

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 모티브 중 인

물, 문자를 이용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이 드러나는

티셔츠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디

자인 견본을 Lamb & Kallel4)이 제시한 기능성, 표

현성, 심미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한국의 문화정체성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Ⅱ. 티셔츠의 기원과 기능
1. 티셔츠의 기원
티셔츠의 원형은 중세 시대 군인들이 입던 린넨

셔츠로 무거운 갑옷으로 인해 피부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5) 귀족들은 비싼 겉옷이

신체의 분비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린넨 셔츠를 속옷으로 즐겨 입었다.

1880년대에 이르러 미국 해군들이 면 니트 저지로

만든 브이넥의 플라넬레트(flannelett)라는 셔츠를 착

용하였던 것을 티셔츠의 조상6)이라고도 하였다. 티

셔츠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몸에 꼭 맞는 소매 없는

속옷의 형태로 19세기말 레슬링 선수와 체조선수들

을 위한 운동복으로 사용되었다.7)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티셔츠는 1913년 미국 해군

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니트 저지로 만든 미국 해군

의 속옷<그림 1>8)에서 시작되었다. 티셔츠를 속옷이

아니라 겉옷으로 착용한 사람들은 노동자 계층들이

었다. 그들은 활동성이 높은 티셔츠를 <그림 2>9)와

같이 작업복으로 착용하였다. 티셔츠라는 명칭은

1941년 미국 해군의 광고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등장

하였다.10) 미국 해군의 티셔츠는 라운드 넥에 흰색

면 저지로 만들어져서 현재와 같은 T자형의 형태를

가졌다. 티셔츠는 <그림 3>11)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영웅을 상징하는 옷으로 떠올라 인기를 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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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겉옷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12)

티셔츠는 본래 실용적인 속옷 아이템에서 출발하

여, 작업복, 군복과 같은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쓰였

으나 1950년대에는 말론 브란도(Marlon Brando), 제

임스 딘(James Dean),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와 같은 청춘 스타들이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

들 사이에서 큰 유행을 끌었다. 말론 브란도는 회색

의 정장 수트를 입은 기성 세대와는 대조적으로 <그

림 4>13)와 같이 티셔츠와 가죽 자켓, 검은색 청바지

를 착용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임스 딘 역시 영화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 1955)’에서

<그림 5>14)와 같이 흰색 티셔츠를 착용하였다. 새로

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티셔츠는 기존의 애국심,

영웅심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반항감 또는

남성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학교의 심볼 마크, 운동 팀 등이 프

린트된 티셔츠<그림 6>들은 자신의 소속감을 밝히

는 좋은 표현 수단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남자 배우들과 함께 당시 섹스 심벌

로 등장한 브리지트 바르도(Brigitte Bardot)<그림

7>15), 마를린 먼로(Marilyn Monroe), 진 시버그(Jean

Seberg)와 같은 여배우들도 티셔츠를 착용하기 시작

하였는데16),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며 여성의 관능미

를 주는 의복 아이템이 되었다. 페미니즘 운동가들에

게는 여성들의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많

이 착용하여 유니섹스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

다. 여성들이 티셔츠 아이템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1962년 크리스찬 디올은 처음으로 줄무늬의 벨벳으

로 만든 티셔츠를 선보였고 디자이너 니나리치(Nina

Ricci)도 진주로 장식된 실크 크레이프 원단의 티셔

츠를 발표했다.17) 티셔츠는 1960년 미국의 대통령선

거에 정치 캠페인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케네디는

<그림 8>과 같이 “케네디를 대통령으로”라고 쓰인

티셔츠를 제작해 프로모션에 이용하였다.18) 1967년에

중국에 처음으로 마오쩌둥의 구호가 담긴 티셔츠가

등장하면서 티셔츠 움직이는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19) 1960년대 말 쿠바의 혁명가 체 게베라

(Che Guevara)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그림 9>도 등

장하였는데 혁명의 상징으로 많은 젊은이에게 입혀

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박정희 장군이 <그림

10>20)과 같이 농업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모내기

행사에 작업복으로 착용하고 나오기도 하였다.

1970, 80년대 실크 스크린, 사진 전사 프린트 등

의 프린트 기법이 더욱 더 발달하면서 티셔츠는 단

순한 입는 옷의 역할 뿐 아니라 의사 전달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 앞, 뒷면에 글귀가 들어가면서 티셔

츠는 기업의 걸어 다니는 광고, 움직이는 캔버스,

포스터라고도 불리게 되었다.21) 팝음악의 유행과 함

께 록 스타가 프린트된 티셔츠가 큰 유행을 끌었는

데, 록스타들의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그

려진 티셔츠를 입으며 충성심을 과시하였다.22)<그림

11>23)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팀, 영화 배우의 이름

이나 상징이 프린트 되어 있는 티셔츠는 자신의 기

호를 표시하는 매체가 되었다. 70년대의 히피족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마크의 티셔츠, 타이 다이(Tie-dye)

기법의 티셔츠를 즐겨 입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

내었다.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펑크 족들은 <그림

12>와 같이 티셔츠를 찢거나, 낙서를 하고, 안전핀

을 달아 그들만의 티셔츠를 제작해 입고 그들의 존

재를 널리 알렸다.24) 1976년 미국의 그래픽 아티스

트 밀튼 글래서(Milton Glaser)는 뉴욕을 선전하기

위해 “I love NY”로고 티셔츠<그림 13>를 개발하였

는데 이 티셔츠는 뉴욕시의 홍보의 역할뿐 아니라

곧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25) 1984년 영국의 디자이

너 캐서린 햄넷(Katha- rine Hamnett)은 <그림 14>

과 같이 다양한 슬로건 티를 선보였다. “산성비를

멈춰라”, “전세계의 핵을 당장 금지해라”와 같은 환

경, 사회에 관련한 많은 메시지를 흰 색 티셔츠에

검은색 글씨로 적었다.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는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은 그 사람이 입은 티셔츠에서 알 수 있다고 1987

년에 한 인터뷰에서 밝힌 것26)과 같이 티셔츠는 정

치적·사회적 입장을 표현하는 좋은 매체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주 5일 근무 실시, 여가 생활의

확대에 따라 캐주얼 웨어의 중요성이 커지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도 티셔츠라는 패션 아이템에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캐시미어나 실크와 같은 고급 소재

와 독특한 장식 디테일을 가미한 디자이너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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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표적인 티셔츠 티셔츠의 기능

19세기

후반

~

1940

년대

- 실용성

<그림 1> 미국 해군의 속옷

- The T-shirt book, p. 17.

<그림 2> 1947년 티셔츠룰

작업복으로 입고 트럭을

운전하는 미국의 노동자

- http://www.corbisimages.com

<그림 3> 1942년 미국 라이프

매거진의 표지 내 나온 티셔츠

- www.gettyimages.com

1950

년대

- 실용성

- 패션성

- 집단 정체성

<그림 4> 가죽 자켓과 청바지와

함께 티셔츠를 입은 말론 브란도

- http://www.corbisimages.com

<그림 5> 영화 이유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

- The T-shirt book, p. 8.

<그림 6> 195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 대학의 학교 티셔츠

- The T-shirt book, p. 53.

1960

년대

- 실용성

- 패션성

- 메시지

전달성<그림 7> 검은 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 http://www.chictopia.

com/

<그림 8> 케네디 대통령

후보의 선거용 티셔츠

프린트

- The T-shirt book,

p. 115.

<그림 9>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 티셔츠

- The T-shirt book,

p. 111.

<그림 10> 1960년

작업복으로 티셔츠를

입은 박정희 장군

- http://www.corbisi

mages.com

1970,

80년대

- 실용성

- 패션성

- 집단 정체성

- 메시지

전달상

- 문화 정체성

<그림 11> 1970년대

‘엘튼 존은 왕이다’라는

문구의 티셔츠를 입은

한 엘튼 존의 팬

- http://www.corbisi

mages.com

<그림 12> 1977년

비비안 웨스트우드27)

- http://www.vam.

ac.uk

<그림 13> I love NY

티셔츠28)

- http://www.corbisi

mages.com

<그림 14> 1984년

슬로건 티셔츠를 입은

캐서린 햄넷

- The T-shirt book,

p. 82.

1990

년대

~

- 실용성

- 패션성

- 기능성

- 문화 정체성<그림 15> 가수 Mary J. Blige가

착용하고 있는 베르사체의

티셔츠

- The T-shirt book, p. 241.

<그림 16>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의 히트테크 티셔츠29)

- http://joeandandy.

wordpress.com/

<그림 17> 붉은 악마 티셔츠30)

- http://sports.media.daum.net

<표 1> 티셔츠의 시대별로 정리해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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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그림 15>는 부의 과시 수단이 되었다. 최근에

는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티

셔츠들이 나오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몸에서 배출된

땀이 발열작용을 하여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림

16>과 같은 기능성 티셔츠가 널리 착용되고 있다. 그

외에 오염이나 스트레스, 박테리아, 해로운 태양광선

에 맞선 특수 소재들로 만든 티셔츠들도 출시되어

첨단 기능을 자랑하고 있다. 여가 생활의 확대에 따

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월드컵 또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운동 경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

졌다. 이런 경기를 관람할 때는 자신의 나라의 문화

정체성이 드러나는 티셔츠<그림 17>를 입고 응원하

는 것이 유행하였다. 21세기에도 티셔츠는 범세계적

으로 남녀노소가 착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션아이

템의 위치를 계속 차지해오고 있다.

2. 티셔츠의 기능
앞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티셔츠는 다양한 기

능을 가지고 있다. 티셔츠의 기능은 편리함과 위생

성으로 이너웨어에서 나타나는 실용성,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패션

성, 어떤 집단에서 구성원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동

질성 혹은 소속감을 나타내거나 공동체 의식을 느

끼게 하는 집단 정체성, 티셔츠에 넣은 홍보 문구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성, 국

가의 상징적 모티프를 문자나 로고, 도형 및 그림으

로 표현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문화정체성

의 표현 기능이 있다.

1) 실용성

티셔츠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군인들의 군용 내의

로 처음 착용되기 시작하여, 1910년에는 레슬링 선수

와 체조 선수 등의 운동복으로 사용되었다. 티셔츠의

주요 소재로 쓰인 면 또는 모 소재는 위생성과 보온

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신축성이 높은 니트 저지 조

직은 높은 활동성을 보장한다. 티셔츠는 추운 날씨에

는 내의로, 더운 날씨에는 외의로, 사계절 내내 착용

할 수 있는 높은 실용성을 가진다.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성 소재들이 개발되었는

데, 이런 소재들을 사용한 기능성의 티셔츠가 등장하

고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여 쾌적한 야외활동을 돕거

나, 겨울에는 땀을 흡수하여 발열하거나, 높은 항균

성으로 병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기능

성 티셔츠들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서 건강을

증진하는 기능성을 보이고 있다.

2) 패션성

패션성은 일정한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받

아들여지는 유행 스타일을 말한다. 티셔츠는 본래 군

인이나 노동자,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으로 주로 사용

되었으나, 1950년대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착용되

기 시작하였다.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같은 젊은이

들의 우상들이 착용함으로써 큰 유행을 끌었다. 젊은

세대들은 티셔츠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하

는 유행 아이템으로 착용하며 젊음을 과시하였다. 티

셔츠의 패션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여성들이 착용하

기 시작한 1960년대 부터였다. 이후 유명 패션디자이

너들은 고급 소재로 티셔츠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엘르(Elle)잡지가 티셔츠는 트렌치 코트와 같

이 더 이상 유행과 상관없는 베이직 아이템이 되었

다31)고 할 정도로 티셔츠는 특정 계층의 패션 아이

템이 아니라 모두에게 입혀지는 대중적인 패션 아이

템이 되었다. 1980년대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

라인이 유행하면서 니트 조직으로 인체의 곡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티셔츠 아이템은 더욱 인기를 끌었

다. 1990년대부터는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다양

한 디자인의 하이패션 티셔츠를 선보여,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 요소로 소비자들을 어필하고 있다.

3) 집단 정체성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 응원하고 있는 운동 팀,

소속 집단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는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고 높은 소속감을 나타낸다. 티셔츠는 동일한

문양의 프린트를 넣어 같은 티셔츠는 같은 티셔츠를

착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70년대의 히피족들, 바

이커 족,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펑크족들은 각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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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속해있는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티셔츠에 담아

표현하였다. 히피들의 타이 다이 티셔츠, 펑크 족의

안전핀과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한 티셔츠들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며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4) 메시지 전달성

티셔츠는 가슴 및 등판에 메시지, 홍보문구를 문자

나 로고, 도형 및 그림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기능

을 한다.32) 티셔츠의 앞판 또는 뒤판에 새겨진 문구

는 높은 가시성을 가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 비용

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들

은 자사 제품의 광고를 위해 특정 브랜드의 상표명이

나 상표 마크를 조합하여 만든 티셔츠를 제작하여 홍

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전, 평화, 인종 및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정치적 이슈

를 담고 있는 슬로건 티셔츠는 착용자 개인의 의사

또는 집단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5) 문화정체성

“I love NY" 로고 티셔츠가 1976년에 등장 한 후

티셔츠는 곧 미국의 상징이 되었고, 뉴욕시의 홍보의

역할을 하였다.33) 이 후 “I love Paris”, “I love

Seoul” 등 각 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티셔츠들이 등

장하였다. 이런 도시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들은 문화

정체성을 높이고 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와 같은 국제 스포

츠 경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각 나라의 국기와 상징

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이 널리 입혀지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를 붉게 물들인 ‘Be the

Red’ 붉은 티셔츠는 나는 한국인이라는 높은 소속감

과 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Ⅲ.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
티셔츠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본 결과 실용적 기능

성, 패션성, 집단정체성, 메시지 전달성, 문화정체성

이 꾸준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티셔츠는 집

단정체성을 표현하고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

과적이다. 2000년대 글로벌리즘과 더불어 각 나라마

다 티셔츠를 통해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화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 티셔츠 디자인

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특

히 프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일본, 중국 6개 국가

에 나타난 국가 상징물, 지명, 명소, 문자, 인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정체성의 개념
문화는 인간을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주체로 형성

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구조뿐 아니라 사회

적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문화가 사회규범,

관습 등과 연관되면서 한 사회가 갖는 문화특수성,

문화정체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문화정체성은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국가적 문화에 ‘속해

있음’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화정체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특정 집단의

과거 역사적 경험이나 지리적 근접성, 미래에 대한

공통목표 등에 의해 형성되며 그 집단 성원들에게

문화적 동질성과 독자성, 현실 이해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집단은 문화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질서 있게 영위하게 된다.34)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간적, 시각적 제약 속에서 특정한 자연

환경에 조응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얻게 된

유형, 무형의 산물들이 간직한 독자적인 속성이 문화

정체성이며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35)

2.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 유형
분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

로 패션에서는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패션

디자인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자국의 전통

과 현대성을 결합시키고 변형하여 전통을 재창조하

는 과정이며 그 결과 각 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독자적인 속성인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

인을 창출하였다.36)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패션 디

자인은 그 나라의 사상이나 상징물을 형태나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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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반영한다. 대표적인 예인 티셔츠를 통한 문

화정체성의 반영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

는 방법이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로써 뿐 아

니라 자국을 홍보하고 방문을 기념할 수 있게 하는

관광 상품으로 나타난다. 티셔츠를 통해 나타나는 문

화정체성의 상징으로는 국기, 국화 등의 국가 상징물

뿐 아니라 그 나라 고유의 문화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어, 조형물, 건축물, 대표적 생산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유명인물 또는 독자성을 가진 특정문화를 떠

올리게 하는 모티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www.

stylesight.com, www.style.com 등의 인터넷 사이트

와 sports&street 등의 패션 잡지를 통해 살펴본 프

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일본, 중국의 6개 도시 티

셔츠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분류한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상징물

국가 상징물에는 국기, 국화, 국가, 국장 등의 공식

적인 상징물들이 있다. 공식적 국가 상징물을 응용한

디자인은 한 국가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나라를 홍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림, 문자 등으로 나타낸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구심체역

할을 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부

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7) <그림

18>38)은 존 갈리아노의 2009 S/S 컬렉션에서 등장한

티셔츠로 영국의 국기를 모티프로 사용하였다. <그림

19>39)은 윌리엄 래스트의 2009 F/W 컬렉션에 미국

의 국기를 티셔츠의 중앙에 배치하여 색상대비를 통

해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0>40)은

크리스챤 오디져의 2009년 S/S 컬렉션에 유명 디자

이너의 얼굴과 영국의 국기를 함께 등장시킨 티셔츠

디자인이다. <그림 21>41)은 야마모토의 2010 S/S 컬

렉션에 나타난 티셔츠 디자인으로 붉은색 원형을 가

운데 배치하여 일본의 국기를 연상시킨다.

2) 지명과 명소

관광 상품 티셔츠에서는 주로 국가의 지명, 특정

명소를 모티프로 사용한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

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이 각

지역의 독특한 상징물이나 로마의 원형경기장과 같

은 유적지를 그림으로 프린트하여 나타낸다. 사람들

에게 그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명소를 제시

함으로써 홍보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달의 효과적

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나 기념물들

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토산품 등을 티셔츠에 프린

트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물로 판매한다.42) <그림 22>43)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소인 파리 에펠탑의 형태를 해골과 뼈를

이용해 완성함으로써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

림 23>44)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개선문을

촬영한 사진을 티셔츠에 프린트하였다. <그림 24>45)

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의 기념품 라인으로 영

국 런던의 도시 명을 그대로 앞면에 프린트하였다.

다른 특별한 디자인 모티프 없이 도시명 그대로를

디자인으로 반영하였다. <그림 25>46) 역시 일본 도쿄

의 도시명을 그대로 티셔츠에 프린트하였다.

3) 문자

문자는 민족에 따라 그 말을 적어내기에 알맞도록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형되어 한 민족의 고유글

자로 정착된 것이 일반적인 글자의 기원이다. 현대에

들어서 문자를 이용한 디자인의 국가 고유의 글자가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

어나고 있다. 이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문자의 형태

를 사용, 언어만이 가진 형태적 특수성을 반영한 디

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26>47)은 겹쳐진 하트

형태 위에 영어의 ‘Would you like’에 해당하는 불어

를 삽입하였다. <그림 27>48)는 이상봉의 2007 S/S

컬렉션에 등장한 한글 모티프의 티셔츠 디자인이다.

한글만의 감성을 담은 서체를 흰 티셔츠 바탕 위에

담아내었다. <그림 28>49)는 만화 캐릭터와 일본어를

함께 프린트된 디자인이다. <그림 29>50)는 프랑스어

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착장한 모습이다. 언어 특유의

율동감과 형태미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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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화정체성이 나타난 티셔츠 사례 (총 160점)

국가상징물

: 국기,

국화

53점

(33.1%) <그림 18> 영국 국기

John Galliano 2009 S/S

- http:// www.style.com

<그림 19> 미국 국기

William Rast 2009 F/W

- http://www.style.com

<그림 20> 영국 국기

Christian Audigier

2009 S/S

- http://www.stylesight.com

<그림 21> 일본 국기

Yamamoto 2010 S/S

- http://www.style.com

지명과 명소

67점

(41.9%)
<그림 22>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 http://www.stylesight.

com

<그림 23>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 http://www.stylesight.

com

<그림 24>

영국 런던의 도시명

- http://www.marcjacobs.

com

<그림 25>

일본 도쿄의 도시명

top shop 티셔츠

- http://www.stylesight.

com

문자

9점

(5.4%)

<그림 26> 프랑스어

- http://www.stylesight.

com

<그림 27> 한국어

이상봉 2007 S/S

- http://www.liesangbong.

com

<그림 28> 일본어

- http://www.google.com

<그림 29> 프랑스어

- http://www.stylesight.

com

인물

31점

(19.6%)

<그림 30>

영국 여왕의 얼굴

- http://www.stylesight.

com

<그림 31> 미국의 팝스타

마릴린 먼로

- http://www.stylesight.

com

<그림 32>

미국의 링컨대통령

- http://www.stylesight.

com

<그림 33>

중국의 마오 쩌둥

- http://www.google.com

<표 2> 현대 티셔츠 디자인에 나타난 문화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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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물

패션에서 얼굴, 사람의 모티프를 소재로 한 시각

이미지는 보다 강력하고 친밀감 있는 시각적 영향을

가지며 인물이 표현하는 함축적인 시각 이미지를 상

징화하는 역할을 한다.51) 현대 티셔츠의 예들을 살펴

본 결과 티셔츠에 국가를 대표하는 특정 인물의 얼

굴을 디자인 모티프를 사용하는 예를 볼 수 있었다.

인물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그 국가를 떠올리게 하며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유형 중 하나로 나타

났다. <그림 30>52)은 50년 이상 영국의 여왕의 얼굴

을 그림으로 티셔츠 전면에 그대로 반영했다. 엘리자

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의 왕위를 5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영국을 떠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 <그림 31>53)은 미국의 대표적 팝스타인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흑백의 사진으로 전면에 프린트하였

다. <그림 32>54)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

령의 강렬한 표정을 그림을 통해 티셔츠에 나타냈다.

<그림 33>55)은 중국의 옛 주석인 마오 쩌둥의 얼굴

에 커다란 귀를 합성하여 표현한 티셔츠로 중국이

가진 이미지에 위트를 더했다.

Ⅳ. 한국의 문화정체성이 나타내는
티셔츠 디자인 개발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유형을 살펴

본 결과 지명. 명소(41.9%), 국가 상징물(33.1%), 인

물(19.6%), 문자(5.4%)로 나타났다. 각각의 모티프

는 그대로 혹은 변형을 통해서 티셔츠에 디자인 요

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나라. 지명. 명소와 국가 상징

물에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하는 데 쉽게 적용 가

능한 형태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물이나

문자를 통해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경우는 드물게 나

타났지만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보다 대담하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을 나타낸 현대 티셔

츠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자인 한글과 인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티셔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1. 한글
한글은 순수 기하학적 요소를 갖는다. 한글 꼴은

기하학적 조형 요소를 갖고 단순 간결한 직선과 사

선, 정원, 직각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줄기의 굴기가 일정하고 부리나 맺음은 변화 없이

단순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한글 꼴은 점, 수직선, 수

평선, 사선, 동그라미를 기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낱

자끼리의 조화와 전체적인 리듬감을 주는 패턴 인식

이 뛰어나다.56) 디자인 전개는 기존의 한글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서체의 한글을 <그림 34>57)과 같이 개

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이름을 적어내려 하

나의 패턴으로 전개하고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하여

한글의 현대적 디자인 해석을 완성하였다. <그림 3

5>58)

2. 인물
한국인의 모습에는 한국 사람의 공통된 심성이 특

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심성은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그 민족의 몸, 얼굴 이미지에는 그 민족의

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 한국문화에 나타난 얼굴, 사

람 모티프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59)

디자인 전개는 신윤복의 ‘월화정인<그림 36>60)’에

나타난 남녀한 쌍을 월드컵 티셔츠에 삽입, 과거의

인물을 현대의 이벤트와 접목시킨 디자인 전개로 한

국적 이미지를 위트 있게 해석했다.<그림 37>61) 또한

가늘고 긴 눈썹과 가늘고 약간 위로 올라간 눈, 작고

도톰한 입술의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고려 시대 ‘수

월관음도<그림 38>62)’ 불상의 얼굴에서 입술모티프를

추출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온화한 부다의 입술

을 팝아트의 색감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얼굴은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였다<그림 39>63).

3. 작품평가
개발된 디자인 견본에 대해 Lamb & Kallel64)이

제시한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65)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한국의 문화정체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과 디자인 개발

- 51 -

디자인�

<그림 34> 개발한 서체 디자인

- 필자 디자인

<그림 35> ‘너는 어디에서 왔니?’ 티셔츠

(Where are you from? T-shirt)

- 우리·멋·내음, p. 50.

디자인‚

<그림 36> 월화정인

- http://ko.wikisource.org/wiki/

<그림 37> 붉은 악마 티셔츠(Red Devils T-shirt)

- 우리·멋·내음, p. 51.

디자인ƒ

<그림 38> 수월관음도

- 高麗時代の仏画=The Buddhist Paintings
of Koryo Dynasty, p. 150.

<그림 39> 붓다의 입술 티셔츠

(A Lip of Buddha T-shirts)

- 우리·멋·내음, p. 49.

<표 3> 한국의 문화정체성이 드러나는 티셔츠 디자인 개발

성을 잘 나타내는지, 미적 완성도는 있는지 등의 디

자인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되도록 견

본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4일에서 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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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방법은 기존에 판매중인 티셔츠 중 문화정

체성을 나타내는 티셔츠 디자인과 새로 디자인한 티

셔츠 중 본 논문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디자인

견본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평가기준인 심미성, 상징

성,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

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단계의 척도로 답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

한 평가법66)에 의해 평가되었다.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한 평가법은 디자인 기준에 대한 목표의

중요도를 알파값으로 해결방안의 디자인 기준에 대

한 충족도를 베타값(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

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으로 하고 각

각의 디자인 기준에 대한 알파값과 베타값을 곱한

결과의 합을 알파값의 합으로 나누어 그 해결 방안

의 전체적 점수를 구하여 이 점수에 근거하여 최선

안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개방

의 주요 목적인 심미성과 상징성 알파값을 0.4로 기

능성 기준은 0.3으로 설정하였으며 디자인적 독창성

과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잘 표현되

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미성과 상징성 기준은 각

각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중요도 대상
전체

(n=)

심미성

1 0.4
기존 티셔츠 1.27

새로운 티셔츠 1.73

2 0.4
기존 티셔츠 1.17

새로운 티셔츠 1.66

상징성

1 0.4
기존 티셔츠 1.01

새로운 티셔츠 1.57

2 0.4
기존 티셔츠 0.87

새로운 티셔츠 1.54

기능성 0.2
기존 티셔츠 0.66

새로운 티셔츠 0.76

<표 4> Grant의 알파-베타 모델에 의한 평가 결과

<표 4>는 각 디자인 기준들에 대한 알파/ 베타 값

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으로 심미성과 상징

성의 기준에 대한 결과로 새로운 티셔츠가 기존의

티셔츠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능성 기준

에 대해서는 새로운 티셔츠가 기존의 티셔츠에 비해

근소하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티셔츠의 기원과 기능, 문화정체성

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의 문화정체성을 나타낸 티셔츠 디자인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티셔츠란 면이나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의 니트

지로 만든 반팔 혹은 긴 팔의 셔츠이다. 소매가 몸판

에 직각으로 붙어 있어서 소매를 펼치면 T자형이 되

어 티셔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67) 티셔츠의 기능

에는 실용성, 패션성, 집단정체성의 표현성, 메시지

전달성 등이 있다. 특히 티셔츠는 집단정체성을 표현

하고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 기

능은 한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나타난다. 문화정체성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간적, 시각적 제약 속에서 특정한 자연

환경에 조응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얻게 된

유형, 무형의 산물들이 간직한 독자적인 속성이 문화

정체성이며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68)

본 연구에서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유형을 티셔츠 디자인을 다룬 단행본, www.style-

sight.com, www.style.com 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sports&street 등의 패션 잡지를 통해 살펴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일본, 중국의 6개 도시 티셔츠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분류한 현대 티셔츠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유형은 지명. 명소(41.9%), 국가 상징

물(33.1%), 인물(19.6%), 문자(5.4%)로 나타났다. 각

각의 모티프는 그대로 혹은 변형을 통해서 티셔츠에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분류된 4가지 유형을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상징물은 국기, 국화, 국가, 국장 등의

공식적인 상징물들로 티셔츠에 반영되었다. 국가상징

물을 이용한 티셔츠 디자인은 대내적으로 국민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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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그 나

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지명. 명소는 관광 상품 티셔츠에서는 주로

나타났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

상과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명소를 제시함으로써 홍보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셋째, 문자를 이용한 티셔츠 디자인은 국가 고유

의 글자가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문자

의 형태를 사용, 언어만이 가진 형태적 특수성을 반

영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넷째, 인물을 모티프로 문화정체성을 나타낸 티셔

츠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디자

인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인물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그 국가를 떠올리게 하며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대

표적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을 나타낸 현대 티셔츠

에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한글과 한국인의 얼굴을

모티프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티셔츠를 제

작하였다. 기존의 한글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

스럽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체의 한

글을 개발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글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월화정인’과 ‘수월

관음도’에 나타난 한국인의 얼굴을 디자인의 모티프

로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한국인의 얼굴을 표현했

다. 개발된 3점의 티셔츠를 Lamb&Kallel69)이 제시

한 기능성, 표현성, 심미성을 평가의 기준을 삼아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

현하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심미성, 상징성 관련 문항에서 기존의 티셔츠

디자인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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