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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ense that it performs a function of communication with public, fashion illustration, 
which visualizes fashion information in an illustrated way, shar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graffi-
ti, which represents the society of its time while having a value as a modern art itself. Therefore, 
the study aims to seek possibility of graffiti expression of fashion illustration, and to establish the-
oretical research systems for reestablishment of practical development methods of the graffiti 
expressions. The concrete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followings: First, it examines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raffiti expressions by analyzing the works of graffiti artis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graffiti and to find out the theoretical approach to it. Second, it inves-
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graffiti, and proposes concepts associated with graffiti after analyzing 
examples of fashion illustration which graffiti expressions are reflected. Third, it draws meanings 
that the use of graffiti expressions has in fashion illustration. In conclusion, graffiti expressions in 
fashion illustration are used in brand logos and text, human body deformation and omissions, au-
tonomous expressions of variety of materials, symbolism, amusement, and autonomy as they are 
characterized by strong colors to express significance. 

Key words: fashion illustration(패션 일러스트레이션), graffiti(그라피티), 
Jean Michel Basquiat(장 미셸 바스키아), Keith Harring(키스 해링)1)

Corresponding author: Mi-Hyun Kim, e-mail: f_art@cau.ac.kr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라피티적 표현에 관한 연구

- 75 -

Ⅰ. 서론
현대는 정보 전달 매체와 방식의 다변화로 인하여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창적인 시각 정보 매체의 활용을 통한 커뮤니케이

션의 시도가 활발해 지고 있다.1) 특히 패션 정보를

설명적으로 시각화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

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대

미술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그라피티적 표현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서에서 새로운

미술 양식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 그라피티는 대중과

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

당하는 시각 언어라 할 수 있다.2) 이에 패션 정보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예술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 영역의 확장으

로 그라피티적 표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즉흥적인 표현과 메시지

전달이 용이한 그라피티적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영역의 확장에 따른 표현 방법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에서 그라피티적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하고, 이에 따른 그라피티적 표현의 실제적 전개 방

안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 체계 구축에 연구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 고찰을 위하여 그라피티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라피티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라피티를

현대 미술로 인식하게 한 대표 작가인 키스 해링

(Keith Harring)과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라피티의 표현 특성

을 도출한다. 그라피티 표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사례를 선정

한 이유는 그라피티가 미술로서 인정받은 시기에 많

은 작품을 남겼고, 동시대의 작가이기는 하나 작품

성격이 상이하여 폭 넓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증 고찰을 위하여 그라피티 일러스트레이션 특성

을 가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를 조사 및 선

정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여지는 그라피티

적 표현의 연관 개념과 그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

는 그라피티 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류 기준에

따라,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의 다양한 작

품을 수록한 전문 저서 ‘Big Book of Fashion Illus-

tration’3), ‘Fashion Illustrator’4), ‘Fashion Illustration

Next’5)와 디자인 전문 사이트 ‘Trendland’6)에서 총

346점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나타내는 89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

된 그라피티적 표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분석

을 통하여 그라피티적 표현의 활용이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여 그라피티적 표현의 표현 특성을 밝힌다.

그라피티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라피티의 기호와

기법에 관한 연구와 주로 대표 작가의 작품을 분석

하여 그 의미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는 연구가 대부

분으로 미술 영역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그라피티 일

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해원7), 동은진8),

황요섭9)이 그라피티 대표 작가인 키스 해링과 장 미

셸 바스키아의 작품 고찰을 중점으로 그 의미와 특

성을 도출하고 하였다. 그리고 패션 영역에서의 선행

연구는 김호정10), 김주영 외11), 이효진12), 이하정

외13), 나현신14), 김선영15)이 패션에 적용된 그라피

티의 표현 방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그라피티 기호

의미와 조형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대표 작가의 작

품을 연구하여 그 특성을 패션 작품으로 도출하는

작품 제작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미술 영역과 패션 디자인 영역에서는 그라

피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의 그라피티적 표현에 관한 연구가 미

흡하여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그라피티의 개념 이해
그라피티(graffiti)의 사전적 정의는 ‘벽이나 화면

에 낙서처럼 긁어서 그리거나 페인트를 에어스프레

이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긁다', ‘긁

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와 그리

스어 ‘sgraffito'라는 어원의 그라피티는 고대 동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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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나 이집트의 유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벽이나 화면에 낙

서처럼 긁거나 휘갈겨 그린 낙서 예술로 등장하였으

며,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라피티는 에어 스프

레이가 나타난 1970년 무렵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16)

이러한 그라피티의 역사는 정보 기능을 수행한 고

대와 미술 양식으로 인정된 현대로 구분하여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초기의 그라피티는 라스코

동굴 벽화와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리고 폼페이 유

적에서 발견되는데, 정치적인 슬로건에서 개인적인

표식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

대의 그라피티가 대게는 소유자의 지원에 의해 제작

되었기에, 작가의 의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오늘날

의 그라피티의 정신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17)

현대의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 미국의 필라델피

아에서 콘브레드(Cornbread)와 쿨 얼(Cool Earl)이라

는 서명(tag)을 남긴 인물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뉴

욕의 브롱크스 거리에 낙서화가 범람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초기의 그라피티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그리고 소수민족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에어 스프

레이를 이용해 극채색과 격렬한 에너지를 지닌 속도

감 있고 도안화된 문자들을 거리의 벽에 그리는 방

식으로 나타났다.18)

1970년대 중반에 그라피티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

며 대부분의 그라피티 예술 형식이 당시에 정립되었

고, 1980년대에 급격히 양과 질적으로 퇴조하게 된다.

이는 뉴욕 경제 침체와 연관하여 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라피티를 지우는 작업과 감시를 감행하였

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에 전통적인 그라피티는 사라지고,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새로운 방식으로

갤러리에서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다. 그리고 도

시의 골칫거리에서 현대 미술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 그라피티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매체와 기법을

새롭게 구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라피티는 초기 인

류의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심리학적 분석과 연구

그리고 동시대의 미학 사조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19)

2. 회화에 나타난 그라피티적 표현
낙서 예술로 시작된 그라피티는 사회, 정치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기하학적 도형이나 그림, 문자,

글로써 표현하는 하나의 소통 도구이며, 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해원20), 동은진21), 황요

섭22)은 선행연구에서 그라피티 대표 작가인 키스 해

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고찰을 통하여, 그래

피티의 특성을 상징적 기호, 형태의 변형, 자유로운

표현 기법, 강렬한 색채라는 표현 특성으로 설명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라피티에서 상징적 기호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와 연관된 상징들로 작가의 독창적인 언어와 색

채 그리고 다양한 드로잉 기법으로 나타난다.23)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전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와 연관된 상징적 기호와 문자들이 시각적

이미지로 재해석 되었다. 키스 해링은 짧고 간결한

선, 물결무늬, X 자 등의 상징적 기호를 통해 반핵

운동, 동성애와 에이즈, 문맹퇴치, 인종차별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을 선보였다.24) <그림

1>25)은 반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의 독창

적인 상징 기호들을 사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그림 2>26)에서처럼 그의 작품에

ⓒ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유를 강력하게 표

현하였고, ‘호보 기호(Hobo Signs)’를 자신의 회화와

드로잉에 이용하였다. 헨리 드레이퓌스(Henry Drey-

fuss)의 ‘상징자료책(Symbol Sourcebook)'은 디자이

너와 미술가들이 이용하는 국제적 기호와 상징을 모

아놓은 책으로 장 미셸 바스키아는 이 기호 체계의

많은 부분을 그의 작품에 활용하였다.27)

키스 해링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의 변형은 인물이

나 사물을 원근법과 명암을 무시하고, 나열식의 표현,

평면화 시킨 화면 처리, 형태의 단순화, 왜곡, 과장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

다. 키스 해링은 만화에서 볼 수 있는 두꺼운 선을

개발하여 드로잉 주제의 윤곽선을 강조한 다양한 드

로잉을 만들어 냈다. <그림 3>28)에서처럼 인물의 형

상을 굵은 선을 사용하여 변형하여 왜곡화시키고 평

면이 강조되어 명암과 원근법은 무시 되었다. 장 미

셸 바스키아는 강렬한 드로잉 선을 사용하여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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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티 표현 특성과 사례

작가
키스 해링

(Keith Ha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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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특성

만화적 기법

단순화

평면적 표현

친숙한 이미지 차용

액션 페인팅

자동기술법

거친 드로잉 선

꼴라주

표현

특성

원색과 흰색

원색의 대비
강렬한 원색과 검정

<표 1> 그라피티 표현 특성과 사례 조사

적으로 인물을 표현하는데, <그림 4>29)에서처럼 형태

의 변형을 통해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나

타내었다.30)

그라피티에 나타나는 자유로운 표현 기법은 작가

의 독창적인 표현 방법이다. 키스 해링은 만화적 이

미지의 차용으로 그 주제를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

는데, 만화 컷 스타일과 움직임의 동적 표현을 위한

광채나 움직임의 표시를 반복하고 강조한다<그림

5>31).32) 그는 지하철에서 검은 패널에 흰색 분필로

그리거나, 캔버스에 검은 아크릴 물감이나 잉크로 검

정을 사용하여 굵고 규칙적인 선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독창

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드로잉뿐만 아니라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 환경 조

각 등의 입체적인 작품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드로잉, 꼴라주, 심볼 등을 활용

하여 작품 주제를 강조하였는데, 종이를 꼴라주 하거

나 실크 스크린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

다.33) 포스터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재료는 아

크릴 물감, 크레용, 유화, 사진 꼴라주 등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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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 뿌리기, 갈겨쓰기를 사용하여 순간적인 우연성

을 강조하였다<그림 6>34).

그라피티 작품의 가시적인 특징은 원색적인 강렬

한 색채의 사용이다. 재료에 있어서는 분필, 아크릴

물감, 크레용, 유화 등을 사용하였고, 강렬하고 개성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다.35) 키스 해링은 원색을 위주

로 <그림 7>36)에서처럼 밝고 경쾌한 느낌을 표현하

였다.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원색적인 색들은 키스

해링 작품에서는 주로 흰색과 함께 사용되고, 장 미

셸 바스키아 작품에서는 검정색과 사용되어 강렬한

색감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그림 8>37)에서처럼 의도되지 않은 강렬한 색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는데, 검정색은 원색의 칼라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Ⅲ. 실증적 고찰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그라피티적 표현 분석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한 그라피티의 표현 특성과

같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상징적 기호의 사

용, 형태의 변형, 자유로운 표현 기법, 강렬한 색채

사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라피

티의 표현 특성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나타난다.

첫째, 그라피티의 상징적 기호 사용은 문자나 기

호 등을 통하여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품에 표현하는 것이다.38) 이러한 그라피티적 표현

특성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브랜드 로고나 문

장으로 표현되어 그 의미와 내용을 상징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라피티의 상징적 기호들은 브

랜드의 시즌 컨셉을 홍보하는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에서 해당 브랜드의 로고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표

현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림 9>39)는 Nordstrom 백화점의 광고 일러스트

레이션으로 Valentino의 시즌 대표 스타일과 어울리

는 그래픽적인 서체의 브랜드 로고와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를 인지하는 상징성이 강조된다. <그림 10>40)

은 Louis Vuitton을 위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표현으로 브랜

드 로고의 이니셜을 사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

시킨다. 그리고 <그림 11>41)에서처럼 컨셉을 설명하

는 관련된 문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

타나기도 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

러스트레이션의 옷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적 기호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브랜드 로고는 시즌 컨셉

을 나타내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사용되어

그라피티에서 작가를 구별하는 태그의 개념으로 사

용되기도 한다.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

조한다는 관점에서는 그라피티의 특성과 유사성을

가지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관련 정보만을

전달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라피티의 형태

변형은 인체의 변형과 생략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라

피티의 사물을 재해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인 의미에 초점을 두어 형태를 극대화 혹은 축소화

하거나 어느 특정 부분에 의미를 담아 과장되게 표

현 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형식을 뜻한다.42)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는 인물을 평면화

시켜 왜곡화 시키거나 해부학적 표현으로 형태를 변

형하는 등의 작가만의 독창적인 표현법을 만들어 냈

다.43) 이러한 그라피티적 특성은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에서 인물을 표현할 때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확대 혹은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거나, <그림 12>44)처럼 인물의

형태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림 13>45)에서처럼 만화

같은 표현 기법을 사용하거나, 대중이 좋아하는 대중

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유희적 이미지

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림 14>46)는 Marc by

Marc Jacobs의 아동복 디스프레이에 활용된 ‘Miss

Marc’라는 브랜드 캐릭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

로 시즌 마다 컬렉션의 테마에 맞춰 새로운 컨셉을

보여준다. 작가의 의지에 따라 독창적 형태를 표현

하기는 하지만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추의 개념 보

다는 미적 개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셋째, 트렌드 컨셉을 시각화 하는 패션 일러스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라피티적 표현에 관한 연구

- 79 -

표현 특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라피티적 표현 사례 표현 방법

브랜드 로고와

문자의 사용

<그림 9>

Nordstrom

- http://www.tr

endland.net

<그림 10>

Yuko Shimizu

-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p. 165.

<그림 11>

Lisa Grue

-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p. 126.

-브랜드 로고와 심볼

-패션 정보의

직접적인 설명

인체의 변형과

생략

<그림 12>

Virginia Johnson

- Fashion

Illustrator, p. 103.

<그림 13>

Jeffrey Fulvimari

- Fashion Illustrator,

p. 193.

<그림 14>

‘Miss Marc'

- http://www.

trendland.net

-인체의 과장

-인체의 확대와 축소

-만화적 표현

-유아적 형태

다양한 재료의

자율적 표현

<그림 15>

Christian Barthold

- Fashion

Illustrator, p. 95.

<그림 16>

Marie O'Connor

- Fashion

Illustrator, p. 113.

<그림 17>

Julia Griffiths Jones

- Fashion

Illustrator, p. 105.

-꼴라주

-자동 기술법의

드로잉

-액션 페인팅

-우연적 효과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컨셉에 따른

색채 대비

<그림 18>

Kari Moden

-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p. 95.

<그림 19>

Sarah Beetson

- Fashion

Illustrator,

p. 215.

<그림 20>

Dunya Atay

-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p. 76.

-컨셉에 따른 칼라의

극채색 대비

-원색을 강조하는

무채색과의 배색

<표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라피티적 표현 특성과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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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에서 그라피티의 자유로운 표현 기법은 다양

한 재료의 자율적 기법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발상과

우연적 효과를 추구하며 강조한다. 특히 액션 페인팅

의 기법 중 하나인 작가의 의식 흐름에 맞춰 거칠고

불완전한 선의 반복 사용이나 흩어뿌리기 기법을 활

용하여 물감이 어지럽게 번지거나 자유롭게 흩어진

형태를 차용한 기법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작가의

자유로운 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분필, 아크릴 물

감, 크레용, 유화, 사진 꼴라주와 같은 기법을 차용한

다.47) <그림 15>48)는 붓으로 순간적인 속도감으로

그려낸 듯한 그라피티의 자유스러운 표현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16>49)은 키스 해링의 작품 같은

굵은 선의 빠르고 거칠게 낙서하듯이 하나의 색상을

사용하여 거친 선으로 완성된 자동기술법의 응용하

였고, <그림 17>50)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처럼

어두운 색에 원색적인 선의 구성을 자유롭게 표현하

였다.51)

넷째,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 두 작가는

원색의 강렬한 칼라를 사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분

위기를 만드는 시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키스 해

링은 주로 노랑, 빨강, 녹색 등 주로 경쾌한 칼라를

사용하고 장 미셸 바스키아는 주로 블랙을 바탕으로

하여 원시적인 칼라인 빨강, 파랑, 오렌지 등의 색상

대비를 강조 하였다.52)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

러한 그라피티적 특성은 <그림 18>53)에서처럼 원색

과 굵은 선을 사용한 평면적인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컨셉에 맞는 컬러의 보색 대비로 강조된다. <그림

19>54), <그림 20>55) 역시 원색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컨셉을 강조하여 강렬한 색채 대비를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그라피티적 특성은 강렬한 색채 대

비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즌에 따른

트렌드 경향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그라피티적 표현 특성

실증적 고찰을 통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라피티적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본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활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라피티적

표현 방법의 특성은 김호정56), 김주영 외57), 이효

진58), 김선영59)의 선행 연구에서 자율성, 반사회적

공격성, 상징성, 추상성, 풍자성, 유희성, 상업성으로

그 내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그라피티적 표

현 분석에서 분류한 표현 방법의 특성에 맞는 내재

적 특성을 상징성, 유희성, 자율성, 강렬한 색채 대비

로 도출하였다.

1) 상징성

상징적 기호를 강조하는 그피티적 표현은 주로 브

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거나60), 일러스트레

이션과 함께 어울려 트렌드를 설명하는 커뮤니케이

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패션 일러스트

레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그라피티적 표현인 상징

적 기호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사용되는 브랜드

로고로나 그림의 이해를 돕는 설명 문장으로 나타난

다. 상징은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창조행위이다. 상징체계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성격

을 가진 반면,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성격을 가지

기도 한다. 그라피티는 대부분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

는데 그것은 글자가 생각을 가장 간편하게 전할 수

있는 부호이기 때문이다.6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문자는 컨셉에 관한 설명 혹은 정보 기록의 수단으

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그라피티적

요소인 상징적 기호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브

랜드 로고와 컨셉을 나타내는 문자와 조합을 이루는

표현 방법을 가지고 상징성을 강조한다.

2) 유희성

그라피티적 특성인 형태의 변화는 인체의 비율을

과장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체의 변형에 어울리는 얼굴 크기의

과장이나 변형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인체의 변형

은 대중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희적 이미지

를 만들어 내어 유희성을 나타낸다. 유희성은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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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라피티적 특성

이 수반된 작품 표현으로 유희적 심성을 작가의 자

유로운 사고에 기인하여 작업 동기로 부여하고, 작가

의 즐거운 감정을 작품을 통하여 보는 이에게 전달

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감성

표현인 유희성은 작가의 개성에 따른 아이디어를 돋

보이게 한다.6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캐릭터를

얼굴로 대용한다든지 식물로 대용하는 등 대중적 도

상을 주제로 활용하거나, 만화적 드로잉을 차용하는

형태의 변형은 유머러스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 유

희성을 표현한다.

3) 자율성

다양한 소재와 창조적 표현 기법은 신선하게 받아

들여져 정보 전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그라피티

는 분필, 아크릴 물감, 크레용, 유화, 사진 꼴라주, 액

션 페인팅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하여 이미지를 창조

하고, 그것을 통해 작가 고유의 개성과 자유로운 사

고를 보여준다.6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그림

15, 16, 17>64)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고 독창적인 발상과 우연한

효과를 통하여 표현 기법의 자율성을 나타낸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자유로운 표현 기법이라는 그라

피티적 표현 특성은 작가의 개성적 표현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고정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 열린

개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낙서라는 거리 문화에서

예술 영역으로의 인정받은 그라피티의 특성에서, 도

시 벽면에서 갤러리로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라피

티의 자율성이야 말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고 하는 현대 시각 언어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65)

4) 강렬한 색채 대비

그라피티의 특성 중에 하나는 원색의 강렬한 칼라

를 사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키스 해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을 살펴보면

두 작가 모두 강렬한 원색의 칼라를 사용하여 독특

한 그라피티의 시각적 표현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시지각적으로 보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달 수단으로 표현된다.66)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러한 컨셉에 따른 색채 대

비는 원색을 강조하는 보색과의 대비를 중점으로 묘

사하거나 무채색과 배치하고, 원색의 느낌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거친 붓터치를 더하여 주거나 다양한

표현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그

라피티적 표현의 개념 정립과 표현 가능성의 모색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

여지는 그라피티적 표현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

하고, 그라피티적 표현의 활용이 가지는 의의를 연구

하는 것이다. 그라피티적 표현이라는 영역의 확장 가

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피티를 미술사적으로 인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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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의 대표작가 키스 해링과 장 미셀 바스키아

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라피티의 표현 특성을 상

징적 기호의 사용, 형태의 변형, 자유로운 표현 기법,

강렬한 색채 사용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그라피티

적 표현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브랜드 로고와

문자사용, 인체의 변형과 생략, 다양한 재료의 자율

적 표현, 컨셉에 따른 색채 대비로 그 표현되고, 상

징성, 유희성, 자율성, 강렬한 색채 대비와 같은 내재

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결론

은 다음과 같다<그림 21>.

첫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라피티

의 상징적 기호는 브랜드 로고와 문자로 나타나며 상

징성이라는 표현 특성을 가진다. 그라피티의 상징적

기호나 문자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담고 있으며, 이

러한 그라피티의 상징적 기호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에서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나 컨셉의 이해를 돕는

직접적 문구 혹은 상징물로 나타난다. 둘째, 그라피티

적 특성에서 인체의 변형과 생략은 유희성을 나타낸

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대중적으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인체를 과장하여

변형하는 등의 표현으로 형상을 유희적으로 표현한

다. 셋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라피티적 표현

방법인 자유로운 표현은 다양한 재료의 자율적 표현

으로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율성은 작가의 개성적 표

현 방식으로 분필, 아크릴 물감, 크레용, 유화, 사진

꼴라주, 액션 페인팅과 같은 기법을 차용한다. 넷째,

강렬한 색채는 그라피티의 주된 특성으로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에서 컨셉에 따른 색채 대비로 표현되며,

원색 칼라를 검정이나 흰색을 바탕으로 사용하여 강

렬한 색채 대비를 이루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그라피티적 특성에 따라 제시

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가 특성의 한 부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메시

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라피티

적 표현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시각적

표현 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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