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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 esea rch proposes the design 

app li cat ion method using the Korean 

National Flag . Through graphic a na lysis of 

the Korean Nat ional Flag only in design 

aspects leads to the possibl ity of us ing it in 

the fi eld of graphic design by transf orming 

a nd interpretating it. 

Comparative analysis w i t h foreign 

exa mpl es for the products design 

deve lopm enl proposes th e poss ibli ties of 

pragmatic use of the Nat iona l Flag , a lso 

proposes pos iti ve use of th e Nat iona l Flag to 

the people' s daily life . 

Especially ‘ th is research expects that the 

boarder use of t he National Flag as a design 

motive upgra de des ign leve l. At th e same 

time , this research expects a better cu ltura l 

leve l in des ign wise by in t roducing the 

go ods wh ic h mo t ive comes fr om the 

Nat iona l Flag. By doing this ‘ we might feel 

t h e Kor ea n Nat iona l F lag closer in our 

everyday life 

1. 서 론 

1. 연구목적 

어느나라 어느민족을 막론하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심볼이며 민족성을 상 

징하고 국가의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이다. 세 

계 어느나라에서나 국기를 소중허 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상징으로서 우러러 보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기를 하나의 상징물로만 생각했을 뿐 

사량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그동안 부족 했었던것같다. 

lMF리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소홀 

하게 대해왔던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부 

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추아 

한국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한쭉적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적 요소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태극기를 디자 

인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태극기를 활용한 디자인 개 

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설생활에 필요한 다 

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미국의 성조기와 영국의 유니온 

잭을 통한 디자인 가능성을 분석하고 태극기의 문제점 

과 그 원인을 진단하여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쉽고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 

고 태극기의 활용범위를 보다 다양하게 넓히고， 디자 

인 수준을 호탱시킴과 동시에 태극기 활용의 대중화에 

그목적을두고 있다 

￠잉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요즈음 시도 되고있는 태극기를 이용 

한 디자인에 대해서의 문제점과 앞으후의 가능성을 제 

시하고자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단행물， 정기간행물，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한 연구방법과 현 태극기의 국기 

의 활용도를 직접 시장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외국국기의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많은 

미국의 성조기와 영국의 유니온 잭A로 한정하였고 

국기의 활용도에서는 의미보다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상품을 중심으로 논문을 전 

개하였다. 그러나 태극기의 경우는 그 활용사례가 빈 

약하므로 광고도 포함시켰다 

11. 본 론 

1. 태극기의 이론적 배경 

1. 1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로 처음 상징된 것은 1882년 

8월 당시 수신사 박영효(朴泳孝)가 국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종(高宗)의 허락을 받L아 일본을 방문하러 

가던중 메이지 마루호 선상에서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1883년 음력 1월 27일 당시 외교 통상사무를 

취급하던 통라교섭 통상사무 아문(縮및交1& 通商事務

챔j門)의 건의에 따라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도록 왕 

명으로 공포하였으니 이로서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기 

장(放童)으로 확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1 ) 

그러나 당시의 태극기는 단지 태극을 가운데 두고 네 

귀퉁이에 4패를 배치하는 것A로 오늘날과 같은 통일 

된 디자인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남아있는 

태극기의 모습에서 어느것이 올바론 것인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 1 910년 경술국치 부터는 그나마도 자취를 감 

추었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태극기를 다시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기의 도형에는 여전히 통일성을 

잃어 여러 기-지로 흔용되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비로소 국기의 도섹과 규격을 

통일케 된 것이다 

태극기가 오늘날과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 제정된 것 

은 1 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국기 제정 

위원회를 구성 · 제정한 것이다 이때 국기봉도 나라꽃 

인 무궁화 봉오리를 상정한 것으로 하고 색은 깃면의 

색과 조호}를 이루도록 금색무로 하였다 문교부(현교 

육부)는 국기 시정에 관한 고시안을 작성하여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교시 제2호로 공포함으로서 우리 

태극기는 완전한 통일규격으로 국내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 백문섭 올바른 태극기 해설 한국윤리위원호1. 1991 P127 

1. 2 태극기의 변천과정 

태극기의 변천과정은 태극기를 구성하고 있는 태극， 

4패， 그리고 전체적인 Layout 변화이다. 지나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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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다섯번의 발전단계 

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첫번째는 1882년 “시사신보”의 보도처럼 고종의 지 

시에 따라 박영효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최 

초의 태극기이다. 두번째는 1885년 고종이 외부담당 

미국인 데니씨에서 선물한 태극기로 현재 독립기념관 

에 전시되어 있다. 세번째는 1896년 독립신문제호에 

쓰인 태극기이고 네번째는 1900년 파리박람회때 사 

용했던 태극기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 949년 

정부에서 42인국기제정위원회를구성 · 제정한 것이 

다 2) 태극기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태극기 최초의태극기 ( 1882년) 

2단계태극기 데니씨소장태극기 0885년) 

3단계태극기-독립신문 제호태극기 0896년) 

-톨톰톨 
빼 

톨를 

111 
111 

4단계태극기 파리 박람회게양태극기 (1900년) 

5단계태극기-현재태극기 ( 1949년) 

이처럼 태극기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앙에 위치한 태극의 크기가 일정하 

지 않았고 태극의 운동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A로， 

또 조내에서 잉닝}배치로 혼용되었다. 4패 역시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건， 곤， 감， 이의 위치 또한 각각 달 

랐다‘ 그리고 국기 전체 크기의 비례도 그때그때 다르 

게 사용되었음을 알수있다 

2、 뉴스피을 1997. 10 9 P29 

1. 3 태극기가 지닌 뜻 

나라의 상징이 되는 국기는 국민단합의 표상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나라마다 특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된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이며 국민정신을 상징하고 주 

• 



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이다 

한 가운데 태극도형과 4쾌 즉 건(휩) . 곤(坤) . 감 

(吹)， 이(離)로 이루어진 태극기는 간결하면서도 대자 

연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태극기가 지닌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조의 뜻이 있다 : 우주의 근본인 태극이 음과양 

두 가지의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 하듯이， 우리 민 

족의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발전의 뜻이 있다 우리 민족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인 발전을 한다는 뜻이다. 

@자유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 태극의 이론은 만물 

이 자연의 원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의 국민 

성을나타낸것이다 

@평등의 정신이 담겨 있다 : 태극과 4패가 전체적으 

로 음과 양이 균등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관 

계에 있는 것은 우리의 평등사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궁한 발전을 표현하고 있다 : 태극 도형의 청， 

홍의 음양곡선은 끝없는 계속을 뜻히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무궁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뜻한다 3) 

이렇듯 태극기의 도형이 담고 있는 뜻은 창조， 발전， 

자유， 평등， 무궁의 뜻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의 바탕인 흰색은 깨끗하고 맑은 백의 민족의 

모습을 상징히는 동시에 모든 것을 포용히는 뜻을 지 

니고있다 

따라서 태극기는 민족의 이상과 우주관이 담겨진 나 

라의 상징으로서 길이길이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겨례 

의 이상을 집약한 심볼이라 하겠다 

(3) 백망하 태극기 한국수2 1연구원 1965. P93 

1. 4 태극기의 시각적 구성요소(태극， 4패 , 색) 

한 국가의 상징물에는 그 민족의 역사속에 살아있는 

정신적인 근원이 되는 사상과 민족혼이 스며있다. 우 

리 민족에게는 태극심볼이 있다. 태극은 인류역사의 

심볼 가운데 그 자체의 의미나 시각적 이미지에 비추 

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과학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극을 기본요소로 디자인된 우리 

나라 태극기를 시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태극 도형 

이 갖는 고유의 뜻을 파악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태극 

기의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고자 

한다 

태극기를 구성하는 조형요소로는 가장 중심이 되는 

태극원과 4패 그리고 각 조형요소들의 색채를 들 수 

있겠다 

1) 태극. 태극은 음양오행사상의 상징이다. 음양오행 

사상은 동양철학의 꽃이며 핵심이다.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세력이 균형을 이루 

며 조화를 이룰 때 생명이 탄생되고 우주가 운행되는 

것이니 이 두 음과양이 운동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든 

것이 태극도형이다. 

태극도형은 음과양 두 질서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조 

화를 이루며 ， 완벽한 하나의 원을 만들어 내는 지구와 

인간의 창조원칙을 상징한 도형이다 

G 



쫓흉 
앙의 세계 

蘇l
음의 세계 

l 
태극도형 

조형의 원리는 직선과 곡선，점과 

면， 큰 공간과 작은공간 등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니는 질서 

이다. 

태극은 이러한 조형원리에도 부합 

하 는 과학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태극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생 

활속에 스며있다 

첫째는 문양a로 형상화된 모양이 

며， 둘째는 음양의 이치를 응용하 

여 만든 발명품을 개발하고 사용해 

온 점이다， 전자는 보이는 태극이 

며 후자는 보이지 않는 태극이다， 

보이 태극은 공예품이나 복식， 신변 장신구， 건축물 

등에 문양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 보이지 않는 

태극은 병풍， 보자기， 바지， 부채， 춤사위， 민속놀이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태극에 나타난 특정을 살펴보면 양의 세계는 적색으 

로 표현하며， 강렬하고 의똥하는 태양의 힘을 느끼게 

한다. 청색으로 상징되는 음의 세계는 조용하고 차분 

하며 섬세한 여성의 손끝을 느끼게 해준다 

한국인은 태극을 사용할 때 음과 양. 양단 세계에 걸 

쳐 엄격한 사용법칙을 적용해 왔다. 우리는 국가의 대 

행사와 국제행사등을 준비할 때 마다 꼭 심볼마크를 

만든다’ 

처음에는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 

민하면서 건축， 공예， 복식， 민속， 벽화 등에서 아이 

디어를 개발해 보지만 결국 태극 마크로 결정한다， 

86 . 88 올림픽 ， 대전박람회， 한 · 일 월드컵유치 심 

볼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탄생한 것 

이다 S) 

이와 같이 태극은 한국의 삶속에서 오랜 옛날부터 민 

족의 부호로서 널리 사용되어져 왔고， 현재에도 응용 

되어 지고 있다 

2) 4패(四좌) : 태극기에는 대각선 사방에 4패 즉， 

건(乾 • 프 ) , 돈(坤 • 뜨 ) , 감(吹 · 든든 ) , 이 (離 · 프 

)가 배치되어 있다 건(하늘) , 감(땅)이 상딴}측과 

우측에 있고 이(불) , 곤(물)이 하단좌측과 우측에 검 

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61 

이 4패는 주역의 기본이 되는 사상(四象)으로 창조적 

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태극기의 4패는 태극 

도형과 더불어 우주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대자연의 

이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조형적으로 이 4패는 원에 

비해 선적인 성격이 강하게 표현되는 요소로서 태극원 

을 사방에서 감싸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국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3) 색(色)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색이 있 

다. 자연의 것이나 사람이 만드는 것에도 색이 있다 

그러고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색이 필요 

하다， 색의 감각， 지각， 인식은 색채자극이 노출되는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심리 ， 생리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색상， 명도， 채 

도 등에 서로 인접한 색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 

태극기의 색을 사단법인 국기 선양회의 “국기해설”에 

따르면 바탕의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적색은 oJ-을 

뜻하고 청색은 음을 뜻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태극의 

의미를 잘 함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극의 색도 예전처럼 그저 단순히 적색， 청색 ， 검정 

등으로 표기해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 할 

수없다-

총무처는 1997년 10월 24일 태극기의 통일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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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색상 유지를 위해 태극기 표준색도를 지정 고시 

했다 역사성， 전통성， 감수성， 시각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태극기 표준색도는 표준색도협의회 

등의 전문가 지문과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태 

극기 색 선호도 조사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제조명위원회 (CIE) 색좌표， 먼셀(munse ]J) 색표 

지， 팬톤 가이드 색기준 등 세 가지 근거로 마련됐다. 

따라서 먼셀 색표기에 근거할 경우 태극기 빨강은 

4.5의 명도와 1 4의 채도를 지닌 6 .0R(RED , 빨강) 

이， 파랑은 3 . 0의 명도와 1 3의 채도를 띤 5.0 

PB(purple blue , 진파랑)만이 사용된다. 팬톤 색상 

표에서는 186C(빨강)와 294C(파랑)가 이와 가장 가 

까운색깔이다 

그리고 태극기의 표준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극기 

견본 5만장을 제작， 정부기관， ζL급학교， 언론출판사， 

국기 제작업체， 제외공관 등에 보급하고， 1999학년도 

초 ·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또한 총무처에서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쉽게 그 

릴 수 있도록 태극기용 크레파스， 물감을 개발해 보급 

힐- 방침”이라며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 

되고 태극기 사랑운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7) 이는 그동안 염원해왔던 태극기의 

색채규격화란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나 각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쇄매체에 대한 지적， 즉 분판인쇄시 

사용되는 C.M. Y.K(청.적.황 먹)에 대한 퍼센티지 규 

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앞으로 요구되는 

또 하나의 개선책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극기는 자연과 인간 그 

리고 창조의 원리를 내포한 과학적인 조형심볼이라 해 

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의 표준색도는 백색아트지 (120g) 어| 별색 잉크로 구현하 

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광원 C로 측색한 수치를 기 

준으로함-

태극키 빨강 태극가 파랑 

x = 0 5640 x = 0 1556 

CIE 색좌표 y = 03194 y = 0 1354 

Y = 15 3 Y = 6.5 

Munsell 색표기 6 OR 45/ 14 50PB 30/ 12 

「 팬톤가이드 
11 1996-1997 저19판\ 1 

186C 294C 

14ì 징연종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죠이정 인터내셔닐 1996 P1 17 

(5) 정연종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죠이정 인터내셔날 1996. P47 

6 정연종 한글은 딘군이 만들었다 죠이정 인터내셔날 1996. P380 

7 월간디자인 234 1997. 12 P93 

2. 국기를 소재로 한 디자인 활용샤례 분석 

어느 국가이든지 한나라의 시각적 상징은 국기라는 

매체로 그 이미지가 집약된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간 민족간의 교류는 다양해지고 한 

나라를 대표하고 인상짓는 각종 시각적 상징물에 대한 

관심은날로크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이미지를 세계에 새롭게 알리고 자긍심 

을 키울 수 있는 상징물 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국의 국기를 패턴화시켜 여러부문에서 응용하고 있 

는 모습을 우리는 지주 볼 수 있다. 가까이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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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의류， 식기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아예 

국기를 심볼화시켜 그대로 상품에 부착시키므로서 한 

눈에 보아도 그나라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에서만 유통된 것이 아니라 

세계여러나라에 까지 영호탤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어색함이 없이 응용된 제품들을 거부반응 

없이 접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태극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다른 

시각으로 태극기를 보고 응용하여 생활속에 함께하는 

친근감있는 태극기로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전사례로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국의 성조기와 영국의 유니옹 잭에 대한 촬용사례를 

연구하여 디자인 가능성을 파의L하고 현재 태극기의 활 

용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1 미국의 성조기 

1)역사적 배경 

미국의 국기는 일반적으로 「성 조기 (Stars and 

St rip es) J 라고 하는데 미국인들은「오랜영광(O ld 

GlorY)J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성조기가 미국국기로 정해진 것은 1777년 이며 그후 

주가 증가 할때마다 멸이 하나씌 늘어 1959년 하와이 

가 주로 승격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50성 1 3조의 성 

조기가 되었다- 옆으로 그려진 붉고 흰 1 3개의 줄은 

미국이 처음으로 독립한 당시의 1 3주를 상징하고 50 

개의 별은 주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조기로 상정되 

는 미국인들은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활기에 찬 미국인 

이라는 이미지로 인종과 민족의 배경을 넘어서 미국적 

인 사회와 문화위에 정착한 국민적인 공통성이라 할 

수있다， 

2) 활용사례 연구 

성조기의 촬용사례는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조 

기의 구성요소인 멸과 스트라이프의 형태상의 응용으 

로 나타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별과 스트라이프 

만으로도 성조기의 이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형태상의 응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성조기를 

그대로 표현한 예 @성조기의 외형만 변형시킨 예 @ 

구성요소인 별과 스트라이프를 자유롭게 배치시킨 예 

@성조기의 이미지만 표현한 예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조기를 그대로 표현한 예로， 성조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성조기와 일러스트，문자 등의 접목하여 사용한 예도 

있다. 그리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조기를 단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제품에 활용된 것으로는 

T 셔츠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모자， 양말， 우산， 수첩， 

소형비닐지갑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품들이다， 이러한 표현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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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스트라이프 색을 변형시킨 T 셔츠도 있었는데 

성조기의 이미지는 그대로 살려면서 다양한 칼라의 선 

표현은 색에 의한 폭넓은 응용기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로 국기의 외형만 변형시킨 것ξ로는 미국지도 

에 성조기가 들어있는 경우와 바람이 날리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일러스트나 문자와 

접목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제품으로는 T 셔츠， 캔맥 

주， 기타， 라이타， 편지지， 우표， 슬릿머신， 간판 등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현대의 인디언들의 축제 

복에도 미국을 상징하는 색과 독수리 ， 성조기의 무늬 

와 인디언 장식이 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번째로는 성조기의 구성요소인 별과 스트라이프의 

배치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그 활용도가 아주 다 

%ε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성조기의 색채인 청색 

과 적색이 어우려져 성조기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는 의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젊은이 

들을 위한 수영복， 조끼 ， 바지 등에 대담한 디자인으 

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FILA에 

서 신상품ξ로 스포츠웨어의 모자. 점퍼， 바지 ， 스커 

트까지 Set로 응용된 제품들을 볼 수 있다 그외에도 

수첩， 볼펜， 열쇠고리 ， 장식핀 ， 스카프， 쇼핑백과 같 

은 소품류에 까지 적용되었다， 또 눈길을 끈 것으로 

파티용품에서도 이용하고 있었는데 풍선이나 일회용접 

시， 종이컵 ， 냄킨， 스푼， 포크 등에 다양하게 표현되 

었고 성조기 형태로 만들어진 케이크도 있었다 또한 

슬렷머신이나 기타집， 츄리닝， 권투글러브， 신발， 헬 

멧， 자동차， 가방， 쿠션. 발판， 장식용벽걸이 및 아이 

들의 인형같은 생활용품에서 장식품까지 적용범위가 

가장넓다. 

살파본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한 부분에서라기 보다 

광범위하게 여러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별의 숫자와 스트리아프를 극도로 줄 

이고 국기 특유의 형태를 벗어나 표현한 것도 있었는 

데 그 예로서 피자리그의 메뉴판， 편지지와 봉투， 토 

미컬 가방 상품 안내포스터， 열기구， 자동차 등이다. 

마지막으로 성조기의 이미지만을 나타낸 경우는 아무 

리 보아도 성조기의 모습은 아니나 성조기를 활용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표현방법이다 특히 캐릭터의 의상 

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로는 원더우먼， 슈 

퍼맨， 캡틴아메리카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캐 

릭터 의상의 패턴이나 색상은 상당히 미국적임을 부인 

할수없다. 

이외에도 폴라스포츠의 랄프로랜 화장품에서 사용하 

는 심볼은 성조기 형태에 별을 삭제하고 랄프로랜의 

약자 “RL"을 넣어서 표현하여 미국제품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쇼핑백 디자인의 한 예로서 국기의 형태 

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멸의 크기를 크고 작게 ， 스트라 

이프의 표현을 유연한 곡선으로 자유롭게 배치하여 기 

존의 국기라는 이미지를 한층 부드럽게 디자인 한 것 

도 있었다 이것은 국기리는 개념을 넘어선 하나의 조 

형으로서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조기는 일상 생활용품에 

서부터 다$E하게 여러방면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 

었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대중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인들 뿐만 

아니라 국기에 대한 이미지가 약한 어린이들에게도 자 

기나라에 대한 애착심이나 지부심을 간접적으로 심어 

주고있었다 

성조기는 색상이나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실 

제 미국인들의 개방적이면서 명랑하고 촬탈한 국민성 

q용 



과 잘 일치되어 미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오늘날 자 

리를굳허게 된것갚다. 

그러고 성조기를 형태 그대로 다 응용하지 않더라도 

색상만으로 그 이미지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별과 스 

트라이프 무늬만으로도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의 디 

자인적인 변화를 다각도로 시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조기의 다양한 활용은 오늘날 세련된 이미 

지로 세계 여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 

았나히는생각이 든다 

*미국성조기를 활용한 예 

l 훌睡 | 

2.2 영국의 유니온 잭 

1) 역사적 배경 

영국 국기는 1 603년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6세가 

영국왕(제임스 1세)을 겸하게 되어 스코틀랜드와 잉글 

랜드 연합왕국의 국기가 성럽되었고， 1801년 아일랜 

드가 합병된 후 아일랜드기의 디자인이 추가로 합해져 

서 오늘날의 영국국기가 완성되었다 영국국기는 잉글 

랜드기와 스코틀랜드기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이유로 

연합기 CUnion Flag) 또는 유니온 잭CUnion Jack) 

으로 불린다. 잭이라는 것은 뱃머리에 올리는 작은기 

이다‘ 

유럽제국의 국기중에는 십자가 도형의 국기가 많은데 

그것은 십자군원정 이래의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국의 국기와 같이 십자가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국 

기를 이룬 것은 영국이외에 그 유래를 볼 수가 없다. 

2)활용사례 연구 

유니온 잭의 경우는 성조기 만름 형태상에 있어서 응 

용이 다%h하지 못하다- 유니온 잭을 구성하고 있는 십 

자가와 바탕색 그 모습 그대로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특정사의 섬볼마크로도 사용되고 

" 



있다. “MICHIKO LONDON"에서 유니온 잭을 심볼 

마크로 시용하고 있었으며 유니옹 잭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과 길이의 비례를 다양하게 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수첩， 가방， 노트 등에서 볼 수 있다 

그 외 타사제품으후 쿠션， 시계， T-셔츠， 식탁보， 컵 ， 

장식용 애완용품， 테니스가방， 양말， 의상 등에 유니 

온 잭 형태 그대로 사용되었다. 유니온 잭과 문자， 유 

니온 잭과 캐릭터 등을 접목하여 사용한 T 셔츠‘ 소품 

등도있다. 

두번째로 외형만 변형시킨 것A로는 미국 지도위에 

유니온 잭을 표현한 것과 이를 이용한 쇼핑백， 신문의 

심볼을 들 수 있다， 그러고， 라이타， 노트 등에도 변 

형된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 되었다. 

세번째로 구성요소인 십자가와 바탕색을 지유롭게 llB 

치한 것으로는 자유로운 곡선의 심볼마크 및 구성요소 

와 장식적인 문자를 혼용한 편지봉투， 스포츠 의류 등 

에서볼수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 잭의 이미지 만을 표현한 것ξ로 

영국 이미지의 캐릭터 “캡틴 브리튼”을 들 수 있고 유 

니온 잭 위스키에도 십자가의 선과 색만으로 단순하게 

디자인 되었다， 유니온 잭의 경우 색채가 변형된 것이 

하나 있었으나 형태만 유니온 잭일 뿐 이미지 전달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색채가 변형되면 그 만름 국기의 

이미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영국의 유니온 잭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에 여러모로 활용되고 있었다 

유니온 잭은 상품으로도 많이 쓰여졌지만 제품의 상품 

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성조기보다 다%h하거l 응용되지는 못했으나 친 

근감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여러곳에 적용되었고 

더불어 상업적인 측면도 고려해 널리 알리고 있었다. 

*영국의 유니온 잭을 촬용한 예 

2.3 한국의 태극기 

1) 태극기가 활용된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를 촬용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긍지해왔다. 그러나 1996년 1 2월 국무회의에 

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 997년 

1월 1 일 부터 국기 문양에 대한 활용의 내용ξ로 국 

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다. 즉 T 셔츠나 필 

통， 생필품등에 활용하여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국민과 가까운 상징물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태극기를 소재로한 상품은 거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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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IMF란 시대를 타고 애 

국운동과 함께 태극기가 쓰여지고 있는 추셰이다 경 

제가 위축되면서 각종 수엽상품에 경종이 울려졌고 그 

로인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 

아지면서 상품에 태극기를 시용히는 마케팅 전략이 많 

이 늘어났다. 태극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 

왕이면 애국도하고 필요한 상품도 구엽한다는 것에 초 

점을 두고 상품을 팔고자 히는 전략이다 

우리의 것에도 외국상표가 붙어 있다가 IMF리는 사 

상 초유의 경제위기인 요즈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 

한국의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부쩍 많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예로부터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던 우리 

의 국민성은 국산품 애용이라는 힘으로 다시 나타났 

다.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의 강한 표현으로 태극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광고를 비롯한 여러 제품 

에 태극기 디자인이 적용되게 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의한 한국 특유의 이미지를 연상시키 

는 태극기 사용은 우리의 국민성과 어울리는 마케팅 

전략이라하겠다. 

태극기의 활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더구나 

태극기를 활용한 상품개발 또한 초보단계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계기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시도하여 친근감을 느낄수 있는 국민과의 가까 

운 우리의 상징물로 자리매갱을 해야 하겠다. 

2) 활용사례 연구 

처음에 막상 태극기를 소재로 한 제품들을 생ζL하니 

몇 가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 

의외로 많은 곳에서 태극기를 이용한 것들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태극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태극기 또한 앞에서 분류한 방법으로 4종류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태극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태극기의 형태 

는 그대로 유지 하떤서 제품이나 광고에 활용한 것이 

다. 광고에서 특색있는 것은 애국 슬로건과 함께 사용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태극 

기를 그대로 광고나 제품에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준 

다- 예로서 (주)레더데코에서 가방마다 태극기가 그려 

진 열쇠고리 달기 캠페인으로 쌍지， 아이작， 놈 등 자 

사 가방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태극기 열쇠고리 선물했 

다. 

그외 제품으로 양말， 버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싹스탑에서 나오는 양말은 양발목 부분에 태극기를 형 

태 그대로 그려 넣어 표현했다. 

이외에는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의류메이커 

인 잠뱅이가 “잠뱅이의 나라껴안기객}는 슬로건과 함 

께 태극기를 그려넣는 2은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포스 

터가 눈에 띄었고， 뱅뱅 또한 청바지 뒷부분에 자사장 

표와 나란히 태극기를 부착시켜 “우리 JEAN의 자존 

심 로열티 없는 뱅뱅이 지컵니다”리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제품임을 강조하며 표현하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광고대행사 워드컴의 포스터를 비롯해 

쌍지의 “나è.}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태극기 

앞에 당당하다”의 아디다스， “가슴에 태극기를 보면 

힘이 솟는 사람들” 이라는 삼성의 포스터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는다꾀는 롯데리아 등의 포스터가 태극기 

와 애국 슬로건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LG패션의 태극기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 정부수립 50 

주년 기념 스탁커 “다시뛰자’도 시대의 흐름에 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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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것이다 

포스터 다음으로는 신문광고가 많았는데 스포츠 용품 

회사 르까프， 에이스 침대， 이튼스쿨 아동복 등에서도 

태극기를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배경으로 하여 표현 

하였다. 

두번째 태극기의 외형만 변형시킨 것A로는 태극기의 

형태가 바람에 날리는 표현이 대부분이고 국기의 외형 

이 원이나 사각으로 바그r-01 표현한 태극기 버튼 , 핸 

드폰줄， 이름표 등이 있었다- 간흑 상품판매를 목적으 

로 일러스트가 그려진 엽서위에 태극기를 억지로 한쪽 

귀퉁이에 삽입시킨 것도 보인다 

대부분 신문광고나 스틱커로서 제품과의 접목은 거의 

없는편이다 

신문광고에 있어서 공익광고의 “다시뛰자 코리아!" ， 

프로스펙스의 “아직도 외국상표를 선호하고 계십니 

까7". 파로마 가구의 “ IMF 이겨내는 한국인의 힘” 등 

으로 저마다 애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있다. 

세번째로는 태극기의 구성요소인 태극과 4패를 지~유 

롭게 배치시킨 것으로서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종류 및 표현방법도 다양하여 디자인적으로 

도 세련된 태극기의 표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포스터，신문광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제품A로는 버튼， 열죄고려， 양말， 노트， 이름표 등 

미약한형편이다 

여기에서는 다시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 

나는 태극만 사용한 경우로 그 예가 가장 많았다. 이 

것 또한 제품보다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표현 

방법도 태극 모%뇨을 그대로 사용한 것， 태극속에 문자 

나 일러스트를 복합시킨 것， 심볼로 사용한 것 등으로 

경우에 따라 패턴으로 단독 또는 연속으로 나열하여 

버튼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스포츠용품 회사 HEAD.오F 아디다스， 그러고 코코스 

음식점의 스틱커， 버튼 등이 있고 신문광고에 있어셔 

는 오스람 삼파장 전구에 태극띠를， 컴마을에서는 우 

리 전통갓에다 태극띠를， 귀족 신발에서는 신발에다 

태극띠를 각각의 슬로건과 함께 표현하였다. 

그외에도 잡지광고， 정치광고에 태극을 배경 또는 우 

리의 상징ξ로 사용하였다 심볼로서는 대한항공심볼， 

법시콜라 심볼 등에 사용되었고 2002년 월드컵 심볼 

에서도볼수있다. 

디음은 4패만을 시용한 것으로 제과점 파리바게뜨에 

서는 4패의 선을 부드럽게 묘사하여 슬로건과 함께 표 

현하였고 폴라 화정품은 달려와 4패를 흔용하여 “ 1$ 

새지 않는 화장품”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신문광고로 

사용하였다. 

태극과 4패를 흔용한 제품으로 삭스탑 양말에서 나름 

대로 태극기의 이미지를 재 해석하여 4패를 줄무늬로 

하고 태극을 그 중간에 넣어 태극기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했다. 

그외 현대자동차 아토스 소형차 홍보용 노트， 버튼， 

열죄고리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해태음료 

의 신문광고， 카펠로피자의 포스터 등이 있다 

그중 특히， 버튼의 종류가 가장 디자인이 다양하였고 

표현도 태극과 4패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일러스트와도 

흔용하여 디자인적인 변화의 기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를 이용한 이러한 시도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Q.. \- 끼키 ι::. oJ o-l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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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태극기의 이미지만을 나타낸 경우이다 

태극기의 형태는 없으나 누가보아도 태극기를 활용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태극기의 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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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현실이므로 그 예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월드컵 축구단과 응원단 붉 

은악미-의 유니폼을 들 수 있다. 얼마전 한일전때에는 

T-셔츠가 동이났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극의 S자 곡션을 옆3로 길 

게 늘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스포 

츠 용품 르까프와 롯데리아에서 응용하여 현수막으혹 

사용하였다. 

그외 통신판매회사인 황소의 눈에서의 신문광고 일러 

스트로 의인화된 태극의 모습은 그중 인상적이였다 

의류회사 슈페리어 신문광고에서는 옷S로 태극의 형 

태를 만들어 표현했고， 광고정보 잡지표지와 서울 삐 

삐 015 아나바다 운동 포스터는 태극 이미지를 부분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태극기는 제품보다 기엽광고에 많 

이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현방법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적용하는 단순호L을 보여주었고 디자 

인적인 변화도 부족하였디 . 

앞서 살펴본 미국의 성조기나 영국의 유니온 잭과 비 

교한다면 태극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L품개발이 절실 

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형태나 디자인 적인 측면 

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IMF라는 오늘날의 특별한 상황A로 인한 태극기의 

보급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 

보다 훨씬 이전부터 국기를 생활속에 갚이 침투시켜 

여려곳에 다양하게 λ}용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연구 

를 통해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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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λλ ， ，̂人

다 

앓짧진 

이에 우리는 한국인임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이미지를 

현대적a로 재구성하여 아름다움과 긍지를 심어주고 

보펀적인 생촬상품으로 대중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 태극기를 소재로 한 디자인 개발 방향 

우리나라 국기의 상징은 태극이다 타 국가의 국기와 

는 달리 이 태극에는 무한한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태극기의 활용도는 지극히 미약한 편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의미로 변형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태극기의 활용을 위해서 먼저 성조기와 

유니온 잭의 활용도를 살펴보았고 태극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앞서 살파본 바와 같이 미국의 성조기와 영국의 유니 

온 잭의 활용은 다$봐고 폭넓게 사용되었고 국기리는 

개념보다 하나의 생활패턴으로서 응용도가 무한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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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태극기의 활용은 지극히 제 

한되어 있었고 개발된 상품의 종류도 빈약하였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태극기와는 랄 

리 다양한 방법A로 응용되어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주 

었다 

우리도 태극기를 우리문화 실정에 맞게 디자인하고 

실생촬용품으로 개발하여 생촬속의 태극기 문회플 만 

들어야하겠다. 

지금까지 고찰하여 얻은 디자인적 요소를 디음과 같 

은 새로운 개발 방향으로 찾아내었다. 

* 태극기를 소재로한 디자인 개발방향 

1. 누구나 쉽게 그리고 널리 사용할수 있도록 디자인 

을 시도한다. 

2. 태극기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해석하여 형태를 분 

리， 조합. 외곡 등의 디자인 원리에 응용하는 방법을 

시도한다. 

3 구성요소인 태극과 4패를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하 

여 디자인 한다. 

4 태극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과거 우리문화 전통 

에 쓰인 태극문양의 활용사례를 연구하여 보다 한국적 

인 이미지를표현한다. 

이상으로 태극기의 디자인 개발방호t을 연구하는 입장 

에서 미국의 성조기나 영국의 유니온 잭처럼 생활속에 

필요한 모든 곳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논하였 

다 

그리고 과거 태극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실생활용품에 적용하JL자하는 

마음과， 온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애용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하그I자 한다 

나ο}가서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홍보와 판매로 국가 수익도 높이고 외국인도 

선호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 

이다 

111 . 결 론 

지금까지 국가 상징물 태극기의 유래와 변천과정에 

대해서 특히 IMF 시대를 맞아 애국운동과 함께 새롭 

게 등장한 태극기를 소재로한 생활용품에 대한 디자인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미국의 성조기와 영국 

의 유니온 잭을 활용한 상품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비록 이전에는 태극기가 제 

한된 용도로서 쓰여지긴 하였으나 요즈음 시대의 요구 

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생활용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 

정이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태극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 

을 위해 현재 개발된 상품에 대한 디자인적인 측면에 

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여 우리민족의 시각적 

상징물인 태극기가 국기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온국 

민이 우리상품에 대한 믿음과 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적 기초자료와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디음과 같다. 

1 . 국기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과 

이미지가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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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기 고유의 색을 변형한 예는 극히 드물었으나 

색이 변형될 때에는 국기의 이미지가 저하되었다. 

3. 성조기나 유니온 잭의 경우는 일상 생활상품에서 

부터 다양하게 상품개발에 적용되었으나태극기의 경우 

는 제품보다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4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성조기나 유니온 잭의 다양 

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비해 태극기는 거의 대부분이 

형태 그대로 상품에 부착시키는 변화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5. 성조기나 유니온 잭이 생활 깊숙히 활용되고 있는 

데 비해 태극기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 했다. 

따라서 태극기를 소재로 한 활용방안으로서 형태나 

배치에 있어서 단순하면서 친근미가 있는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위한 디자인으로된 기본 단위문양 

(Uni t)을 개발하여 이를 응용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직은 태극기가 우리 생활속에 스며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으로 다%ε하게 응용되고 상품으로 

도 개발되어 실생활속에 또 하나의 문화로 꽃피울 수 

있게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를 위해 계속적인 디자인 연구로 현대감각 

에 어울리고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심볼로 발전시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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