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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the Olympics are considered representative of a culture that symbolizes the 

country's image and cultural specificity, and important colors act as  effective means of 

Olympics marketing. Each color is uniqu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heritage 

is one of the languages of each country, region or community and it symbolize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lor and to view the color image displayed 

on Olympic uniforms based on the national color sensibility. After analyzing the color 

image of the Olympic athletes, including six kinds of uniforms and operational personnel, a 

cool casual/casual image is created more frequently, followed by a modern, gorgeous, 

dynamic, elegant/chic, dandy/classic image. The uniform color is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mage and the theme of the Pyeongchang Olympics is to enhanc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by widely promoting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empirical basis for creat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uni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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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오늘날 스포츠 이벤트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시점  

부터 국가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올. 

림픽은 단기적인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개최국가 

혹은 개최도시에 유 무형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Roche, 1994). , 

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로써 국가 및 도시경

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국의 인지

도를 어떻게 확보하고 향상시켜야 할지에 대해 전략

적 사고와 구체적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많은 . 

국가에서는 국가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림픽은 개최 효과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  

회 정치 문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광범, , 

위한 스포츠 행사중의 하나로써 단순한 스포츠의 , 

장이 아니라 개최 국가의 문화와 이미지를 전 세계

에 알리는 문화축제이다 년부터 시작된 올림픽. 1896

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면

서 올림픽 개최국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올, 

림픽 로고 마스코트 경기장 유니폼 등을 상징적인 , , ,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 (2008

년 영국 년 러시아 년 또한 로고 슬로), (2012 ), (2014 ) , 

건 마스코트 유니폼 등 다양한 상징적 요소를 통, , 

해 자국의 이미지와 문화를 제고시켰다 이러한 상. 

징적 요소들은 개최국의 고유성을 반영하면서 전 세

계에 문화와 가치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국가의 상징적 요소가 반영된 올림. 

픽 유니폼의 다양한 색채는 국가를 표시하고 구별하

는 특징 외에 정체성과 이미지를 함축(Lee & Lim,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2014)

미친다. 따라서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는 문화적 상징

의 강력한 역할로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니폼은 대중들에게 노출빈도가 높고 

올림픽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올림픽 홍보

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년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은 여러 번의   2018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유치하게 되었지만 아직 

평창에 대한 홍보와 동계올림픽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 최첨단 친환경 올림픽을 예고하고 있는 평. IT, 

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리아의 입지IT 

를 굳건히 하고 관련 산업과 문화에 획기적인 전환,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효과적인 올림픽 유니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

다 특히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과 운. 

영요원들의 유니폼은 더 이상 단순한 의복이 아닌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수단이며 개최 국가와 , 

도시의 문화적 평가의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 

서 올림픽 유니폼을 통해 선수들과 운영요원들에게 

대내적으로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 

적으로는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데 효과

적인 유니폼 색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올림픽 유니폼에 관한 연구는 다수의 연  

구자들에 의해 색채 디자인 분석 디자인 개발 이, , , 

미지 평가 마케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었다, . 

먼저 디자인 분석과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 

과 이 선수단복과 운영요원의 Kwon(1982) Kim(1982)

유니폼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분석하였고, Kang 

은 서울올림픽 유니폼을 중심으로 디자(1988) 1988 

인 계획 및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은 , Kim el. (1986)

올림픽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행사시 자원봉사단의 '86 '88 

유니폼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 . Park(2001) Lim(2005)

은 아테네 올림픽 선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2004 

하였으며 은 올림픽 유니폼을 색채, Park(1985) '84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올림픽 유니폼.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시안게임 올림픽 86 , 88 

개최이후 유니폼디자인을 조사 연구한 방법으로 진

행되었을 뿐 이제까지 올림픽 개최국가의 상징적인 

문화적 관점에서 유니폼의 색채를 분석한 연구는 수

행되지 않았다 또한 스포츠유니폼 중에서 월드컵. , 

야구 농구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올림픽에 관한 , 

연구는 양적 질적 수준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볼 수 ,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  

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년 이후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2000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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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올

림픽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이미지와 올림픽 유니

폼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연구에서는 년 이후 . 2000

올림픽 개최 국가를 중심으로 올림픽 운영요원 유니

폼을 개막식 퍼레이드 선수단 경기용 자원봉사자, , , , 

성화 봉송자 시상식 도우미 유니폼 등으로 분류한 , 

다음 유니폼의 색채 특성과 색채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 

개최년도가 오래된 올림픽은 자료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 

본 연구의 범위는 참여국가가 처음으로 여 국가200

가 참가하였고 올림픽 패러다임이 상업주의에서 인

류사회기여로 전환된 년 (Shim & Park, 2008), 2000

이후 호주 시드니 년 미국 솔트레이크(2000 ), (2002

년 그리스 아테네 년 이탈리아 토리노), (2004 ), (2006

년 중국 베이징 년 캐나다 밴쿠버 년), (2008 ), (2010 ), 

영국 런던 년 러시아 소치 년 올림픽으(2012 ), (2014 ) 

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이미지와 평창 올림. 

픽의 주제에 부합한 유니폼 색채디자인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제고시키며 

더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니폼 색채 디자2018 

인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

가 있다. 

Table 1. Paradigm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ympic 

Division Amateurism
Concentration of 

Ideology
Commercialism

Contribution of human 

society

Period
1 Innings Athens ∼

10 Innings LA

11 Innings Berlin ∼

23 Innings LA

24 Innings Seoul ∼

26 Innings Atlanta

27 Innings Sydeny ∼

30 Innings London

Attention 

main agent
individual

Ideology, Country, 

Ethnic group

Business, regional 

economy
human community

Characteris

tic

True to the․
 olympic spirit

minimize national ․
 competition

Excluding the ․
 commercialism

Unnecessary ․
 economic

 consideration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competition

Marked by terror,․
 attacks, boycott, etc.

Emphasizing the․
 superiority

Ignore the․
 economics

Surplus/Focusing․
 on economics

Maximizing the ․
 olympic marketing 

Aversion to․
 excessive

 commercialization

Emphasize on․
 economic, but

 cautions about 

 excessive

 commercialism 

Emphasize harmony․
 for humanity, such

 as environment etc.

- Shim & Park (2008). Feasibility study for Busan, the 2020 summer olympics bid and case study on the 

successful host. KCTI, 4. 

이론적 배경II. 

올림픽 패러다임의 변화  1.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닌 현대 사회를 상  

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형이다(Jeong, 2009). 최근 

글로벌 메가 이벤트의 영향에 대한 해석이 경제적 

부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좀 더 다양한 부문들의 

관점 즉 사회 문화 환경 관광 교육 지역사회, , , , , , , 

스포츠 자원봉사 장애인 등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 , . 

러한 해석은 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년 소1896 2014

치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변화를 거

쳐 형성되었으며 그 패러다임의 폭은 개인에서부터 , 

인류공동체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1)(Shim & Park, 2008). 

올림픽의 패러다임은 개최시기의 국제질서 경제  , 

상황 기술력 사회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그 주제, , 

가 결정되는데 한때 이념과 상업주의에 물들었다가 

최근에는 환경 문화 그리고 초기의 순수성 회복과 , , 

성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발

전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이다(Shim & Par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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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올림픽 개최국은  환경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스포츠 문화와 함께 올림픽, , 

의 세 번째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년 프. 1992

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Albertville) 

최초로 환경문제를 국제경기에 접목시켜 무공해 환

경 올림픽을 선언하면서 릴레함메르, (Lillehammer)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천연동굴을 이용해 빙상경

기장을 건설하는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환

경오염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정책을 추

진한 바 있다 또한 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의 . 2000

키워드는 환경과 로써 개최신청서에 환경 에 대한 IT ‘ ’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환경단체인 그린피, 

스와 함께 그린올림픽 전략을 내세워 유치에 성공하

였으며 경기결과를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실시간으, ·

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

련하였다 년 미국 동계올림픽대회 역시 환경. 2002 , 

문화 스포츠와 함께 올림픽 운동의 세 가지 축으로 , 

정하고 로키산맥의 자연경관 야생동식물 보호 에, , 

너지 이용 물 저장 및 공급 산림자원 보호 등을 , , 

고려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추진하였다 년 아. 2004

테네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 정신으로의 복원 을 강‘ ’

조하면서 인간 중심의 특색 있는 경기‘ (Unique 

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Games on a Human Scale)'

래 상업화 거대화되면서 퇴색되고 있는 올림픽 정신, 

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Lee, 2004). 2008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올림

픽 이념으로 녹색올림픽 기술올림픽 인문올림픽을 , , 

내걸고 성공적인 올림픽 결과를 얻었다(Lee, 2004). 

년 런던올림픽 포스터는 명의 영국 작가들  2012 12

이 참여했는데 올림픽을 통해 세계 화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 올림, , 

픽 정신과 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보여 주고 있

다 특히 런던 올림픽은 . 역사적으로 최초로 양성평

등을 실현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Lee, Kim, 

자크 로게 전 & Jin, 2015). (Jacques Rogge)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IOC) 

올림픽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런던올림

픽은 첫째 역대 하계올림픽 중 가장 많은 여성선수, 

가 참여하였고 둘째 모든 종목에 여성이 참가하는 , , 

올림픽이며 셋째 런던올림픽 참가국 모두가 여성, ,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켜 양성평등을 성공적으로 

이룬 최초의 올림픽이라 하였다(Donnelly & 

또한 Donnelly, 201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

년 소치 올림픽 참가자들과 관람객 동성애자들이 , 

민족 인종 또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 , 편안함을 느

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2013)

년 개최될 평창올림픽은 디지털 한국을 설  2018 , IT

정하고 관련 제품 기술과 문화를 통합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 올

림픽 레거시 와 지속가능성의 개념(Olympic Legacy)

을 도입하여 대한민국과 평창이 긍정적인 올림픽 레

거시를 남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이미지와 올림픽 유니폼  2.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 

등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국가 이미지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 개최 국가들은 올. 

림픽 로고 엠블럼 성화 유니폼 그리고 개막식과 , , , , 

폐막식 등 다양한 시각 기호와 매체를 통해 각 국가

의 독특한 문화를 나타냄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전달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적이고 복

합적인 심상 으로 파악하거나 어떤 국(Shin, 1999) , 

가를 연상할 때 기억나는 속성들의 집합(Hwang, 

단편적 생성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1994), , , 

과정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산물 등(C.P. Hall, 1986)

으로 정의하고 있고 는 환경에 대한 친, Chae(2000)

숙함이나 유사한 느낌을 기초로 한 심상으로 정의하

였다 이러한 국가이미지는 문화감성을 통해 사람들. 

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문화감성 요소는 대내적으, 

로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 

회에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국가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적 . 

요소는 그 나라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변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브랜드, 



임송미 이미숙 · / 올림픽 개최국가 유니폼의 색채 특성과 이미지

119

로서 가치를 가지고 소프트파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11).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축제이면서 개최국  

가와 도시의 전통 문화 예술 경제 등을 새롭게 인, , , 

식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러한 기회는 유니폼을 통, 

하여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의 정체성. 

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고 국가이미지를 고취시키

기 위해서는 유니폼의 색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림픽 유니폼은 개최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표

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Communicate”, 

특히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착용하는 국가 유2010). 

니폼은 개최 국가 또는 도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 등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고 , ,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 국가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올림픽 유니폼은 운동선수들과 올림. 

픽 운영요원들에게 대내적으로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상징, 

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올림픽 개막. 

식에서 선수들이 입장할 때 입은 각국의 단복은 세

계 패션의 흐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패션 홍보의 장이자 패션 경쟁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은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한  Hwang(2010) 2010 

국 선수 유니폼이 시각적으로 국가이미지를 향상시

키고 강화시키는 데에 다소 부족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 자국의 , , , 

국기와 문화를 상징하는 색상을 선수단 유니폼에 활

용해서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이미지 마케팅에 효과

적이었던 반면 한국 선수 유니폼은 대한민국 국가 , 

브랜드를 강하게 인식시키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이

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듯 년 런던올림픽과 . , 2012

년 소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국가 상징을 2014

활용한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런던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로 처2012 ‘ ’

음 올림픽에 출전한 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1948

국 선수단의 단복에 이를 모티브로 활용하였으며, 

태극기의 컬러인 레드 블루 화이트를 메인컬러로 , , 

사용하였다 년 소치올림픽에서는 흰색과 짙은 . 2014

남색이 조합된 패딩에 진한 남색의 팬츠를 코디해 

편안하면서도 단정함이 느껴지는 유니폼을 착용하였

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 

도록 디자인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흰색과 팔, , 

다리 부분의 남색은 태극기를 연상시킨다 한편 자원. 

봉사자의 유니폼은 대회 기간 중에는 소속과 역할을 

나타내 주는 상징성을 갖게 하고 대회 자원봉사자로

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며 대회 후에는 대, 

회 운영의 일원으로서의 기념품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년 로마올림픽에서 패션 강국의 이1960

미지를 강조한 이후 섬유산업의 가치“Made in Italy" 

가 급증하였고 미국은 년 애틀랜타 올림픽이 끝, 1998

난 후 자원 봉사자들의 유니폼이 올림픽 기념품 수, 

집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 폴로셔츠, 

가 미화 불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고 750 (Yang, 2000)

한다 이와 같이 올림픽 선수들과 다양한 업무에 종. , 

사하는 운영요원 유니폼은 국가이미지를 대표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국. 

가를 상징하는 색상이나 모티브 등을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은 국가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제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와 . 

운영요원들의 유니폼은 더 이상 단순한 의복이 아닌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수단이며 개최국가 및 , 

도시의 문화적 평가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조

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분석. Ⅲ

분석 대상 및 방법  1.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은   

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년 러시아 2000 2014

소치 올림픽까지 올림픽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는 종사자들의 유니폼 중 국내 외적으로 노출빈도가 ·

높아 국가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올림

픽 개막식 퍼레이드 유니폼 선수단 유니폼 경기용 , , 

유니폼 자원봉사자 유니폼 시상식 도우미 유니폼, , , 

성화 봉송자 등 종류의 유니폼으로 한정하였다 운6 . 

영요원 중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대부분의 업무에 참

여하고 있어 여자 유니폼으로 한정하였다 올림픽 . 

유니폼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는 년 월 일부2014 4 1

터 월 일까지 각 국가의 올림픽 관련 홈페이지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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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터넷 사이트(www.olympics.com, www.google. 

등에서com, www.naver.com)  수집하였다.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분석은 선행연구인   Lim & 

를 토대로 색채 특성과 이미지를 중심으Lee(2013)

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선정된 유니폼 사. 

진을 디지털 이미지에서 의 Adobe photoshop CS2

을 이용하여 컬러 칩과 값을 eyedropper tool RGB 

추출한 다음 각 컬러 칩의 값을 , RGB Munsell 

의 값Conversion(version 9.1.1) HV/C 으로 변환하여 

총 개의 색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141 . 유니폼의 색

채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색채 데이터를 

비율에 따라 메인 컬러 전체면적의 이상 서브 ( 50% ), 

컬러 이상 미만 액센트 컬러 미만(10% 50% ), (10% )

로 분류해서 추출하였다 시드니 올림픽 유니폼은 . 

메인 컬러 개 서브 컬러 개 액센트 컬러 개6 , 5 , 8 , 

솔트레이크 올림픽 유니폼은 메인 컬러 개 서브 6 , 

컬러 개 액센트 컬러 개 아테네 올림픽 유니폼3 , 7 , 

Table 2. Color-combination Bar of Olympic Uniforms  

Uniforms

Olympic

Games

Assistant of 

opening 

ceremony 

Team Game Volunteers Torchbearers

Assistant of 

awards 

ceremony

Sydney
Wh/R(v)/Bk YR(b)/G(dk)/Y(b) PB(dk)/Y(s)/Wh Y(vp)/PB(s)/B(v)/Y(v) B(v)/PB(v)/Wh YR(vp)/PB(dk)/PB(s)

Salt Lake
Wh/Bk PB(dkg)/Wh/R(v) PB(dkg)/Wh/R(v) Bk/G(dkg)/Wh Wh/PB(dp)/PB(ltg) mGy/PB(dkg)

Athens
Wh/Bk dkGy/ltGy/Wh Wh/PB(v) PB(dkg)/Wh/YR(s) Wh/PB(lt)/B(b)

PB(dkg)/RP(dkg)

/Y(dp)/Wh

Torino
Wh/G(dkg)/Y(v) Bk/R(s) PB(v)/ltGy/Y(v) PB(dkg)/R(s)/YR(v) B(s)/YR(dp)/Wh PB(v)/Wh/GY(lt)

Beijing 
R(v)/Wh Y(v)/Wh/R(v) Wh/YR(s)/Y(b) Wh/R(v)/YR(v)/ltGy Wh/R(v)/YR(s) R(v)/YR(v)

Vancouver
Wh Bk/R(v)/Wh Bk/R(v)/Wh PB(dkg)/B(v) Wh/G(dk)/GY(dp) PB(dkg)/dkGy/ltGy

London YR(sf)/PB(sf)/R

(sf)/R(sf)Wh
Bk

PB(dkg)/Wh/R(s)

/PB(v)/PB(vp)
Y(vp)/RP(dkg)/R(v) Wh/Bk P(p)/R(p)

Sochi 
Wh/PB(ltg)/PB(dk) B(v)/YR(v)/G(vp) R(v)/Wh Bk/Wh/RP(p)/P(p)

Wh/R(s)/Y(v)/G

(dp)/GY(p)

PB(dkg)/Wh/PB(p)

/PB(vp)/R(p)

은 메인 컬러 개 서브 컬러 개 액센트 컬러 6 , 6 , 5

개 토리노 올림픽 유니폼은 메인 컬러 개 서브 , 6 , 

컬러 개 액센트 컬러 개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5 , 6 , 

은 메인 컬러 개 서브 컬러 개 액센트 컬러 6 , 4 , 7

개 밴쿠버 올림픽 유니폼은 메인 컬러 개 서브, 6 , 

컬러 개 액센트 컬러 개 런던 올림픽 유니폼은 3 , 6 , 

메인 컬러 개 서브 컬러 개 액센트 컬러 개5 , 6 , 7 , 

소치 올림픽 유니폼은 메인 컬러 개 서브 컬러 6 , 6

개 액센트 컬러 개를 추출하였다, 10 (Table 2). 

색채 특성은 먼셀의 색체계와   PCCS(Practical 

색조 분류법에 의거하여 Color Coordinate System) 

색상과 색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색상 특성은 먼. 

셀 색체계의 색상 10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과 색상환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RP(Red Purple) 40

며 색조의 특성은 먼셀의  값을 토대로   , H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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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조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분류표에 의거하여 유채색에서 v(vivid), s(strong), 

b(bright), sf(soft), p(pale), ltg(light grayish), 

lt(light), g(grayish), d(dull), dp(deep), dk(dark), 

의 색조와 무채색에서 dkg(dark grayish) 12

W(white), ltGy(light gray), mGr(gray), dkGy(dark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색채 이미지 gray), Bk(black) . 

분석은 올림픽 개최 국가별로 유니폼의 색채 비율에 

따라 배색띠를 만들어 가지 이미지 유형의 고바야14

시 배색이미지 스케일 에 포지셔닝하였다(Fgure 1) . 

고바야시가 제시한 색채 이미지 스케일은 색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 감각을 형용사로 표현한 것으

로 오늘날 패션 제품 시각 디자인 등의 각 분야에, , , 

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Figure 1. Color Combination Image Scale of 

Kobayashi Shigenobu 

- Color Image Scale, 1991, p.11 

분석 결과 및 논의  2.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특성  1) 

시드니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색채   19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중에서는 , 10

계열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PB (36.8%) , Y 

순으로 나타났다(15.8%), R/YR(10.5%), G(5.3%) . 

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서브 액센트 컬러로 , ,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는 서, PB/YR(10.5%), 

브 컬러에서는 액센트 컬러에서는 계PB(15.8%), N

열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가 15.8% . v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26.3% , wh/dk/s(15.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도시b/vp (10.5%), Bk(5.3%) . 

의 지역색은 토양색이나 하늘색 혹은 자연이 구성, 

하는 자연환경의 배색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더해진 것을 말한다 시드니는 항구도시로 바다가 . 

많고 가장 대표적 관광지인 블루마운틴에서 느껴지, 

는 파란색이 시드니의 지역색이라 할 수 있듯이 유

니폼에 블루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솔트레이크 .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색채 데이터를 16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안에서는 , 10 PB(31.3%)

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계열, R(12.5%) ,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에 사용된 색G(6.3%) . 

상을 메인 서브 액센트 컬러로 세분해서 보면 메, , , 

인 컬러에서는 계열 서브 컬러에서는 PB(12.5%) , 

계열 액센트 컬러에서는 PB/G(6.3%) , R/PB(12.5%)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가 로 . wh 31.3%

가장 많이 나타났고, dkg(25%), Bk/v(12.5%),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에 많이 dp/ltg/mGy(6.3%) . 

나타난 색은 성조기를 구성하는 로 이는 PB, R, Wh

미국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아테네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색채   17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안에서는 , 10

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PB(23.5%) , YR/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에서는 Y/B/RP(5.9%) .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Wh(35.3%), dkGy/Bk(5.9%) . 

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서브 액센트 컬러로 , ,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는 계열, Wh(35.3%) , 

서브 컬러에서는 계열 액센트 컬러에서PB(11.8%) , 

는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YR/Y/B/Wh(5.9%) . 

색조는 가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wh 35.3% , 

순으로 dkg(17.6%), Bk/v/dkGy/ltGy/s/lt/b/dp(5.9%)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 비해 메인컬러에서는 가. Wh , 

서브컬러에서는 가 많이 나타났는데 와 는 PB , Wh PB

그리스를 상징하는 국기색이며 그리스 전통의상에, 

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색이다 또한 그리스의 지역. 

색이라 할 수 있는 지중해의 하얀색 집과 푸른 바다

를 상징하듯 유니폼에 흰색과 블루계열이 많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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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토리노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 17

색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안에, 10

서는 계열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PB (17.6%) , 

계열 계열 순으로 나타B/B/GY(5.9%) , R/YR/Y(1.8%)

났다 무채색에서는 계. Wh(17.6%), ltGy/Bk(5.9%) 

열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 

서브 액센트 컬러로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 , 

는 계열 서브 컬러에서는 PB/Wh(17.6%) , G/R/YR 

계열 액센트 컬러에서는 계열이 가(5.9%) , Y(11.8%)

장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가 로 가장 많이 . v 29.4%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 wh/s(17.6%), dkg(11.8%), 

순으로 나타났다Bk/ltGy/dp/lt(5.9%) . 이탈리아는 

따뜻하고 풍요로우며 자유롭고 신선한 지중해의 감, 

성과 함께 화려하고 강렬하면서도 중후한 라틴 민족

의 유서 깊은 색채감성을 보인다(Kim & Yu, 2010). 

이러한 라틴민족 기호색의 특성을 반영하듯 유니폼, 

에서도 계열과 를 기본으로 강렬한 고채도의 난R Bk

색들의 조화가 두드러져 브루넷 유형의 따뜻하고 강

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또한 . 전반적으로 그리스와 이

탈리아는 지중해 연안국가로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는 흰색과 푸른색의 배색을 활용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색채   16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안에서는 , 10 R

계열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계(31.3%) , YR(25%)

열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에서는 , Y(12.5%) .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유Wh(31.3%), ltGy(6.3%) . 

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서브 액센트 컬러로 , ,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는 계열, Wh(18.8%) , 

서브 컬러에서는 계열 액센트 컬러에서는 R(12.5%) ,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가 YR(18.8%) . v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47% , 

순으로 나타났wh(29.4%), s(11.8%), b/ltGy(5.9%) 

다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 

은 와 계열컬러로 이는 중국인들이 오래전R YR, Y , 

부터 선호하는 색상이며 붉은색은 정열과 길함을 , 

상징하고 황색은 황제의 권위와 황실의 화려함을 , 

상징한다 이러한 배색은 중국의 고궁이나 건축물에. 

도 많이 사용된다. 흰색은 일반적으로 배색된 과 R

계열 색의 밝기와 맑기를 좌우하는 보조색으로  Y/YR

그 자체의 성격을 가장 약하게 지니고 있는 색이라 

할 수 있다 벤쿠버.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색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15 , 10

상 안에서는 계열 이 가장 많았고 그 다PB (13.3%) , 

음은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색조R/B/G/GY(6.7%) . 

는 계열 Wh(26.7%), Bk(13.3%), ltGy/dkGy(6.7%)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서. , 

브 액센트 컬러로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는 , , 

계열 서브 컬러에서는 계PB/Wh(13.3%) , R/B(6.7%)

열 액센트 컬러에서는 계열이 가장 많이 , Wh(13.3%)

나타났다 유니폼에 많이 사용된 와 는 캐나다 . R Wh

국기색으로 국가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런던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개의 색채   18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안에서는 , 10

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R(27.8%) , PB 

계열 계열 순으로 나타났(22.2%) , YR/Y/P/RP(5.6%)

다 무채색에서는 계열 순. Wh(16.7%), Bk(11.1%) 

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서브. , , 

액센트 컬러로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는 , 

계열 서브 컬러에서는 PB/Y/P/Wh/Bk(5.6%) , R(11.1%)

계열 액센트 컬러에서는 계열, R/PB (11.1%)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가 로 가장 많이 나타. sf 22.2%

났고 그 다음으로는 , wh(16.7%), Bk/dkg/v/v/vp(11.1%), 

순으로 나타났다 시상식과 자원봉사자 유니폼s(5.6%) . 

에 계열이 사용되었는데RP , 이는 고귀함과 권력의 상

징으로 대영제국의 명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소치 올림픽 유니폼에서 추출한 총 . 

개의 색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의 색상 22 , 10

중에서는 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PB(18.2%) , 

계열 계열 R(13.6%) , G(9.1%), Y/GY/B/RP/P(4.5%) 순

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에서는 . Wh(18.2%), Bk(4.5%)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에 사용된 색상을 메인. , 

서브 액센트 컬러로 세분해서 보면 메인 컬러에서는 , , 

계열 서브 컬러에서는 Wh(9.1%) , 계열 액센Wh(9.1%) , 

트 컬러에서는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PB(9.1%) . 

색조는 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wh/p 22.7% , 

으로는 v(18.2%), vp(9.1%), ltg/dk/Bk/s/dp/dkg(4.5%) 

순으로 나타났다. 소치 올림픽 유니폼 또한 국기색인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러시아에서 레PB, Wh, R , 

드는 가장 선명하고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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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이미지  2) 

시드니 올림픽 년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분석  (2000 ) 

에는 각 업무별로 벌의 배색띠가 사용되었으며 고6 , 

바야시의 배색이미지 스케일상에 포지셔닝한 결과는 

와 같다 유니폼의 색채이미지는 명랑하고 Figure 2 . 

선명한 캐주얼이미지 활동적이고 젊은 쿨 캐주얼이, 

미지 수수하고 마른느낌의 시크이미지가 각각 개, 2

로 나타났다 시드니의 경우 올림픽 전반에 걸쳐 철. 

저한 친환경적 개념으로 준비되고 완성되었기 때문

에 유니폼의 색채에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활동적인 

스포츠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미지의 

컬러가 많이 나타났다 난색계인 를 액센. R/YR/Y(v)

트 컬러로 배색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

고 있었다 또한 너무 많은 수의 배색이 아닌 . 2~3

가지의 배색이 더욱 유쾌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솔트레이크 올림픽 유니폼. 

의 색채이미지는 풍부한 성숙한 원숙한 매력적인‘ , , , , 

장식적인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고저스 모’ /

던이미지가 각각 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클래2 , 

식 쿨 캐주얼 이미지가 각각 개로 나타났다 특히 / 1 . 

선수단과 경기용 유니폼은 톤의 한색계인 dk, dkg

의 메인컬러에 난색계인 와 를 액센트 컬PB R(v) Wh

러로 사용하여 강한 대비를 이뤄 원숙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미국 국기컬러인 백색 적색 남. , , 

색을 사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화 봉송자와 시상식 도우미 유니폼은 전체. 

적으로 와 의 강한 명도대비 배색으로 ltGy/Wh Bk

진보적인 냉정한 이지적인 현대적인 합리적인‘ , , , , , 

성실한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모던 이미지를 ’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던한 이미지는 미래지향. 

적인 느낌을 주며 다소 차갑고 무거운 이미지를 풍, 

기지만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Figure 3). 

아테네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이미지는 젊은(2004) ‘ , 

안정적인 활동적인 청춘의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 , ’ 

를 갖는 쿨 캐주얼이미지가 개로 나타났고 다음으2 , 

로는 캐주얼 클래식 댄디 모던 이미지가 각각 개, , , 1

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용 유니폼과 성화 봉송자 유. 

니폼에는 국기 컬러인 와 를 사용하여 국가 PB Wh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개막식 퍼레이드, 

유니폼과 시상식 유니폼은 그리스 전통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토리노 올림픽(Figure 4). 

유니폼의 색채이미지는 젊은 안정적인 활(2006) ‘ , , 

동적인 청춘의 등의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쿨 , ’ 

캐주얼이미지가 개로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3 , 

캐주얼 다이나믹 클래식 이미지가 각각 개로 나, , 1

타났다 특히 경기용 성화 봉송자 시상식 유니폼에. , , 

는 국기 컬러중의 하나인 컬러를 사용하여 국가 B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베이징 (Figure 5).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이미지는 명랑한 선명(2008) ‘ , 

한 화려한 유쾌한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캐주얼 , , ’ 

이미지가 개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개막식 퍼6 . 

레이드 선수단 경기용 시상식 유니폼 등 대부분의 , , , 

유니폼에 국기 컬러인 와 그리고 황제를 상징R Wh, 

하는 컬러를 사용하여 국가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Y

현하였다 밴쿠버 올림픽 유니폼의 (Figure 6). (2010) 

색채이미지는 명랑하고 선명한 느낌의 캐주얼 이미

지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느낌의 다이나믹 이미, 

지 이지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모던이미지가 각각 , 

개로 고르게 나타났다 런던 올림픽2 (Figure 7). 

유니폼의 색채이미지는 딱딱하고 어두운 색(2012) 

조인 톤의 와 를 메인컬러로 사용하여 깊이감dl RP R

과 원숙미가 느껴져 우아한 멋진 품위있는 형용‘ , , ’ 

사 이미지어를 갖는 엘레강스 이미지와 이지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모던이미지가 각각 개로 나타났2

고 명랑한 선명한 유쾌한 형용사 이미지어를 갖, ‘ , , ’ 

는 캐주얼 이미지와 성숙한 풍요로운 원숙한 형‘ , , ’ 

용사 이미지어를 갖는 고저스 이미지 개로 나타났1

다 소치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이미(Figure 8). (2014) 

지는 명랑하고 선명한 캐주얼이미지 활동적이고 젊, 

은 쿨 캐주얼이미지 와 의 강한 명도대비 배, Wh Bk

색으로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모던 이미지가 각각 2

개로 고르게 나타났다(Figure 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림픽 종사자의 유  , 

니폼에 사용된 컬러이미지는 캐주얼 쿨 캐주얼 이미/

지가 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모던 이미지 개13 , 9 , 

고저스 이미지 개 다이나믹 이미지 개 엘레강스4 , 3 , 

시크 이미지 개 댄디 클래식 이미지가 각각 개/ 2 , / 1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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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ydney 2000 Olympic Games Figure 3. Salt Lake City 2002 Olympic Games 

Figure 4. Athens 2004 Olympic Games Figure 5. Torino 2008 Olympic Games

Figure 6. Beijing 2008 Olympic Games Figure 7. Vancouver 2010 Olympic Games

Figure 8. London 2012 Olympic Games Figure 9. Sochi 2014 Olympic Games



임송미 이미숙 · / 올림픽 개최국가 유니폼의 색채 특성과 이미지

125

결 론. Ⅳ

한 국가와 도시의 고유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해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넓게는 경제 문화 역사 지. , , , 

역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좁게는 국기 스포, , 

츠 축제 등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이들은 서로 , .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유한 국가 및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 

문화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동시에 특정 업

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올림픽 개최국가 유니

폼의 색채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올림픽 선. 

수들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요원들이 착용

하는 유니폼은 조직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

한 시각적 상징 요소이다 특히 유니폼에 있어서 색. 

채는 능률과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기능배색의 의미

에서부터 환경과의 조화 쾌적성에의 기여 도시 및 , ,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 

사회적 여건 지리적 환경 및 자연적 조건이 다른 , 

문화의 색채는 중요한 지역적 민족적 특성이 되므, 

로 그 나라의 문화와 이미지를 전달하는데도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유니폼에 사용된 색채의 특성을 살펴본 결  

과 시드니 솔트레이크 아테네 토리노, , , , , 벤쿠버 소, 

치 올림픽 유니폼에서는 유채색의 색상 중 계10 PB

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베이징과 런던 올림픽 , 

유니폼에서는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색조R . 

는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Wh , v,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올림픽 개최국마다  Bk . 

자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국기색이나 지역색으로 

효율적으로 유니폼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올림픽 유니폼에 사용된 색채이미지를 살펴본 결  

과 시드니 올림픽 유니폼은 캐주얼이미지 쿨캐주얼, /

이미지 시크이미지 솔트레이크 올림픽 유니폼은 고/ , 

저스 모던이미지 아테네 올림픽 유니폼은 쿨캐주얼/ , 

이미지 토리노 올림픽 유니폼은 쿨캐주얼이미지, , 

베이징 올림픽은 유니폼 모두 캐주얼 이미지 밴쿠, 

버 올림픽 유니폼은 캐주얼 다이나믹 모던 이미지/ / , 

런던 올림픽 유니폼은 엘레강스 모던이미지 소치 / , 

올림픽 유니폼은 캐주얼 쿨캐주얼 모던이미지가 가/ /

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올림픽 종사자의 유니폼에 . 

사용된 컬러이미지는 캐주얼 쿨 캐주얼 이미지가 / 13

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모던 이미지 개 고저스 , 9 , 

이미지 개 다이나믹 이미지 개 엘레강스 시크 4 , 3 , /

이미지 개 댄디 클래식 이미지가 각각 개로 나타났2 , / 1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기 이후 올림픽  , 20

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들은 유니폼에 각 도시 

및 국가의 특성을 색채로 부각시키면서 올림픽의 이

상과 미션 가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 었다 이제 . 

유니폼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올림픽 유니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올림픽의 유니폼 색채를 살펴본 점에서 매

우 의미가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니폼 개발, 2018 

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올림픽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색채 데이터베이스는 평창올림픽 유니폼 개발

은 물론 스포츠 패션이나 산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올림픽 마케팅에서. 

의 유니폼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논의의 폭을 확

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이미지와 평창올림픽의 주제에   

부합한 유니폼 색채 활용을 통해 세계속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유

니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에서는 색채뿐만 아니라 형태 소재 문양 등을 중, , 

심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올림픽 유니폼의 연구

를 시도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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