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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나타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분석

- 인체 표현을 중심으로 -

최정화·최유진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An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al Pattern Illustration 
in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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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ashion illustration as conversational pattern which is made up of human and daily story creates brand image
and new cultural value in textile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xpressive characteristics focused on
human body in conversational pattern illustration.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ocumentaries, fashion mag-
azines and internet fashion web sit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ategory of body expression was classified as the
head, the bust, the whole body, and the others. Most of all, the head is higher frequency than any other part. The category
of body type was classified as iconic reappearance and surreal fantasy. The former expressed gender images of woman
and man in reality and showed high frequency of 90.41%. Above all, two types were to show the organic correlation
between fashion illustration body and brand concept. The construction method of motif was classified as singleness of
body, repetition of body, singleness of body and non-body mixed, and repetition of body and non-body mixed. The rep-
etition of body showed low frequency and it was composed of regular repetition construction and irregular construction.
The singleness of body and non-body mixed,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it was definitely to communicate fashion
concept. In these days, conversational pattern illustration in modern fashion pattern strengthens brand identity and
informs the fashion image as creative commercial art. And also, it satisfies cultural sensibility of consumer and categorizes
public phenomenons in ou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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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삶의 변화와 물질의 변화를 디자인해야 하는 21세기는 내부

의 역할 통합화, 외부 타 영역과의 통합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형태는 종합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

스 영역의 통합, 각 디자인 활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오던 디자인 프로세스와 플랫폼의 통합, 디자인 사고를 넘어 사

회, 기술, 심리 등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활동으로 인해

디자인 활동의 영역은 확대와 융합을 통한 지속적 전개를 이루

고 있다.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고 대중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

접한 관련을 지닌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내부 혹은 외부 다

른 영역과의 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쏘니(Missoni),

페레(Gian Franco Ferre),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와 자동차, 에스까다(Escada)와 독일의 전자제품 지멘

스(Siemens), 베르사체와 노키아(Nokia)의 리미티드(limited)휴

대폰, 아르마니(Armani)가 디자인한 벤츠의 ‘아르마니 CLK’ 등

이 타영역과의 통합적 활동의 대표적 사례(조동성, 김보영,

2006)로 주목받고 있다.

패션분야의 통합화 사례는 오늘날 문화적·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로 인해 예술과의 콜래보레이션

(collaboration)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품의 예

술적 가치화를 꾀하는 텍스타일 디자인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의 통합은 강력한 구매력을 수반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창출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텍스타

일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창출로는 버버리

(Burberry)의 체크, 미소니(Missoni)의 멀티 컬러의 니팅 된 스

트라이프, 푸치(Emilio Pucci)의 싸이키델릭한 회전하는 프린트

등(Gale·Kaur, 2004)이 대표적이었으나, 상징적인 캐릭터 디

자인을 모델로 하여 상업적 예술로써 승화시킨 패션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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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은 또 다른 경쟁력을 지닌다. 일찍이 바르셀로나(Custo

Barcelona)를 시작으로 하여 최근에는 지보(Gibo), 라반다(Jordi

Labanda)와 같은 브랜드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화 전략과 브랜

드 아이덴티티 창출을 위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요한 전

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텍스타일 패턴은 꽃(floral), 기하학(geometric), 대화식

(conversational). 민속(ethnic), 예술운동과 시대적 스타일(art

movement& period style)등으로 구분한 멜러와 엘퍼스(Meller

& Elffers, 1991), 꽃 디자인(floral design), 이야기식의 디자인

(conversational design), 전통적인 디자인(traditional design), 노

프린트(little nothing designs), 다큐멘터리 디자인(documentary

design), 텍스처와 직조(texture & weaves)로 구분한 이경순

(1994), 모티브별로 꽃과 보태니컬(floral and botanical), 추상

(abstract), 에피소드(conversational)로 구분한 차임선(1999), 전

통적 패턴과 현대적 패턴으로 구분한 이정주 외(2000), 꽃

(floral), 기하학(geometric), 대화식(conversational), 추상

(abstract), 민속(ethnic)으로 구분한 맥켈비와 위켈(Mckelvey &

Wickell, 2002), 꽃(florals), 지오메트릭(geometrics), 민속

(ethnic), 대화식(conversationals), 논 프린트(non-print prints)로

구분한 피쉬(Fish, 2005) 등이 있다.

다양한 패턴 유형 가운데 대화식 패턴(conversational pattern)

은 인간과 일상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Fish, 2005) 다양한 오

브제 형상을 의미한다. 가령, 다양한 인체, 인간을 둘러싸고 있

는 주변 환경, 인간이 만들어 낸 다양한 도구 및 모티브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상업적인 이득이 되는 미

키 마우스와 같은 라이센스(license) 모티브는 트레이드마크, 로

고, 그리고 판권 등에서 주요한 수익창출의 근원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패션에 대한 이미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라이프 스타

일, 시대의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독특한 인체 등을 독특한

작가적 시점에서 즉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 역시 이러한 대화식 패턴으로써 문화적·상업적 가

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기호를 포함한 모

티브가 주를 이루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표면적 장식성 뿐

만 아니라 당대의 유행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

이자 시대를 범주화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텍스타일 패턴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상품의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감성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 부상하여, 브

랜드의 이미지와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에 통합적 상관관계

를 이루며 시너지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염료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보다 미묘하고 섬세한 회화적 이미지를

신속하면서도 섬세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어 감성적인 현대 소

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화, 감성화라는 주요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 가운

데 상업적 라이센스의 가치를 지닌 인체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표현 특징을 분석·정리하고 그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으로는 대화식 패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구성 방식을 분

류하여 인체 패턴의 표현방법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인체 유형, 인체 표현범주, 모티브 구성방식에 대

한 출현 빈도와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행본 및 연구 논문 등의 문헌 연

구를 통해 대화식 패턴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4년-2008년까지 최근

5년간 Collections, Collezioni, Gappress, Showdetails 등의 세

계 4대 패션컬렉션을 다룬 패션 전문지 및 패션전문 웹 사이

트 등에 수록된 패션 문양으로써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146개를 추출하여 인체 유형, 인체 표현범주, 모티브 구

성방식으로 분석·정리하였다.
 

2. 대화식 패턴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대화식 패턴의 개념과 유형

대화식 패턴(conversational pattern)은 회화 장르로써 알려져

있으며, 일과 레져 활동을 포함한 인간과 일상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 패턴이다. 또한 신화적 장면, 풍경, 동물 그리고 도시풍

경과 건축이 범주화된다. 오브젝트 또한 중요한 영감의 소스인

데, 장난감, 주얼리, 도구, 홈웨어, 푸드(food) 그리고 기계가 그

러하다. 문자와 숫자 역시 이 그룹에 속해있으며, 최근에는 사

진과 컴퓨터작업의 이미지도 포함한다(Fish, 2005).

대부분 스트리트 웨어(street wear), 서프 웨어(surf wear)와

패션에 흔히 프린트되어 있는 대화식 패턴은 역사적인 맥락에

서 그 시기에 무엇이 유행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쉽게 시대

별 범주화를 할 수 있게 한다(McNamara & Snelling, 1996).

가령, 19세기에는 하늘과 관련한 프린트들이 인기가 있었으며,

20세기 초에는 게임과 장난감 프린트들이 학생들의 의복에 인

기가 있어(Mckelvey & Wickell, 2002) 당시의 이슈와 트렌드

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대화식 패턴 가운데 인간의 형상을 사용하거나 환

상적인 형상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결합시킨 것(Cole, 2007)

은 캐릭터 디자인으로써 텍스타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캐릭터는 표현소재에 따라 동물, 인물,

식물캐릭터,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 의인화 캐릭터, 연

상 유도 캐릭터가 있으며, 이러한 캐릭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속성을 지니는 새로운 개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첫째가 대상물의 보편적 속성에 인간적 행동, 성격 그리

고 감정을 이입시켜 인간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의인

화된 특성을 가지는 것, 둘째, 상상 속의 존재를 형상화함으로

써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가공의 초현실적 특성을 부여하

는 것, 그리고 셋째, 대상물 본래 형태의 과장, 왜곡, 단순화,

변형을 통해 개성화된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손일권, 2003).

결국 대화식 패턴에서의 인간의 형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현적

인체와 과장, 왜곡, 단순화, 변형에 의해 개성화된 준사실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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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체의 도상적 재현인체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입과 상상

에 의한 의인화된 초현실적 공상인체로 각각 범주화할 수 있다.

다음 Table 1은 대화식 패턴의 유형을 분류·정리한 것이다.

2.2. 패턴의 구성방식

패턴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은 그 구성방식에 따라

단독구성과 반복구성으로 나뉜다. 단독구성은 하나의 단위모티

브로만 구성된 것과 각기 다른 단위모티브들이 독립적 혹은 종

속적으로 결합된 복합모티브가 있으며, 이는 스크린 전체 크기

만큼 제작된 것으로써 ‘패널(panel) 디자인’, ‘전장(全長)디자인’

혹은 ‘한판 디자인’ 한다. 반복구성은 이러한 단독구성에서 보

여 지는 단위모티브 혹은 복합모티브가 직물 상에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프린트되도록 연결된 것이며 연속 무늬이음 방식이라

고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무늬이음 방식에 의해 완성된 디

자인을 원 리피트 디자인(one repeat design) 또는 1 완전 디

자인(complete design)이라고 한다(권오정, 1997).

2.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상업적 활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를 토대로 하여 시대의 유행, 라

이프 스타일, 패션 이미지 등의 전달하는 대화식 패턴에 포함

되며, 상업적 캐릭터와 유사한 인지적 효과와 독창성,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최근 패

션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상업적 이윤 창출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감성 추구라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예술성 있는 상

업적 패턴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팬시제품, 매장 인테

리어, 광고, 코스메틱, 패션 아이템 등 시각적인 프린팅 디자인

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효용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일찍

이 TV, 영화, 만화에서의 캐릭터들이 산업 디자인 분야에 적용

되어 유망 산업으로 검증되어온 사례를 통해서도 인체와 복식

을 주요한 요소로 하며 상징적인 캐릭터 디자인의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 역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주요한 속성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심벌, 로고타입과는 별도로 기업을 좀 더

체계적이면서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한 보조 그래픽 요소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주요 기능은 심벌이 갖는 추상적 이미지를 보

완하여 일반대중이 기업에게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캐릭터의 기능은 크게 매니지먼트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으

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매니지먼트 기능은 경쟁 브랜드와 차

별화를 두어 판매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분야

와 연계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손일권, 2003). Fig.

1은 팬시 제품과 결합된 풀비마리(Jeffrey Fulvimari)의 상징적

인 캐릭터 디자인으로써 동종 브랜드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션 분야 즉, 의상,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에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동일한 영역 내의 디자인 통합

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효용성을 지닌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인 베르호에벤(Julie

Verhoeven)은 패션 브랜드 지보(Gibo)에서 섹시한 걸리쉬 캐릭

터를 모델로 한 의상을 출시하였으며, 전통적 회화 표현방법을

통한 작품(Fig. 2)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데 주요한 영향

력을 발휘하였다. 국내에서도 일러스트 캐릭터를 모델로 한 다

양한 디자인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109의 치카로

카(chicaloca) 캐릭터(Fig. 3)는 신발, 시계, 핸드백, 수영복, 쥬

얼리 디자인 등에 활용되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상업적 활용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독특한 일러스트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출판용과 광고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분석한 성광숙

(2000)은 구상화·페인팅 기법·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양식에

의한 표현 양식과 비원근법, 명암드로잉, 1인 전신상 인물구도,

과장이 많은 인체 변형, 캐주얼, 페미닌, 심플 이미지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잡지 광고용으로

표현된 Fig. 4는 겐조(Kenzo) 향수제품에 대한 광고용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의 예로써, 상징적인 꽃과 인체의 은유적 결합에

의한 독특한 표현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브랜드와의 통합을 넘어 미니

홈피의 배너(banner), 리빙(living) 제품, 호텔 벽면(Fig. 5), 앨

범재킷 등 타 디자인 영역과의 통합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일

례로 Fig. 6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그레이(Richard Grey)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오토바이 외관을 위한 작품으로써 상업화

영역의 확대·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최근 브랜드 마케팅의 한

흐름인 감성화 전략에 주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Table 1. 대화식 패턴의 유형에 따른 분류

대화식 패턴유형

인간

사실에 근거한 재현 인체
도상적 재현인체

과장, 왜곡, 단순화, 변형한 준사실적 재현 인체

의인화된 인체 초현실적 공상인체 

일상

역사적인 스토리

인간과 관련된 풍경

제품화된 오브젝트

문자, 숫자, 테크놀로지와 같은 문명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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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새로운 문화 코드로 인식되면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대화식 패턴 일러스
트레이션의 표현특징

본 장에서는 2004년-2008년까지 최근 5년간 세계적인 4대

컬렉션에 등장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인체표현을 중심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146개의 사진을 각각 인체 유형, 인체 표현 범

주, 모티브의 구성방식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출현 빈도와

표현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 Table 2는 2004-2008년 4대 컬

렉션에 나타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의 출현빈도를 나타

낸 것이며, 이를 토대로 Table 3은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

션의 표현 분류에 따른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3.1. 인체 유형

3.1.1. 도상적 재현인체

도상은 모든 방식을 통하여 그 대상체와 유사성을 가질 필

요는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사하면 되는 것으로, 다분히 재

현적이며 무엇이든 그것과 닮은 것의 내용 또는 대치물이 되기

에 적합한 것이면 된다(박영원, 200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서 도상적 재현 인체는 인체 형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든 유사

한 것으로써, 90.41%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인체가 이 범주에

속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상적 재현 인체를 통한 패션 이미

지 전달이 대중들에게 보다 쉽고 즉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날 인체는 다양한 젠더 이미지의 여성과 남성인체로 구

성되어 있다.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수동적이고, 연약

한 여성의 이미지는 19세기 말 이후 페미니즘의 등장 이래 보

다 다양한 주체로 유형화되었으며, 김주영(2002)은 오늘날 새

롭게 등장한 여성의 유형을 각각 파워, 포스트펑크, 제3세계,

Table 2.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의 출현빈도

시즌 04 S/S 04-05 F/W 05 S/S 05-06 F/W 06 S/S 06-07 F/W 07 S/S 07-08 F/W 08 S/S 08-09 F/W 총작품수(%)

작품수 26 18 10 6 23 6 11 4 27 15 146(100)

Fig. 1. 
Jeffrey Fulvimari

(Fashion Illustrator, p.192).

Fig. 2. 
04 S/S Gibo by Julie Verhoeven

 (Collezioni).

Fig. 3. 
치카로카 캐릭터

(www.chicaloca.com).

Fig. 4. 

겐조의 향수 광고일러스트
(Elle, p. 69).

Fig. 5. 

덴마크 폭스 호텔
(www.foxhotel.dk).

Fig. 6.
 Richard Grey

(www.art-de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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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퀴어 페미니즘으로 분류하고 포스트 페미니즘 혹은 3

세대 페미니즘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텍스타일 디

자인에서도 과거 전통적 이미지와 함께 다원화된 현대 여성의

이미지들로 나타남으로써 인간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대

화식 패턴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을 보여준다. 구

체적으로, 여성의 인체는 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파워풀한 관능

적 인체와 함께 성적 매력이 드러나지 않는 비관능적 인체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관능적인 여성 인체는 가슴, 힙의 노출

혹은 강조, 관능적 포즈에 의한 바디 라인(body line)의 강조로

나타나고 있으며(Fig. 7), 비관능적 인체는 2차 성징이 잘 드러

나지 않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이미지의 전통적 페미닌 스타일

과 공격적인 배드 걸(bad girl) 이미지의 현대적 펑크스타일로

축약된다. 이와 같이 도상적으로 재현된 관능적·비관능적 여

성 인체는 패션 스타일과 유사한 캐릭터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

으며, 브랜드 컨셉과는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남성의 인체는 양숙희, 양희영(2006)의 TV광고와 패션

잡지에서의 분류 연구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는데, TV 광고에서

는 고전적인 주류적 남성과 함께 여성을 복합시킨 듯 한 메트

로 섹슈얼의 비주류적 남성으로, 패션 잡지에서는 옴므 파탈

(homme fatale), 동성애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수동적 이미지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들은 몇 개의 특징적인 인체

부분으로 분절화되고, 그들 외모의 가장 강력한 인체 특징인 멋

진 엉덩이나 가슴과 팔 근육으로 축소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남성 인체 유

형은 도시적 감성의 댄디(dandy) 스타일(Fig. 8)과 수염, 근육

등의 육체적 특징이 강조되고 공격적이고 반항적 이미지의 마

초(macho) 스타일(Fig. 9)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광

고 매체에 나타난 비주류적 남성 스타일, 옴므 파탈, 양성적 이

미지의 스타일과 상응한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인체는 남성 패

션 아이템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캐주얼한 여성복 디

자인에도 표현되어 파워풀한 패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1.2. 초현실적 공상인체

초현실주의는 괴상한 이질적 상징물의 우연적 조합을 통하

여 추상적인 충격을 창출하는 것이며(박홍규, 1997), 이를 기반

으로 한 실체는 상상력의 산물인 비현실적인 공상이미지로 나

타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러한 초현실적 공상실체는 1980

년대 등장한 동물 혹은 식물과 결합한 기괴한 특징의 인체로

표현된 바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김순자의 후기 구조주의적

신체론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 표현 연구를 통해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신체를 포스트 젠더로 규정한 바 있으며,

제3의 성, 단일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동물, 식물, 기계, 혹은 이

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보다 창조적인 생성으로 존재의 지

평을 넓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순자, 2007). 이러한 초

현실적 공상 인체는 또한 작가의 자의성을 토대로 패션 메시지

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감상자에게는 심

미적 감성과 충격 그리고 강인한 인상을 남길 수 도 있다.

2004년 이후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초현실적 공

상인체는 9.59%로써 극히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다소 극단적이고 충격적이며 유머러스한 인체가 자아 이

미지를 반영하고 장식적 연출을 위한 의복 디자인에서는 대중

적 소구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미스터리한 마스크(mask), 추상적 형상 혹

은 동물의 일부분이 얼굴, 인체 일부와 장난스럽게 조합됨으로

써 도상적 재현인체와는 다르게 대중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판타지를 보여준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Fig. 10은 ’04 S/S 베르호에벤의 지

보(Gibo by Julie Verhoeven) 작품이며, 가슴 달린 고양이를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는 사물을 본래 있던 곳

에서 떼어내어 새롭게 조합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dépaysement)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구현

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독특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디자인으로 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창출한 바소 앤 브룩

Table 3.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분류별 출현빈도

표현 분류 작품수(%)

인체 유형
도상적 재현인체 132(90.41)

초현실적 공상인체 14(9.59)

인체 표현 범주

두상 62(42.46)

상반신 28(19.18)

전신 48(32.88)

기타 8(5.48)

모티브 구성 방식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 22(15.07)

인체모티브의 반복구성 22(15.07)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 71(48.63)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반복구성 3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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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o & Brooke)(Fig. 11)의 작품에서도 역시 의인화된 도그

(dog) 이미지의 초현실적인 공상 인체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유

머를 기저에 깔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현실적 공상인체는 독특한 조합에 의한 창의

적 인체로 인해 색다른 감성과 강인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

나 도상적 재현인체보다 대중들에게 즉각적인 패션 이미지 전

달과 해석이 어렵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인

간의 상상력에 의한 즐거움과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초현실

적 공상인체를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욕구가 어떠

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는 일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3.2. 인체 표현 범주

인체 표현 범주는 두상, 상반신, 전신, 인체의 일부인 기타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가운데 두상은 42.46%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타일 패턴으로써 개성있

는 두상 표현이 브랜드 이미지 전달에 시각적으로 강인한 인상

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상적 심벌의 주요

한 표현 영역인 두상의 표현특징은 전통적 회화매체에서 디지

털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단순화(Fig. 12),

생략, 과장에 의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케일 상으로는

확대된 단독 두상의 경우 주목 효과가 높았으며, 스케일이 축

소되어 반복된 경우는 리듬감 있는 장식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두상은 또한 의도적으로 변형 혹은 기술적으로 스케치된 과장

에 의해 캐리커쳐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성공적으로 과

장된 캐리커쳐 형상은 감정에 호소하며 주의를 끄는 표현 수단

이 된다. 역사적으로 인간 형상 또는 관련된 부분들은 힘, 신

성, 테러, 다산, 섹슈얼리티 등등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 메시지

를 전달하는데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으며(Terzidis, 2003), 인체

와 일상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에

서는 캐리커쳐적 특징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및 다양한 패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두상에 비해 상반신은 19.18%의 낮은 출현 빈도를 보

였는데, 이는 상반신이라는 영역이 이미지를 단절시키고 표현

에 있어 모호함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Fig. 7. 
05 S/S Alessandro de Benedetti 

(www.firstview.com).

Fig. 8. 
07 S/S Iceberg

(Collezioni).

Fig. 9. 
07 S/S Custo Barcelona

(www.firstview.com).

  
 

                  Fig. 10. 
                   04 S/S Gibo by Julie Verhoeven

                   (Collezioni).

                 Fig. 11. 
         06 S/S Basso & Brooke
           (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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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특징으로는 스케일을 확대한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복식의 일부를 포함함으로써 패션

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는 비교적 명확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예로 ’07 S/S 바르셀로나의 작품(Fig. 13)에서는 이국적이고 강

렬한 붉은 색, 와이키키(waikiki) 문자, 열대지방의 식물, 비치

웨어라는 도상 기호의 확대를 통해 트로피컬(tropical)룩의 이미

지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88%를 차지한 전신은 인체 모티브를 주요하게 확대·부

각시킨 것과 배경 모티브를 주요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분류되

며, 두상에 이어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상

에 이어 전신이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를 뚜렷하게 묘사할 수

있거나 혹은 부가적으로 배경 묘사를 통한 서술적 이미지 전달

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한 표현방법으로는

인체 스케일을 확대한 디자인은 정상적인 인체 비례를 파괴한

것(Fig. 14) 혹은 의복 스케일에 부합하는 유연한 포즈를 활용

한 것이 있다. 배경모티브를 주요하게 부각시킨 것은 인체를 간

략하게 축소·반복하여 약화시키거나, 배경에 종속화하는 방법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인체 일부를 활용한 것은 여성의 손(Fig. 15), 가슴, 입

술, 눈, 엉덩이의 부분 묘사로써 5.48%의 가장 낮은 출현 빈도

를 보였으며, 섹스 어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낮

은 출현빈도를 보인 것은 이미지가 해체적으로 구성되거나 부

분적인 묘사로만 이루어짐으로써 패션에 대한 서술적이거나 구

체적인 메시지 전달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3. 모티브의 구성방식

3.3.1.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은 패널 디자인 형식으로써, 전체 가

운데 15.07%의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의복에

대담함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텍스타일 패턴으로

써 다양한 아이템과의 접목 및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한계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체 표현 영역 가운데에서는 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러한 두상은 의복 전면에 스케일을 확대 혹은 축소 배

치하여 주목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

케일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감상자로 하

여금 관심을 끌거나 시각적으로 흥미를 만드는 방식이며, 레이

아웃 안에서 개체의 크기를 매우 크거나 매우 작게 함으로써

시각적 중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박지용, 2007). 무엇보다 이러

한 스케일을 통한 인체의 단독구성은 의복에 대담함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며, 브랜드에 대한 시각적 판별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Fig. 16은 04-05 F/W 마라스(Antonio Marras)의 작품이

며, 스케일이 확대된 두상을 단독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다. 모델

의 이미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색채, 질감 등을 배

제하고 형태에 초점을 두어 중성적 스타일의 의복 이미지를 강

조하고 있다.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에서 인체와 함께 의복 패턴 또한 디

자인 표현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Fig. 17은 08 S/S

미우미우(Miumiu)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와트킨스(Liselotte

Watkins)와 협업한 작품이며, 인체를 포함한 복식에 나타난 프

린팅 디자인이 걸리쉬한 패션 스타일을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

이 되고 있다.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복식 스타일은

실물 의복의 장식적 특성을 살리면서 패션 컨셉을 드러내는 역

할을 하고 있다.
 

3.3.2. 인체모티브의 반복구성

인체모티브의 반복구성은 원 리피트(one repeat) 디자인이며,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과 함께 15.07%의 가장 낮은 빈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이 주는 통일성을 기대할 수 는 있으

나 자칫 개성있는 인물 이미지를 절제없이 반복함으로써 강조

의 효과보다 산만함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구성의 특징으로는 규칙적인 반복구성과 불규칙적인 반

복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규칙적인 반복구성을 보여

주는 Fig. 18은 04-05 F/W 베르호에벤의 지보작품으로 동일한

Fig. 12. 
04 S/S LydiaDelgado

(Collezioni).

Fig. 13. 
07 S/S Custo Barcelona

(www.firstview.com).

Fig. 14.
06 S/S Custo barcelona

(www.firstview.com).

Fig. 15. 
04 S/S Gibo by Julie 
Verhoeven(Colle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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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형태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다. 색채를 과감히 생략하

고 선(line) 드로잉으로만 반복되어 심플하고 포멀한 코트 이미

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단독구성에서 보여 지는 캐릭터의

도상학적인 의미 부여보다 반복이 주는 추상적 리듬효과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인체모티브 가운데 전신을 활용하여 대칭 반

복한 Fig. 19는 인체 비례가 무시됨으로써 유머적 감성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Fig. 18과 달리 스케일을 확대·반복함으로써

추상적인 리듬감보다 도상에 대한 시각적인 인지효과가 더 강

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정한 규칙 없이 무작위적 집합에 의한 불규칙적 반

복구성을 보여주는 Fig. 20은 다양한 포즈, 다양한 스케일의 인

체가 시각적으로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사실적 인체에

준한 스케치와 색채의 배제로 인하여 변화적 통일감을 주었다.

이처럼 인체를 모티브로 하여 규칙적으로 반복·구성한 것

은 색채 혹은 선(line)을 절제하여 심플하게 배열함으로써 통일

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불규칙적인 반복구성은 일정한 규

칙이 없는 무작위적인 집합방식, 다양한 인체 포즈와 다양한 스

케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일한 인체와 시각적인 표현요소의

일부 생략으로 패턴에 변화와 함께 통일감을 주고 있다. 그리

고 특히 스케일의 축소에 따른 반복구성에 있어서는 시각적으

로 도상에 대한 인지보다 추상적인 리듬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3.3.3.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

인체와 함께 비인체는 인체 이외의 구상 혹은 비구상으로 이

루어진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은

48.63%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구

성방식과 달리 인물과 다양한 배경 모티브가 어우러져 서술적

이며 회화적인 특징으로 장식성과 함께 패션에 대한 이미지 전

달이 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의 특징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패널 디자인(panel design)

으로써, 시각적으로 장식적 측면과 패션 메시지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 측면이 강화되었다. Fig. 21은 06-07 F/W 카스텔바작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티셔츠 디자인 작품으로 색채

를 단순화한 인물 묘사와 함께 오버랩 된 영국 국기의 기호를

통해 혁명, 반항이라는 내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도상

에 대한 의미 해독을 강화하였다.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은 의복 아이템의 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말하자

면 의복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캔버스

의 대체물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Fig. 22는 05-06

F/W 바소 앤 브룩의 불 이미지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디지털

프린팅에 의한 중성적인 화면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불이 가진

내·외적 특성을 인물의 캐리커쳐화로 은유화함으로써 회화적

특성을 보여준다.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회화적 특성은 예술 양

식의 모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Fig. 23과 같은 04 S/S 돌

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작품에서는 일상의 이미지

를 만화적 기법으로 표현한 팝아트 형식을 통해 걸리쉬(girlish)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3.3.4.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반복구성

21.23%의 빈도를 차지한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반복

구성은 의복 전체 표면을 채우면서 전체가 규칙적으로 반복구

성된 것과 일부분이 규칙적으로 반복구성된 것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가 주는 시각적

다양성과 반복 구성이라는 통일감이 어우러짐으로써 인체와 비

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에 이어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으

로 분석된다. 

특징으로는 먼저 전체가 규칙적 반복구성을 이루고 있는 Fig.

24에서는 기하학적 원형모티브와 인체가 결합된 복합모티브로

써 스케일의 확대와 함께 조형적인 리듬감, 통일감, 단순함이

부각되었으며, 반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약화되었다. 한편, 전체가 규칙적 반복구성이지만, 복합모티브

가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디자인의 경우 역시 시각적으

로 인체가 약화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이 약화되

Fig. 16. 
04-05 F/W Antonio 
Marras(Collections).

Fig. 17.
08 S/S Miumiu

(Collections).

Fig. 18. 
04-05 F/W Gibo by Julie 

Verhoeven(Collections).

Fig. 19. 
06 S/S Custo Barcelona

(www.firstview.com).

Fig. 20. 
05 S/S Charles Anatase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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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타났다. 일부분이 규칙적으로 반복구성된 Fig. 25의 06

S/S 바소 앤 브룩의 작품에서도 인체의 약화와 기하학적 모티

브의 강화 및 반복구성으로 도상에 대한 의미와 주목성보다 리

듬감에 의한 장식성이 강화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미

지가 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

브의 반복구성은 전체 혹은 일부분이 규칙적으로 반복구성되는

것으로써 시각적으로 안정감, 통일감, 그리고 조형적인 리듬감

을 표현하고 있으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적 특성

은 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4.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의

4.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강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체계인 브랜드와 ‘동질성, 일치성, 통일성, 정체성, 주체성’

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가 결합된 형태의 용어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네임, 심벌, 개성, 이미지, 바람직한 연상

등과 같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혼합된 개념이며(손일권, 2003), 상징적인 응용을 통

해 브랜드의 지위와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

섬유, 의복 그리고 디자인의 독특한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알

리는 의복의 기호와 상징적 응용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

을 주며, 패브릭 및 어패럴의 지위와 가치를 향상시킨다(Gale

& Kaur, 2004). 그 가운데 의복에 장식된 대화식 패턴 일러스

트레이션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개성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시각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에 영향력을 나

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바르셀로나, 지보, 라반다와 같은 브랜

드에서는 브랜드 런칭 단계에서부터 인체를 주요 모티브로 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으로써 그 인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한 대화식 패턴 일러스

트레이션은 기존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심벌의 추상적인 이미

지를 보완하면서, 감성적인 캐릭터에 의한 보다 친숙한 이미지

로 대중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의 또 다

른 방법으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써 패션 이미지의 전달 및 홍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으로 언

어(문자포함)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

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에서도 그림, 사진, 도형 등을 통한 그래픽적 커뮤니케이션 영

역과 상관관계에 놓여있다(조동성, 김보영, 2006).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며, 브랜드

마다의 고유한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패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베르호에벤

역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옷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기보다 현

재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디자인의 모든 측면, 이야기, 관능적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써(Fogg, 2006) 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의복을 통해 재현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독특한 캐릭터를 브

랜드 아이덴티티로 표방한 패션 브랜드들의 움직이는 홍보매체

로써도 그 의미가 있기도 하다. 일찍이 의복을 통한 홍보는 문

자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 아이템이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화식패턴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와 달리 상징적인

인체 형상을 통해 시대적인 이상미의 인체와 시즌 테마를 전달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4.3. 크리에이티브한 상업 예술

일찍이 유명 아티스트인 워홀(Andy Warhol),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몬드리안(Piet Mondrian) 등의 작품이 텍스

타일 패턴으로 의상에 도입됨으로써 패션이 하나의 예술 작품

Fig. 21. 
06-07 F/W Jean charles de 

Castelbajac(www.firstview.com).

Fig. 22. 
05-06 F/W Basso & Brooke

(Collections).

Fig. 23. 
04 S/S Dolce & Gabbana

(Gappress).

Fig. 24. 
08 S/S Comme Des 
Garcons(Showdetails).

Fig. 25. 
06 S/S Basso & Brooke

(Colle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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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된 바 있었다. 시각 예술의 한 영역으로써 대화식 패

턴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작가 특유의 개성과 독특한 미감 그리

고 다양한 표현 재료와 표현 테크닉으로써 상업적 가치를 지니

게 되었다.

일찍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한 패션 트렌드와 이미

지 전달의 목적을 넘어서 하나의 장식 예술이자 패션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트렌드를 이끄는 주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

드 하고 상품 차별화에 도움을 주는 이색 마케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캐포츠 브랜드 ‘EXR’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픽 디자

이너 하파니에미(Klaus Haapaniemi)의 작품을 티셔츠로 기획,

판매하였으며, ‘헤지스’ (Hazzys)는 그래픽 아티스트인 아메바

피쉬(Amebafish)와 국내 유명 일러스트 작가 이경아, 김한나의

일러스트를 접목시킨 리미티드 티셔츠와 가방을 한정판으로 판

매한 바 있다(“패션브랜드”, 2007). 즉 인체를 주요한 모티브로

한 대화식 패턴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상품화 전략을

위한 소스이며, 아티스트들의 독특한 미감이 발휘된 크리에이

티브한 상업 예술로써 그 의미를 지닌다.

4.4. 소비자들의 문화적 감성 충족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상품, 상징적 욕구와 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특한 소비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의미를 표현

하고자 하며, 구매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사는 것이다(조동성, 김보영, 2006). 현대 소

비자의 새로운 유형 가운데 하나로 단순하게 예쁜 것에서 벗어

나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상상력이나 감성이 접목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아티젠(arty generation)의 등장 역시도 그러한 흐름에

서 등장한 소비자층이라 할 수 있다(“예술광고” 2007).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브라질의 가장 인기 있는 비치 샌들

브랜드인 하바이아나스(The Havaianassandrals) 광고에서도 제

품은 필요가 아닌 감성으로 팔아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

기며(이장우, 김보영, 2007), 소비자들의 문화적 감성 충족이 주

요한 판매 전략임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오늘날 소비자들은 합리적 판단을 통한 제품의 구매가

아닌 그들만의 세련된 감성과 문화를 자극해 줄 있는 것에 보

다 더 가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패션 아이

템의 프린팅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

레이션은 기존의 상업적 만화 캐릭터와는 달리 예술적 감성이

부여된 패션 제품으로 적용되어 거듭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심

미적,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4.5. 시대의 기호와 문화의 범주화

대화식 패턴 스타일은 스트리트 웨어, 서프 웨어 그리고 패

션에서 흔하며, 패턴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그 당시에 대중적

이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에서

시기를 범주화할 수 있게 한다(McNamara & Snelling, 1996).

이는 곧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 또한 단순한 장식적 기능

을 넘어 당대의 이상적 혹은 주류적 인체와 복식 스타일의 재

현으로 시대의 기호와 문화를 범주화할 수 있는 잠재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의 이 같은 속성은 최근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주요하게 부상한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과

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즉,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태도는 인

간의 일상적인 삶의 다양하고 작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모습으

로 전환될 것이라(조동성, 김보영, 2006)는 점이다. 말하자면 시

대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패션 이미지 등의 스토리를 시

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이 시

대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으로써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오늘날 도식화, 패션정보지, 패션잡지 등에서만 머물러 왔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전달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디

자인 분야와 통합화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인간과 일상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대화식 패턴의 주요한

소스로써 특히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되어 의복을 통한 시대

의 문화적·감성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을 인체 유형, 인체

표현범주, 모티브의 구성방식으로 분류하여 표현 특징을 분석

하고 그 의의를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체 유형에 따른 분류는 대부분의 유형을 포함한 90.41%의

패션 이미지 전달 및 해석이 쉬운 도상적 재현인체와 9.59%의

난해한 이미지 표현으로 인해 대중적 소구효과가 적은 초현실

적 공상인체로 나타났다. 도상적 재현인체는 오늘날 여성과 남

성의 젠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여성은 섹스어필의 파워

풀한 관능적 인체와 수동적이며 연약한 전통적 페미닌 스타일,

공격적인 펑크 스타일의 비관능적 인체로 분류되었다. 남성 인

체는 도시적 감성의 댄디 스타일,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며, 근육

질의 마초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괴상한 이질적 상징물의 우연

적 조합에 의한 상상력의 산물인 초현실적 공상인체는 텍스타

일 디자인에서 충격적이고 추한 이미지가 아닌 즐거움과 판타

지의 따뜻한 감성을 표현한 인체로 묘사되었다. 인체 유형 분

류에서 주목할 만 한 특징으로는 각각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인체가 실제 패션 스타일과 유사한 이미지로 묘사됨으로써 브

랜드 컨셉과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체 표현범주는 두상, 상반신, 전신,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브랜드 이미지 전달에서 가장 효과적인 두상의 경우 스케일의

확대로 캐리커쳐화의 특성이 부각된 것과 스케일의 축소로 인

물 약화 및 배경 이미지가 강화된 것으로써 가장 높은 빈도인

42.46%로 나타났다. 19.18%의 상반신 경우에는 이미지 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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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낮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복식 이미지의 부분적인 표

현으로 패션 메시지 전달에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32.88%를 차지한 전신은 다양한 캐릭터 묘사와 배경 묘사를

통한 서술적 이미지 연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빈도

로 나타났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인체 비례의 파괴, 다양화된

포즈의 단독구성과 인체가 축소·반복됨으로써 약화된 반복구

성을 보여주었다. 기타 인체 표현범주로는 성적 메시지를 함축

한 여성의 손, 가슴, 입술, 눈, 엉덩이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서술적이거나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이 어려운 이유로 5.48%

의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모티브의 구성방식으로는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 인체모티

브의 반복구성,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반복구성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15.07%

를 차지한 인체모티브의 단독구성은 여러 아이템과의 접목 및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써 가장 낮은 빈도

를 보여 주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인체 스케일을 크게 확대

하여 의복에 대담함과 활기 그리고 브랜드 판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체모티브의 반복구성은 반복이 주는

통일성을 기대할 수 는 있으나 자칫 개성있는 인물 이미지를

절제없이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보다 오히려 산만함을 야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15.07%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현 특징으로는 색채 혹은 선을 절제하여 심플하게 배열함

으로써 통일감과 안정감을 준 규칙적 반복구성과 다양한 인체

포즈, 스케일의 변화로 패턴에 변화와 흥미를 부여한 불규칙적

인 반복구성으로 나타났다. 시각적으로는 도상에 대한 인지보

다 추상적인 리듬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셋째,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은 다른 구성방

식과 달리 인물과 다양한 배경 모티브가 어우러져 강조의 효과

와 함께 서술적, 회화적 특징으로 장식성과 함께 패션에 대한

이미지 전달이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빈도인

48.63%를 차지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패션 컨셉의 전달에 명

확성을 보였으며, 패널 디자인으로써 회화 작품과 같은 예술적

특성과 도상에 대한 의미 해독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체

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반복구성은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

가 주는 시각적 다양성과 반복 구성이라는 통일감이 어우러짐

으로써 인체와 비인체 복합모티브의 단독구성에 이어 21.23%

라는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스케일의 확장

과 축소, 규칙 혹은 부분 규칙 배열 방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통일, 혹은 변화가 있는 통일감을 보여주었다. 그

리고 조형적인 리듬감의 강조와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

는 장르의 느낌이 약화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인간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

레이션은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되어 브랜드의 아이덴

티티를 강화하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써 패션 이미지를

전달하고 걸어 다니는 홍보 매체로써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일

러스트레이터 특유의 개성과 독특한 미적 감각이 반영된 크리

에이티브한 상업 예술이기도 하며, 이것은 오늘날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닌 물건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집착하는 소비자들의

문화적 감성을 충족시키고, 그 시대에 무엇이 대중적이었는가

를 범주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화식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 소비자들

의 새로운 감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디자인 요소로써 관심을 받

고 있으며, 앞으로 차별성이 강화된 캐릭터의 개발과 다양한 디

자인 방법에 대한 활용화 방안의 모색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전략적 소스로써 그 영역을 더욱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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