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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modem society of the 21st century where the visuality is emphasized, the illustration which expresses 
one symbol by embodying it is getting more spotlight than the use of character. Specifically, the fashion illustration 
serves the role of image promotion in other fields, for such as book, magazine, etc, as well as the fashion, and 
is taking root in daily lives.

In response to that,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fusion style fashion and the fashion illustration by using 
the vi시et color. The violet color which symb이izes the mysticism is being applied to society and culture 
in various forms, and has been considered as a precious color that represents god since ancient time, and 
still possesses its mysterious image even in the modern times. Moreover, as the appearance of fusion styled 
clothes which consolidates the latest trend image of the west and east is combined with the mysterious image 
of the purple to express new cultural image beyond highlighting specific image element of a country, the 
study on the fashion illustration based on the clothes based on the purple and fusion style would be very 
interesting.

This study tried to produce the work that aims at the practical study based on the purple & fusion style an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fashion illustration through the analysis and investigative study of preceding studie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is like this:
First, the vi이et the color, which represents the mysticism, can be confirmed to be an sophisticated, elegant and 

attractive image color that leads the modem fashion.
Second, the fusion style which is coming into the spotlight recently can be found to have a great visual effect 

of consolidating the image of the west and east through the mixture with the purple color.
Third, it was confirmed in our production of works that the fashion illustration was expressing a mysterious and 

new fusion style by blending appropriately with the purple color.

Key words: purple（보라색）, fusion style（퓨전 스타일）, fashion illustrafi아1（패션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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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는 시각의 비주얼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다양한 시각 언어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들이 각 분 

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시각 영역의 주 부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광고의 영역에서부터 개인 

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을 위해 치장하는것 

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어】 많은 이들의 관심 

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패션 영역에서 

도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 시각적 비주얼을 강조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 

시 말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이미지 전달 

의 목적뿐만 아니라 비주얼을 강조한 시각적인 효과 

를 발휘해 독창적인 예술작품으로 개발되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색의 선정이 중요하다. '컬러의 홍수'로 대 

표되는 현대사회는，흰색 MP3（애플사의 흰색 MP3），, 

'핑크 폰（모토로라사의 핑크색 휴대전화기）'등 소위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색 이름으로 불리며 대중들에 

게 다가오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색 중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라색은 고대에서부터 염료의 희소성으로 많 

은 서구의 학자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여기며 

숭배하였던 색으로 신비주의, 미스테리 등 다양한 

의미를 내재하며 현대 패션의 트랜드 컬러로 떠올랐 

기에 연구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이를 반영하듯 패션계에서도 보라색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조미 란'）은 2000년대 이후를 중심 

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보라색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은경2）은 보라색 복식의 이미 

지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김순영3은 조선시대 복 

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를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가 보라색과 의상 

과의 연구에 착안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라색을 중 

심으로 한, 패션의 영역 중 비주얼 효과를 매우 중요 

시 여기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 표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 

정하였다. 첫째,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왔던 보라색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여 보라색의 상 

징성을 통한 영역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이며, 둘째, 

보라색의 상징성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함 

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 표현의 

가능성을 살펴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이 

론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보라색을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개 발로 선행 연구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한 보라 

색의 명칭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라색 

의 상징성을 규정하기 위해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을 대상으로 보라색과 패션과의 연 

결성을 내포하는 명사를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섯 가지의 상징 의미-권력, 종교, 신화, 성 

（性）, 민족-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선행 연구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개념 및 역사에 관 

한 일반적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보라색을 토대로 

한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 작가 3인을 선정 하여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작가의 선정은 대학에서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강의하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작가 5인에게 시각적 자료를 제 

시하여 채택된 작품의 작가 Mats Gustafson, Kareem 

Iliya, Sara Singh로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작품 분석에 따른 보라색의 상징성 

을 도출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위해 보라색의 이 

미지를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개발을 시 

도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보라색에 관한 고찰

1）보라색의 개념

'보라'는 순 우리말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2 

유채색 기본 색명의 하나로 관용색명은 보라, 한자 

1） 조미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보라색 연구-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2） 김은경, 김영인,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4권 3호 （2000） pp. 373-384.
3） 김순영, 남윤자, 조우현,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8권 1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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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자(紫)로 표기된다. 먼셀 색 이름은 퍼플(purple) 

로 파장범위 380〜440에 해당하며 명도 3, 채도 12 

에 해당하는 중성계의 색으로 정의된다.

보라색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대표적 

으로 서양에서 혼용되며 불려지는 퍼플(purple), 바 

이올렛(violet), 최초의 합성 염료인 모브(mauve), 색 

의 3원색 중 하나인 마젠타(magenta)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퍼플(Purple)

퍼플의 어원은 라틴어의 purpura(심홍색으로 염료 

가 나오는 조개)에서 유래되었으며, 고대에서부터 

색명으로 사용되었다. 빨강과 파랑이 합성된 중간색 

이자 노랑의 보색으로, 현대에는 어두운 빨강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물리적 색명법으로 파장이 

420〜425mm의 범주에 있는 색으로 말할 수 있다.

hX의 퍼플 직물을 얻기 위해 이만개의 조개를 소 

비하였을 정도로 고가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서양에 

서의 퍼플은 아주 귀하고 희귀한 색으로 최고의 지 

위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실제로 로마시대에는 

국왕이 퍼플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국왕의 위엄이 손 

상된다고 까지 하였다. 또한 로마의 저술가 플리니 

우스 1세는 가장 고귀한 퍼플 소재의 색과 자수정의 

색을 비교한 적이 있으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 

원의 제관식을 가졌던 의자에도 퍼플임을 확인해 볼 

때에 보라색의 위엄성을 예측할 수 있다.

(2) 바이올렛(Violet)

바이올렛은 고대 프랑스의 비올레뜨(Violette) 식 

물과 비올라(viola) 꽃에서 유래하는 이름으로 중세 

시대에서부터 색명으로 사용되었다.

바이올렛은 퍼플보다 연한, 짙은 빨강 기미의 파 

랑(deep reddish blue)색을 띠는 바이올렛 꽃의 색을 

말하며, 물리적 색명법으로는 파장이 380mm인 순수 

한 스펙트럼상의 색을 의미한다.

또한 바이올렛은 인상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한 색 

으로，바이올렛광(violettomania)，으로 까지 불렸다. 이 

들은 태양광선의 작용에 의해서 그림자에도 반사광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전까지 파란색 이나 갈색만으 

로 칠하던 노란색인 태양선의 그림자를 보색인 퍼플 

이나 바이올렛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3) 모브(Mauve)

아닐린(anilin) 염료에 속하는 합성 유기 염료로 

모베 인(mauvein) 또는 아닐린 바이올렛(anilin violet) 

이라고도 한다.

1856년 영국의 화학자 W. H. Perkin이 아날린을 

산화시켜 퀴논을 얻을 목적으로 불순한 아닐린을 묽 

은 황산과 중크롬산 칼륨으로 산화시켜 얻은 합성염 

료이다. n-페닐페노사프라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진계 염기성 염료이며, 순수한 것은 적색 기미의 

보라색 결정 또는 분말로, 사용 후에는 흐릿한 보라 

색이 된다.

패션에 있어서도 모브의 유행은 매우 컸다. 특히 

1853년 26세의 나이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결 

혼하여 화려함을 마음껏 과시하였던 유제니 황후의 

모브 크리놀린이 유행 중심이 되어 유럽 전역에 퍼 

져 나갔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 마젠타(Magenta)

마젠타는 색료의 삼원색 중 하나로 보라 기미의 

빨강(brilliant purplish red)색을 뜻하며, 푸크신(fuch- 

sine)이나 솔퍼린(solferine)과 같은 염료를 말하기도 

한甲.

마젠타 염료는 녹색광이 나는 투명한 형태로 용해 

되며, 동물 섬유는 바로 염색되고, 식물 섬유는 부식 

이 된 후에 염색이 되는 강한 성격의 불안전한 염료 

이다. 서구에서는 이 색을 보라색의 경계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퍼플이라는 색명으로 사용해왔다. 모브 

이후의 새로운 합성염료로 각광받았으며, 특히 빅토 

리아 시기에 크게 유행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라색은 다양한 색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퍼플은 수많은 

조개에서 아주 소량의 염료만 취득할 수 있던 매우 

4) 배선주, ''자색계의 색채학적 고찰 및 천연 염재에 의한 자색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p. 77.
5) Marshall, Colour, (London, 1989), p. 218.
6) 김은경, “복식디자인을 위한 보라색 이미지의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p. 13.
7) A. Hope and M. Walch, The Color Comprndiu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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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염료였으며, 유래하는 바이올렛은 스펙트럼 

상의 보라색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중세시대에서부 

터 사용되어졌던 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56 

년 합성 염료인 모브의 개발로 인해 보라색이 폭넓 

게 사용되어졌으며, 그 이후 마젠타가 개발되어 보 

라색의 영역은 더욱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도 다양한 꽃말 개념의 단어가 있으며, 동양에서는 

자색(紫色)이라는 명칭으로 쓰였다.

2) 보라색의 상징성

보라색은 그 어떠한 색보다도 다양한 상징적 의미 

를 내포하고 있는 색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관련된 상징적 의 

미를 도출하고자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을 대상으로 보라색의 이론적 배경을 숙지시킨 

후 선행 연구 자료와 보라색에 해단하는 색 상환의 

톤 맵을 제시하여 패션과의 연결성을 내포하는 연상 

단어를 도출하는 심층 면접 방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보라색의 상징성은 권력, 종교, 신화, 성(性), 민 

족 등 다섯 가지의 상징 의미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1) 권 력

고대의 보라색은 많은 조개를 통해 극소량의 염료 

만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색이었기에 보라색의 사용 

은 왕의 특권과 같은 것이었다. 로마제국에서는 황제 

와 여 황제, 황위 계승자만이 보라색 옷을 입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도 보라색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300년경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보라색 

염색을 황제의 독점권으로 규정하고 보라색 염색공 

장을 비잔틴으로 이전하여 보라색 염색을 독점하게 

되었다. 법에 의해 황제의 색으로 규정되어진 것이 

다. 이러한 보라색의 활용은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심지어 황제가 서명할 때 사용하는 잉크, 여 황제 

가 자녀를 분만했던 방에 이르기까지 생활속의 다양 

한 곳에 보라색이 사용되었다"

동양에서도 자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고귀한 색으 

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 가장 

높은 자리의 표지로 사용하여, 보라색이 고위 고관 

이 됨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2) 종 교

보라색은 신앙을 나타내는 색으로 신성함, 거룩 

함, 정신적인 사랑, 믿음의 색으로 나타난다. 특히 카 

톨릭 교회는 주교와 수도원장, 교황청 고관 등 고위 

성직자들의 서열을 보라색으로 표출하며, 종교의 상 

징적 의미를 뒷받침해준다.

개신교에서도 총회가 열릴 때 하얀 바탕에 보라 

색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게양하며, 예배를 가리 

키는 안내판에도 보라색 교회가 그려져 있다. 또한 

보라색을 신이 예지와 자애를 하나로 향한 것으로 

해석하여, 인류를 구하기 위해 몸을 희생한 '수난의 

그리스도'의 옷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서에 기록 

된 색채의 출현빈도에서도 적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 

이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라색이 내 

포하는 종교적 상징성을 유추할 수 있다(표 1).

(3) 신 화

보라색은 신비스러움을 나타내는 색으로 고대부 

터 마법이나 신화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성의 색 

인 노란색과 반대되는 보라색은 무지개의 가장 안쪽 

에 나타나는 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존재한다. 즉,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사이의 경계점을 의미하는 것 

이다. 또한 밤이 깊어 완전한 어둠에 빠지기 직전 마 

〈표 1> 성서에 기록된 색채의 출현빈도9)

색 적색 계열 황색 계열 청색 계열 자색 계열 녹색 계열 회색 계열 백색 계열 흑색 계열 합계

개수 68 4 34 46 5 2 126 18 340

% 20% 1.2% 10% 13.5% 12.4% 0.6% 37.1% 5.3% 100%

8) 조미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보라색 연구-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p. 29.

9) 권영걸 외 25인,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2),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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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보이는 색이 보라색이며, 비현실적인 자극에 

의식을 열어준다는 심리적 마약의 색이기도 하다顺

한편, 동양에서도 보라색의 신비스럽고 신화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삼국유사의 박혁거세 탄생 

신화나, 신라 탈해왕대의 김알지 신화에서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숲속으로 드리워져 있고, 그 구름 

속에 황금으로 된 한 사내아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옛부터 보라색이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성(性)

보라색은 여성의 화려함을 표출하는 색으로 관능 

미를 내재한다. 고대부터 희소가치의 중요성을 인지 

해 왔던 여성들은 신체 장식을 위해 보라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대까지 이어져오게 

되었다.

또한 현대 패션에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 위 

버 섹슈얼(ueber sexual) 등 남성 패션의 로맨틱시즘 

이 유행하게 되면서 중성적 이미지인 보라색을 활용 

한 남성 패션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보라색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더 나아가 동성애까지 상징하기도 한다. 

동성애를 멸시하고 처벌하였던 시대에는 남자들이 

연보라색 셔츠와 재킷 위 주머니에 끼워두는 연보라 

색 손수건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은밀한 표시로 

사용되었다'2).

(5) 민 족
보라색은 민족성을 내재하는 색으로 특히 소외된 

제3국의 민족 복식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성이 강한 작은 규모의 국가들은 고대에서부터 

전해져온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이들은 그 당시 귀 

중했던 색에 대한 애착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에스닉 모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 패션에 재조명되면서 에스닉 패션에 대한 

주목을 받아왔다. 중국계 미국인 디자이너 안나 수 

이(Anna Sui) 또한 오리엔탈 풍을 보라색을 활용하 

여 전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인들에게 보라색이 

표출하는 민족적인 신비스러움을 잘 드러내 주었다 

는 찬사를 받았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Dlustratioii)에 

관한 고찰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의 

개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의 사전 

적 의미로는 '유행을 그린다.'는 뜻으로 옷 구상의 

스케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란 이미지를 시각화 하여 표현하거나 패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 형태에 의한 비주얼 커뮤니케 

이션으로 유행하는 복식을 그린 것, 또는 만들기 위 

해 그린 것으로 패션의 의미, 가치, 속성을 합리적으 

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炎.

이러한 의미를 내재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의 정보와 이미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에 작가 

의 개성과 예술적 표현을 요건으로 한다. 즉, 패션의 

메시지, 작가의 개성, 예술성 등을 전제로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이 한 시대의 사회 • 문화 현상을 반영하듯,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또한 그 사회를 반영하는 한 

시대의 사회 • 문화적 기록으로 그 의의가 있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서 시작된 일러스트레이션 

은 그리스 • 로마 시대의 도자기와 모자이크 그림에 

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그림은 중세 성서의 그림으 

로 이어졌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 발전에 힘입어 

기술적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시작점이라 말할 수 있다”).

패션 전달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672년 패션 소식과 

10) Heller, Eva, 색의 유혹'재미있는 열 세가지 색깔 이야기, 이영희 역 (서울: 예담출판사), pp. 112-113.
11) 김은경, Op. cit., p. 32.
12) Heller, Eva, Op. cit., p. 122.
13) 박순천, 디자이너를 위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학문사, 1996), p. 9.
14) 하윤경, 김혜경, "사군자의 모티브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복식 51권 (2001), p. 161.

-225



34 보라색을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개발 복식문화연구

일러스트레이션을 게재한 일간지「메르뀌르 갈랑 

(Mercure Galant)」이나,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에 오랜 기간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 후 1759년 패션 

판화가 게제된 서구적인 정기 간행물「더 레이디스 

매거진(The Ladies Magazine, 1759)」이 발간되었으 

며, 이는 최신의 드레스와 액세서리 등을 표현하는 

진정한 패션지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적 감성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시초는 19세 

기 말 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18세기에 

간행되었던 각종 패션 사진들이 포화 상태의 성장을 

보이며, 사진을 통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새로운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디자이너들 또한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다. 폴 뿌아레(Paul Poiret)는 1908년과 

1911년에 그의 작품을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의뢰 

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작 

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개입되어 진부했던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 

던 본 작품집은 이후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더욱 더욱 발전하 

여, 1910〜 1920년대는 야수파(Fauvism)와 입체파(Cubi

sm),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으로 기법이나 표현 양식 

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20세기를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 역사의 전성기 혹은 혁명기라 부 

른다.

각종 예술 사조와의 결합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1950년대 유능한 사진작 

가들의 등장으로 다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대중문화, 바우하우스의 영향 등으로 예술의 실용성 

이 강조되었던 시기였기에 낭만적 표현 기법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다른 코드의 양상으로 전개되 

었던 것이다.

사진의 발달에 밀렸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1970 

년대 이후 서서히 대중들의 관심을 회복하기 시작하 

였다. 사진의 사실성에 싫증은 느낀 대중들이 피사 

물의 특징을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 재현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다시 흥미를 되찾았기 때문 

이다. 이 시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상과 창 

의력이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 감각으로 커다란 변화 

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이 새로운 조형적 전달 수단으로 인정 

받기 시작하면서 작가마다 시각을 달리한 표현법들, 

인체의 다양한 변형 모습 등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C.A.D(Computer Aided Design) 및 패션 일러스 

트레이터(Fashion Illustrator) 등을 이용한 다양한 표 

현법이 등장하며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분야로의 영 

역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in. 보라색을 홭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라색은 권력과 종교, 

신화, 성(性), 민족이라는 신비로운 상징성을 내포하 

는 색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이장에서는 이러한 

색의 상징성이 전하는 메세지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작가들 중 보라색의 표 

현을 주로 사용하는 작가들의 일러스트레 이션을 분 

석하였다. 작가의 선정을 위해 대학에서 패션 일러 

스트레 이 션을 강의 하며 일러 스트레 이 터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작가 5인에게 보라색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을 숙지시킨 후 선행 연구 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제 

시하여 심층 면접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는 여덟 작품과 세 

명의 작가 Mats Gustafson, Kareem Iliya, Sara Singh 

로 선정하였다.

1. Mats Gustafson

Mats Gustafson의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를 배재한 

상징적인 의미를 표출하고 있다.〈그림 1〉과 같이 

의상의 실루엣은 절제된 직선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인체 또한 도식화 된 아우트 라이만을 표현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성향은〈그림 2>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체의 정형화 된 라인과 직

15) 이지수, 정은숙, “민화의 조형적 양식을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권 (2005), p.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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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의 결합은 작품 자체를 정적으로 묶어 인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체와 의상의 단조로움은 보라색 

과의 결합으로 집중의 효과가 부각된다.〈그림 1〉의 

경우, 톤을 달리한 보라색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 

여주는 작품으로, 민족적 성향이 짙은 페이즐리 문 

양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그림 2〉에서도 

명암 없는 인체 위에 보라색 패턴의 의상을 표현하 

여 시각적인 집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 모 

두 원피스 드레스의 형태로 인체나 의상의 실루엣이 

아닌 보라색을 통해 여성성을 강조한 작품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Kareem Iliya

Kareem Iliya의 작업은 신비함으로 묘사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수채로 작업 후 번지기 효과 

를 강조하여 배경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특징 

을 갖는다.

〈그림 3〉은 남성 인체의 실루엣만을 표현한 간단 

한 작품이나, 정적인 단조로움이 아닌 역동성을 느 

낄 수 있다. 인체와 배경을 보라색의 그라데이션 효 

과만을 이용하여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비감은〈그림 4〉와〈그림 5〉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그림 4〉에서는 번지기 효과를 통한 

신비주의적 인체 표현 양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다 

리 표현을 생략함으로 인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상 

상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스커트 부분 

에만 사실적인 묘사를 두어 시선을 집중시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본질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현상 

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에서도 배경의 스포 

트라이트 효과를 주어 인체를 강조하고 있으나, 배 

경과의 조화를 보라색의 번지기 기법으로 표현하여 

경계의 모호함을 통한 신비주의적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3. Sara Singh
Sara Singh는 인체의 노출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위주의 채색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진행 

해 나간다.〈그림 6〉에서는 팬츠를 강조하기 위해 

상반신을 색채감 없이 노출시켜 신화나 종교적 의미 

를 부여하고 있다. 팬츠와 배경은 보라색 톤을 활용 

하여 마치 보라색 종이 위에 흰 옷을 입힌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고 있으며, 관능적인 포즈와 

보라색의 표현이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7〉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 

전개된다. 인체의 채색 없이 꽃 잎 위에 앉아 있는 

형태이며, 가방과 부츠만을 포인트로 시각적인 강조

〈그림 5〉Kareem Iliya 〈그림 6〉Sara Sin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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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보라색의 표현양상

보라색의 

상징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보라색의 이미지 표현

권력 배경의 착시 효과, 인체로의 집중 효과

종교 신비감, 인체의 노출

신화 신비감, 가벼움, 인체의 노출

성 （性） 여성성, 관능미, 관음증, 수치심

민속 전통문양（페이즐리）

〈그림 7〉Sara Singh ②.〈그림 8〉Sara Singh ③.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색 또한 보라색을 

사용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라인과 도발적인 표정들 

이 조화되어 여성적인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8〉에서는 이전의 작품들과는 무거운 보라 

색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단조로운 라인과 투명과 

불투명의 경계점을 표현하며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측면으로 여성의 바디 라인을 숨기는 포 

즈는 여성의 관능 부위가 수치심을 불러 일으킴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인 

관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의 관능 

미를 표출하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 감춤의 미 학을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

1. 작품 제작 의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 

타난 보라색의 활용은 여성성 혹은 성적인 강조와 

가벼움, 신비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현대 패션에 나 

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작가들의 표현 양상은 보라 

색의 상징성과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작품 분석에 

속한 작가들이 서구 작가이기에 민속성에 관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 

최근 퓨전 패션 트랜드로 인해 다국적 스타일의 의 

상이 현대 패션에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족 

성을 강조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집중효 

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IV장에서는 보라색을 중심으로 민족성을 

내재하는 네 작품의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 개발을 시 

도하였다. 작품 전체 컨셉은 'Wind of the Asia'로 설 

정하여 아시아의 모티브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보라 

색을 메인 컬러로 작업하여 보라색이 주는 민족성을 

표출하였다. 또한 패션 이미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의상 표현의 역할에도 충실하기 위해 의상 형태를 

세부화시켰다.

2. 작품설명

1） 작품 I

제목: 채（債）

재료: 보라색 톤의 수채 컬러, 보라색 펄

크기: l,000x 1,400mm

작품 I은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오비 모 

티브를 이용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보라색을 중심 

으로 전개시켰으며, 보라색의 보색인 노란색을 오비 

에 포인트로 두어 작품의 시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서 양의 팬츠와 재킷은 동양풍의 오비 장식과의 코디 

네이션으로 아이템의 민족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배경 속에 모델이 있는 모

〈그림 9> 작품 I-채（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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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 구도의 상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동적 인 표현을 위해 수채 

의 번지기 효과를 이용하였으며, 배경 속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해 동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2） 작품II

제목: 상（想）

재료 보라색 톤의 수채 컬러, 보라색 펄

크기: 1,000x1,400mm

작품II는 서양 복식을 기본으로 한문 패턴을 접 

목시킨 작품이다. 한문은 상형자가 주를 이루기에 

민속적 혹은 신비주의 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에 적 

합하다. 이러한 의상들은 보라색이 주는 신비로움이 

꽃 잎 위에 앉아 있는 모델의 무표정한 이미지와 맞 

물려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또한 작품II는 배경과의 조화에서 작품 I 과의 상 

관관계를 고려한 작품으로, 꽃잎의 역동적인 움직임 

과 나뭇가지의 이어짐, 수채의 번지기 기법과 보라 

색 펄을 활용한 이미지 강조를 통해 앞 작품과의 시 

리즈물로 연상시키게 하였다.

3） 작품 III

제목: 매（梅）

재료: 보라색 톤의 수채 컬러, 보라색 펄, 은색 펄 

크기: 600x900mm

작품in은 일본 사무라이 복식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 표현된 작품이다. 좌 • 우 비대칭 형태와 각

〈그림 11> 작품매（梅）.

각의 다른 소재, 꽃 패턴의 활용 등 디테일한 부분은 

원천과 다른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한 표협법이다. 

하의에는 보라색 톤의 비치는 소재를 활용한 팬츠를 

코디네이션하여 무거운 전통 복식의 이미지에서 벗 

어나, 가볍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배경의 표현에서도 매화꽃과 당초 문양의 이미지 

를 통해 동양의 신비스러움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라색과 은색의 펄을 사용하여 광택의 

효과 및 공간감을 통한 입체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4） 작품IV

제목: 운（雲）

재료: 보라색 톤의 수채 컬러, 보라색 펄, 은색 펄 

크기: 600x900mm

〈그림 12〉작품］V-운（雲）.〈그림 10〉작품!!-상（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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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IV는 각국의 민속 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서양의 실루엣과 한국적 이미 

지인인 금박 장식, 토기 문양 등을 조화롭게 연결하 

여 신비로운 다국적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의상뿐만 아니라 배경에서도 표 

출되고 있다. 구름 문양 속 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마치 모델이 구름 속을 역동적 

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연출하였다. 특히 자운(紫 

雲)은 신비스러운 형상을 내재하는 의미이기에 보라 

색을 통한 본 작품의 설정과도 같은 이미지를 추구 

하기에 적합한 모티브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보라색을 중심으로, 패션의 영역 중 비 

주얼 효과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의 작품 표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보라색은 퍼플, 바이올래 모브, 마젠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었다. 또한 보라색의 상 

징성 고찰을 위해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 

단 20인을 대상으로 보라색과 패션과의 연결성을 내 

포하는 명사를 추출한 결과 다섯 가지의 상징 의미 

인 권력, 종교, 신화, 성(性), 민족 등을 내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라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되었던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은 Mats Gustafson, Kareem Iliya, 

Sara Singh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권력의 상징에 

배경의 착시 효과와 인체로의 집중 효과를, 종교의 

상징에 신비감과 인체의 노출을, 신화의 상징에 신 

비감, 가벼움, 인체의 노출을, 성(性)의 상징에 여성 

성, 관능미, 관음증, 수치심을, 민족의 상징에 전통문 

양(페이즐리)을 표현하며 보라색의 상징성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접목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최근 퓨전 패션 트랜드로 인해 다국적 스타 

일의 의상이 현대 패션에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라색의 상징성 중 서구 작가들에게서 미흡하게 표 

현되었던 민족성을 강조한 네 작품의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을 제시하여 보라색이 주는 상징미를 표출하 

였다.

본 연구가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왔던 보라색의 상징성을 통한 영역 확대 및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 표현으로, 그 가능성을 

고찰하는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이론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공존하나, 보라색을 중심으로 한 

작가 고찰에 있어서 세 작가의 여덟 작품으로 한정 

하였음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히며, 앞으로도 

보라색과 다른 영역간의 상징성 관계 및 패션 일러 

스트의 표현법에 타 색의 조화론을 후속 연구로 제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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