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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illustration in various 
fashion products such as clothing, accessories, other fashion products, and magazine advertise- 
ments. Targeting 223 items of products that had adjoined fashion illustration from 2000 to 2008, 
which had been collected through from magazines and web sites using the fashion illustration ex-
pression categorization (expression technique drawing style, body expression, expression image, at-
taching method to product)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general trends by 
products. In frequency analysis results, painting technique and graphic technique were of great 
importance in the expression technique, and shading drawing and contour drawing were of great 
importance over all product groups for the drawing style. In body expression, exaggerative ex-
pression was the highest; simple expression and realistic expression were of great importance 
over all product groups relatively. In particular, there was a very distinct difference by fashion 
products in expression image. Humor image has the most importance in fashion clothing and 
fashion accessories. Casual image is the most important in magazine advertisements, and feminine 
image is the most important for other fashion products. Lastly, in attaching method to products, 
finished goods printings made up the largest proportion over all products. In fashion clothing, 
textile printings was the highest in proportions. Stitch in fashion accessory, the original form of 
commodity in other fashion products. This study will become a very valuable source in fashion 
products development using fashion ill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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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대량생산이 일반화되면서 디자인이 획

일화되는 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

고 차별화된 디자인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에 부응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독창적

디자인 개발과 개성 표현의 방법으로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은 작가의 창조적 개성과 메시지를 표현함과 동시

에 패션디자인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림이

다. 2000년대 들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진과

다른 표현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주목 받으며, 디

자인 전달의 기본적 목적 외에도 디자인을 구성하

는 요소와 방법 및 브랜드 홍보, 광고의 목적으로

활용 범주가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의류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팬시용품, 인테리어, 광고, 온라

인 등 패션산업에서 현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디자인 방법으로 부각되어 왔다. 한편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은 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도 대량생산

으로 인한 획일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식되며 현

재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이 시도되고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기업

의 디자인 개발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관련 연구로는 이광진1), 이미정2), 김지민3), 윤

성욱, 홍인식4), 허성아5)의 연구가 있다. 이광진의

연구는 티셔츠에 도입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프

린팅 표현과 기법에 한정된 연구라면, 이미정의

연구는 여성복 브랜드로 제한하여 패션일러스트의

상품화 제작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지민의

연구는 액세서리에 도입된 패션 일러스트레션을

다섯 개 브랜드로 한정하여 디자인을 고찰하였으

며, 윤성욱, 홍인식의 연구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상품화 과정을 연구했다.

허성아의 연구는 아티스트와 콜레보레이션한 패션

상품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경향에 대해 한정적

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패션 아이

템이나 특정 디자인 분야, 디자인 방법에 한정적

이거나, 마케팅 분야의 고찰로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패션 산업에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특성을 상품군별로

세분화하여 표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의 디자인 영감과 방법으로서의 가능성

을 제시하고, 향후 디자인 기획과 개발에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패션 산업에 관해서는 뒤

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호정6)의

분류 중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도가 높

은 패션 의류, 패션 잡화, 기타 상품, 잡지 광고의

4 가지에 한정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위

의 4 가지 분야에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삽입된

패션상품을 수집하여 실증적 분석을 했으며 이론

적 배경으로 문헌연구를 병행했다. 연구 분석 자

료는 해당기간 패션산업에 활용된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으로 인체 및 인체의 일부가 표현된 것(전신,

상반신, 하반신, 얼굴)으로 한정해서 선정했으며

패션전문지 Vogue Korea, Elle Korea, Marie Claire,

Harper's Baazar, Vogue Girl과 패션브랜드 홈페이

지를 통해 총 233점의 사진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Ⅱ.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상품화
오늘날 패션산업에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의

류뿐 아니라 액세서리, 팬시용품, 광고, 홍보, 온라

인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소비자의 개성화 욕구에 부응할 차별화

된 디자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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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이 패션상품에 접목되면서 단순히 예술성을 부

여하는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광진7)의 연구에 의하면,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목적

성, 시대성, 독자성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구성요건을 갖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상품에 접목되었을 때 브랜드의 광고 홍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시켜 설득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그림뿐만이 아

니라 내재적인 의미와 생각까지 포함하면서 사회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어떤 매체보

다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패션기업

에서는 타 분야와의 콜래보레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

업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

적 사례로 패션일러스트레이터 조르디 라반다

(Jordi Labanda)와 패션브랜드 구스토 바르셀로나

(Custo Barcelona)의 협업이 있는데, 패션브랜드에

감각적 일러스트를 프린팅 하여 고감성의 제품으

로 차별화함으로써 패션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홍보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패션계의 디자인 방법에 대한 발상 전환

의 계기가 되어 명품브랜드 뿐 아니라, H & M,

Zara와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에도 접목되었다. 국

내에서는 낸시 랭, 최정화, 컴퍼니 등 독창적인 아

티스트와 작업하며 차별화된 상품을 보여 준 쌈지

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향후 국내 패션계에

서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패션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

패션 산업(Fashion Industry)은 패셔너블한 상

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하며

범위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섬유와

관련된 산업을 비롯해서 소재 판매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토털 패션업, 패션관련의 출판업과 판

매업, 패션광고, 패션 스페셜리스트를 관리하는 보

조 산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8) 최선형 외9)에 의

하면 최근에는 패션과 패션상품의 범주가 넓어지

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 패션 상품이 더욱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패션 산업 전체에도 영향

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광의의 개념의 패션 산

업은 소비자의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호정10)에 의하면 패션 산업은 패션산업군, 패

션관련 산업군, 패션지식 산업군으로 나누며 패션

산업군에는 섬유산업, 텍스타일 산업, 어패럴 산

업, 유통 산업이 있으며 패션 관련 산업군에는 패

션 잡화,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 산업, 생활용품

및 환경산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패션 지식 산업

군에는 패션전문 인쇄 매체, 패션 관련 기관, 패션

광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호정의 연구에 의

거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활용되는 분

야를 패션 의류, 패션 잡화, 기타 상품, 패션 광고

의 4가지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은 제품의 형태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활

용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의류 뿐 아니라 패션 잡

화, 특히 앞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품

등의 기타 상품, 패션 광고 중에서도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이 많이 도입된 잡지 광고의 4가지 항목

을 한정했다.

1) 패션 의류

패션 산업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은

패션 의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앞서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쿠스토 바르셀로나 의류에 표현된

패션 일러스트는 조르디 라반다의 것으로 현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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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u Miu,

- Elle Korea,

2008, 2월호

<그림 2> Women Secret,

- Elle Korea,

2007, 7월호

<그림 3> Jimmychoo,

- Marie Claire,

2008, 1월호

<그림 4> Mac,

- Vogue Korea,

2008, 3월호

그래픽과 대담한 색채 조화를 특징으로 하며 스페

인의 열정과 자유로움을 담아내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그림 1>11)의 미우미우와 마크

제이콥스, 프라다 등의 브랜드들도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을 활용한 감각적인 컬렉션을 선보인 바 있

다. 컬렉션에서 발표된 하이패션 디자인 외에도 대

중적인 캐주얼 셔츠나 티셔츠에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이 활용된 예는 수 없이 많으며, 주로 유머러

스한 이미지나 원 포인트로 단순화된 감각적 형식

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외에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의 활용이 높은 품목으로 수영복을 들 수 있는데

단순한 컬러에 화려한 무늬로 신체를 돋보이게 하

는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12)의

Women Secret의 모노키니 수영복은 락 감성의 블

랙 & 화이트 일러스트를 바디 구조에 감각적으로

배치해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다.

2) 패션 잡화

패션 잡화의 경우도 패션 일러스트를 상품 디

자인에 다양하게 접목시키고 있다. 지미추의 클러

치 <그림 3>13)에는 이마와 메이크업을 한 눈만으

로 표현된 일러스트가 복고감성으로 표현되어 있

다. 어른들을 위한 해피한 일러스트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츠모리 치사토의 구두 <그림 35>은

좌우 일러스트를 유머러스하게 배치해 자유로운

감성을 보여주었다.

3) 기타 패션 상품

의류와 패션잡화 외에 향장업계, 인테리어분야,

생활용품과 문구류 등에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중요한 디자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향장업계의 뷰티 트렌드로는 활발한 아트 활동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업체는 패션일러

스트레이션을 제품의 이미지 컨셉으로 활용해 브

랜드의 품격을 높이고,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

성시키고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제품 판매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틸라(Stila), 베네피트(Benefit),

블룸(Bloom), 맥(Mac), 클리오(Clio) 등의 브랜드

들은 젊은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을 화장품 용기나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

해 브랜드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베네피트가 복

고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주목

을 받았다면, 스틸라의 경우 스타급 모델을 쓰지

않고 소녀의 모습을 다양한 일러스트로 심볼화하

였다. <그림 4>14)에서 제시한 맥의 콤팩트 또한

패셔너블한 현대여성의 모습을 패션 일러스트로

패키지 디자인에 도입하고 있다. 이 외에 <그림

5>15)의 독특한 화장품 패키지로 유명한 안나 수

이의 경우도 패션 일러스트를 패키지 디자인에 많

이 활용하여 차별화에 성공한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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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nna Sui,

- Vogue Korea,

2004, 5월호

<그림 6> Kipling,

- Elle Korea,

2005, 2월호

<그림 7> Bourjois,

- Bazaar,

2001, 12월호

4) 패션 광고-잡지

패션상품의 광고는 주로 패션전문잡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진 매체가 지닌 표현의 한계로 최

근 패션업계에서는 패션일러스트를 통한 광고로 제

품 분위기와 가치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키플

링의 광고 <그림 6>16)에서는 윈도우 쇼핑 중인 여

성의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있

으며, 퓨마의 광고 <그림 29>는 여행을 떠나기 위

해 짐을 싸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만화기법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로 젊은층의 공감을 불러 일으

켰다. 또한 Bourjois의 마스카라 광고 <그림 7>17)은

화장하는 여성의 모습을 블랙 & 화이트 컬러로 단

순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Ⅲ. 패션 산업에서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방법 분류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 산업에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기타 상품,

잡지 광고 분야에서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수집하여 상품군별 표현 특성을 분석할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본 장에서는 각 표현

특성을 분석할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을 주제로 연구한 선행연구 중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항목을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분석틀

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방법 분류 범주
분석 항목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제로 연

구한 선행연구 중 일러스트의 표현 특성을 포괄적

으로 다루고 있는 성광숙18), 유영선, 박민여19), 연

주현20)의 연구와 잡지 광고에서의 표현 특성을

다루고 있는 민정선21), 박선위22)의 연구, 마지막

으로 패션 상품에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고찰한 이광진23), 이미정24), 김지민25)의 연구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텍스처 표현, 표현기법, 드로잉기법, 인체표현,

기타(구도, 재료, 원근법, 이미지 처리, 패션 이미

지)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해 분석 여부를 고찰하

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표현 기법, 드로잉기법, 인

체표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원근법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미지의 표현방식

및 나타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 경우도 비교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작업

과 관계되는 텍스처 표현이라는 항목은 연구 틀에

서 생략하고자 하며, 표현 기법 항목에서는 혼합

기법을 추가하였다. 최근 다양한 재료가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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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 항목
성광숙

유영선

박민여
연주현 민정선 박선위 이광진 이미정 김지민

텍스처

표현

실물 ● ●

모사 ● ●

교차 ● ●

창조 ● ●

표현기법

페인팅 ● ● ●

판화 ● ● ●

콜라주 ● ● ●

컴퓨터그래픽 ● ● ● ●

3 D ●

드로잉

기법

윤곽 드로잉 ● ● ● ● ●

동작 드로잉 ● ● ●

명암 드로잉 ● ● ● ● ●

스케치 드로잉 ● ●

상상 드로잉 ● ●

무의식 드로잉 ● ●

점묘법 ● ● ●

해칭 ●

아카데믹 ●

연속 ●

인체

표현

사실적 표현 ● ● ●

단순화 표현 ● ● ● ● ●

과장된 표현 ● ● ● ● ●

기형적 표현 ● ● ● ● ●

추상적 표현

의인화 표현 ●

생략․부분 표현

자연적 표현

기타

구도 ● ● ●

재료(도구) ●

원근법 ● ● ●

이미지 처리 및 미술양식 ● ●

표현 이미지 ● ●

상품화

관련

핸드드로잉 ● ●

컴퓨터 그래픽 ● ●

콜라주 ● ●

자수 ● ●

일러스트 내용 ●

프린팅 기법 ●

표현 방식 ●

이미지 ●

<표 1>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 조사․비교

개성적인 표현을 하는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

문이다. 또한 혼합기법은 콜라주 기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페인팅 재료의 혼합과 컴퓨터 그래픽의 혼

합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시했다. 또한 스티치나

패치워크를 통해 표현된 것은 콜라주로 구분했다.

선행연구의 분석항목 조사에서 <표 1>의 내용

에서와 같이 드로잉 기법에 점묘법이 3개의 연구

에 포함되었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항이 없어 제외했으며 비중이 크

게 나타난 윤곽, 동작, 명암, 스케치, 상상 드로잉



服飾 第63卷 5號

- 78 -

을 채택했다. 인체의 표현의 경우는 사실, 단순,

과장, 기형, 의인화 표현을 채택했다. 표현 이미지

의 분석항목은 일반적인 분류 기준으로 정착된 10

가지의 항목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향 뿐만 아니라 상품에

도입될 때의 방법에 관해서도 고찰하고자 하며 지

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분석틀을 제

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과의 결합 형태라는

항목을 추가시켰다.

2. 분석 항목 내용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방

법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선

행 연구들의 분석 틀을 조사하고 공통되는 요소를

도출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의 분석과는 달리 상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분석틀을 추가로 고안했다. 본 연구의 분

석틀의 내용은 <표 1>에 정리했으며 각각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기법

우선 표현 기법별로는 페인팅 기법, 콜라주 기법,

컴퓨터 그래픽 기법, 혼합기법의 4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페인팅 기법은 어떠한 형상을 나타내

고자 물감과 용매를 섞어 만든 것을 화면에 표현하

여 완성하는 기법이다.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이미지

를 창작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재료가 된다. 수채화

물감, 과슈 등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마

커나 파스텔 등의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26)

콜라주 기법은 표현하려는 바탕에 종이나 천

등을 찢거나 오려서 붙이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

어가는 기법이다. 주로 종이류로 표현되는 파피에

(Papier) 콜라주, 서로 특성이 다른 재료를 사용하

여 개성 있게 표현되는 콤바인(Combine) 콜라주,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을 합성하여 구성하는 포토

몽타주(Photomontage) 등이 있다.27) 마지막으로

컴퓨터 그래픽 기법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출력을 처리하

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의 자체에 다양한 표현기법

이 포함되어 있고, 색채의 활용이나 사이즈의 확

대, 축소가 용이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삭제하는

등의 조작이 용이하다.28)

2) 드로잉 기법

드로잉 기법으로는 윤곽 드로잉, 동작 드로잉,

명암 드로잉, 상상 드로잉, 스케치 드로잉의 5가지

기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윤곽 드로잉은

운동감을 주어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를 표출할 수

있는 드로잉 기법으로 외곽선만으로 면의 변화,

색채의 변화, 명암의 변화 등을 묘사하는 것으

로29) 가장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드

로잉 기법이다.30) 동작 드로잉은 움직이는 동작이

나 형태를 빠르게 묘사하는 것으로 속도감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순간적인 선의 힘과 표현

이 느껴지는 생기가 있는 드로잉이다.31) 명암 드

로잉의 경우는 흔히 드로잉은 선을 이용한 그림이

라고 인식되는데, 명암 드로잉은 톤을 더해 면의

효과를 잘 살린 드로잉이다. 명암 드로잉은 매우

입체적으로 사물을 표현하며 분위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기법이다.32) 상상 드로잉은 작

가의 경험이나 관찰에 의해 그려지는 것 외에 작

가의 의도대로 창의적으로 표현한 드로잉을 말한

다. 이는 다른 작가나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주기도 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33) 스케치 드로잉은 크로키 기법과 같이 간

단하게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분류했다.

3) 인체 표현

사실적 표현, 단순화된 표현, 과장된 표현, 기형

적 표현, 의인화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

다. 사실적 표현은 인체의 사실적인 표현은 인체

비율로 보았을 때 7등신 미만의 인체로 50년대까지

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주로 사용되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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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의 얼굴묘사, 손과 발의 묘사 등 표현이 정

확하게 나타나며 의복의 묘사도 실루엣, 색채, 소재

가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단순화 표현은 반드시 필

요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략해 표현하기도하여 이미

지에 간결성과 명료성을 주어 상징성을 부여한다.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키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법

으로 나타낸다.35) 인체의 과장된 표현은 인체 비율

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다. 인체를 과장하는 방법은 인체의 한 부위만을

과장하는 것, 인체비례 자체를 10등신 이상으로 표

현하는 것, 인체와 실루엣 모두를 과장되게 하는

것, 인체의 근육부위를 특히 과장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36) 기형적 표현은 신체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거나 비기계적

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인체가 찌그러지거나 부서

지는 등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나타난다.37) 의인화

표현은 인간의 모습을 동물이나 식물, 사물 등으로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것이다. 풍자적인 표현이나

유머러스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4) 표현 이미지

표현 이미지 별로는 클래식, 환상적, 에스닉, 유

머, 캐주얼, 로맨틱, 페미닌, 엘레강스, 미니멀, 아방

가르드 이미지의 10가지 이미지로 살펴보고자 한

다. 클래식(classic) 이미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유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패션 이미지이다.38) 환상적(fantastic)

이미지는 사실적인 표현과는 반대되는 초현실주의

의 개념에서 온 것으로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듯

하는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느낌이 나며 인체표현

을 특이하게 변형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다

중원근법과 같은 신비한 이미지를 부여한다.39)

에스닉(ethnic) 이미지는 내추럴(natural) 이미지의

일환으로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고

유의 복식문화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소박하고 자유로우며 편안한 이미지를

준다.40) 유머(humor) 이미지는 상대에게 즐거움의 요

소로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도우며41) 풍자적인 만화

이미지에 표현되기도 한다.42) 캐주얼(casual) 이미지

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패션은 인간의 모든 생

활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편한, 개방적인, 따뜻한, 활

동적인, 즐거운 등의 느낌을 주어 편하고 일상적인 표

현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활동, 쇼

핑활동, 여가, 스포츠 활동 등의 생활모습에서 주제를

얻어 표현하는 것이다.43) 로맨틱(romantic) 이미지는

낭만적인 이미지로 부드럽고 소녀의 꿈이 느껴지는

여자다운 이미지이다. 페미닌(feminine) 이미지는 여

성적 문화, 여성의식과 같은 여성해방 운동에서 생겨

난 이미지이다.44) 엘레강스 이미지는 로맨틱한 이미

지 보다는 성숙된 이미지로 현대에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게 된 파워풀한 여성의 모습과 더불어 에로티시

즘(eroticism)을 표현하여 섹시한 여성의 모습으로 표

현되기도 한다. 미니멀(minimal) 이미지는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표현하며 광택나는 원단이나 화려한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매트하고 모던한 컬러를 사용하여 심

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45) 마지막으로 아방가르드 이

미지는 전위적이며 파괴적인 이미지로 분류했다.

5)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상품의 결합 표현방법

상품과의 결합 형태라고 하는 것은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이 상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완성 상품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으로 상품에 나

타난 형태에 따라 평면적 방법과 입체적 방법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을 완제품 프린팅, 텍스타일 프

린팅, 패키지 프린팅과 패치워크, 상품원형 유지,

스티치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평면적 형태는 상품과의 결합형태가 평면적인

것은 입체감이 없이 평평하게 표현된 것으로 주로

프린트한 것을 말한다. 프린팅은 완성된 제품에

단일 패턴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찍는 완제품 프린

팅,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직물에 모티프를 반복하

며 프린트하여 이후에 완제품을 만드는 텍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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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schino Jean,

- Bazzar,

2005, 3월호

<그림 9> Luluguinness,

- Elle Korea,

2004, 5월호

<그림 10> Hera 콤팩트,

- Marie Claire,

2005, 7월호

<그림 11> Mojo. S. Phine,

- Vogue Korea,

2005, 3월호

프린팅, 포장재에 프린트하여 나타나는 패키지 프

린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입체적인 결합 형태는 3차원의 입체적 느낌이

나도록 표현된 것을 말한다. 패치워크 콜라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자체의 형상

을 다른 소재로 잘라서 입체감 있게 표현한 것이

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계

획된 도안에 따라 오려낸 것을 본 천 위에 구성하

는 것인 아플리케 패치워크(applique patch work)

를 주로 사용한다.46) 특히 부직포나 타올지 같은

소재는 두께감이 있어 보다 입체감이 있게 표현되

며 단순화시켜 표현하기에 적당하다. 상품의 원형

유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외형이 곧 상품의

외형이 된 상품을 말한다. 특히 캐릭터 상품이나

화장품 등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일러스트레

이션이 평면적이지 않고 보다 사실감 있게 살아있

는 듯한 이미지를 준다. 수공예 중심의 스티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 기법으로 현대

에는 재봉틀의 발달로 상품의 차별화를 제공하고

고급화시켰다. 스티치를 사용함으로써 원근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하고 현대에는 기계 스티치를 통하

여 보다 섬세하고 미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또한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47)

3. 패션 산업에서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상품군별 표현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임의로 수집한 데이터는 패션 의

류 분야 81개(36.3%), 패션 잡화 50개(22.4%), 기

타상품 44개(21.5%), 패션광고 48개(19.7%)로 구

성되어 있다.

1) 표현 기법

<그림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 상품 군에

서 페인팅 기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패션 의류의 경우는 <그림 9>48)의 모스키노 진

의 티셔츠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핸드 드로잉으로

그린 듯한 페인팅 기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컴퓨터 그래픽 기법, 콜라주, 혼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잡화의 경우는 페인팅 기법 다음으

로 다른 상품군과는 달리 두 번째로는 <그림 10>49)

과 같은 콜라주 방식이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잡화의 경우는 작은 피스를 연결 봉재하여 완

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린트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디자인에

도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컴퓨터 그

래픽, 혼합기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패션의류

패션잡화

기타상품

잡지광고

페인팅 콜라주 C.G 혼합

<그림 12> 표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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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Versace,

- Marie Claire,

2004, 5월호

<그림 15> Just Cavalli,

- Vogue Korea,

2005, 8월호

<그림 16> Etro,

- Vogue Korea,

2002, 6월호

<그림 17> Ncoco,

- Elle Korea,

2003, 11월호

<그림 18> Arena,

- Vogue Korea,

2006, 3월호

기타 상품의 경우는 패션 의류와 유사하게 <그

림 11>50)과 같은 페인팅 기법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컴퓨터 그래픽, 콜라주, 혼합기법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잡지 광고의 경우는 페인팅,

컴퓨터 그래픽, 혼합, 콜라주 기법의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림 12>51)와 같이 핸드 드로잉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페인팅으로 분류하고 평면적이며 양

식화되어 표현된 일러스트의 경우를 컴퓨터 그래

픽으로 분류했다.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 많이 나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전 예상과 달리 수공예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수채화나 펜으로 그린 듯

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광고에 더 많이 사용된

점은 특이할 만하다 하겠다.

2) 드로잉 기법

<그림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 분야에서

<그림 14>52)과 같이 생략하는 부분없이 최대한 사

실적으로 표현한 명암드로잉 기법이 가장 많이 활

용되었다. 명암 드로잉이 의류 59.3%, 잡화 50%,

0% 20% 40% 60% 80% 100%

패션의류

패션잡화

기타상품

잡지광고

윤곽드로잉 동작드로잉 명암드로잉 스케치드로잉 상상드로잉

<그림 13> 드로잉 기법

기타상품 52.3%, 광고 43.8%로 가장 많았다. 패션

의류에서는 윤곽드로잉<그림 15>53), 상상드로잉

<그림 16>54), 스케치 드로잉<그림 17>55)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작 드로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패션

잡화와 기타상품의 경우는 명암, 윤곽, 상상 드로

잉이 비중있게 나타났으며 적은 수이긴 하지만 동

작, 스케치 드로잉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잡지 광고는 앞 서 언급한 패션 잡

화와 마찬가지로 명암, 윤곽, 상상, 동작, 스케치

드로잉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의류와 같이 명암

드로잉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선과

면만을 이용하여 윤곽을 나타낸 윤곽드로잉의 빈

도가 높았다. 이러한 표현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을 상품에 접목시키면서 보다 간소화시키고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쇄매체에 나

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로 연구한 선행연

구들이 회화적 성격을 띤 일러스트레이션에 한정

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업적인

목적의 상품에 활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연

구하였기에 추상적이고 강렬하며 개성적인 이미지

가 잘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들이 특히 많았

으리라 생각된다. 상상드로잉도 높은 빈도를 나타

내고 있으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그림 18>56)

과 같은 동작 드로잉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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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Fiorucci,

- Elle Korea,

2002, 6월호

<그림 21> Lone Costume,

- Vogue Korea,

2005, 1월호

<그림 22> Kate Spade,

- Marie Claire,

2004, 5월호

<그림 23> Loro Piana,

- Marie Claire,

2007, 10월호

3) 인체 표현

<그림 19>에서 제시한 빈도에 의하면 전 상품

군에서 과장된 표현<그림 20>57)이 가장 많이 나

타났다. 패션 의류의 경우는 과장된 표현의 다음으

로 단순화된 표현, 기형적 표현<그림 21>58), 사실

적 표현, 의인화된 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잡

화의 경우는 과장된 표현이 주로 나타났으며 인체

의 비례를 과장하거나 가슴, 허리, 둔부 등 신체

일부의 묘사가 과장되었다. 다음으로는 단순화된

표현<그림 22>59)과 기형적 표현이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사실적 표현이 그 다음 순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했다.

0% 20% 40% 60% 80% 100%

패션의류

패션잡화

기타상품

잡지광고

사실적표현 단순화표현 과장표현 기형적표현 의인화표현

<그림 19> 인체 표현

기타 상품의 경우는 과장된 표현, 단순화된 표

현, 사실적 표현, 기형적 표현, 의인화된 표현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의인화하여 표현된 예가

있기도 했다. 잡지 광고의 경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단순화된 표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

며 다음으로 과장된 표현, 사실적 표현<그림 2

3>60), 기형적 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잡지광고가

다른 상품 군에 비하여 사실적인 표현이 많은 것

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지는 정보 전달과 설

명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 이미

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감과 생동감이 있게 묘

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표현 이미지

<그림 24>에서와 같이 표현 이미지는 각 상품 군

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의류의 경우 유머 이미지<그림 25>61)가 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림 26>62)과 같은 아방

가르드 이미지가 21%로 많았다. 21세기에 주요 트렌

드는 재미와 흥미를 주는 것으로 상품 자체의 기능

성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이 되며 재미를 줄 수 있

는 가치까지도 고려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패션 잡화의 경우 유머 이미지와 캐주얼 이미지

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패션 잡화는 매우

일상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하여 상품 그 자

체로도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림 27>63)의 Lolli-

pops의 가방의 경우 패셔너블한 여성 두 명의 일상

생활의 단편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

의 토털 코디네이션 소품으로써 이미지를 강조하고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 이 밖에 로맨틱 8%, 페미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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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arni,

- Vogue Korea,

2007, 12월호

<그림 26> Dior,

- Elle Korea,

2001, 8월호

<그림 27> Lollipops,

- Vogue Girl,

2004, 7월호

<그림 28> Barbie cosmetic,

- Elle Korea,

2005, 1월호

<그림 29> Puma 광고,

- Elle Korea,

2003, 1월호

<그림 30> Esquire 광고,

- Elle Korea,

2004, 11월호

8%, 에스닉 6%, 클래식 6%, 환상적 6%, 미니멀

6%, 아방가르드 6%는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0% 20% 40% 60% 80% 100%

패션의류

패션잡화

기타상품

잡지광고

클래식 환상적 에스닉 유머 캐주얼

로맨틱 페미닌 엘레강스 미니멀 아방가르드

<그림 24> 표현 이미지

기타 상품은 <그림 28>64)의 예와 같은 페미닌

한 이미지가 25%로 가장 많은 상품에 나타났다.

이는 화장품에 표현된 이미지의 영향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섹슈얼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여성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함이라

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유머 이미지가 많았는데

팝아트 이미지나 그래픽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잡지 광고는 일상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

현한 캐주얼 이미지가 35.4% 비중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그림 29>65)의 브랜드

푸마(Puma)의 광고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

면서 생동감 있고 경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

는 스포츠 브랜드가 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잘 반

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0>66)의 에스콰이

어(Esquire) 광고는 매우 실험적으로 이미지를 표

현했다. 인체에 소재의 이미지를 잘 살려 표현함

으로써 잡화 브랜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를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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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Hum,

- Vogue Girl,

2004, 7월호

<그림 33> Moschino,

- Vogue Korea,

2002, 5월호

<그림 34> Castelbajac,

- Elle Korea,

2001, 6월호

<그림 35> Tsumori chisato, 

- Vogue Girl,

2004, 7월호

<그림 36> Louis Vuitton,

- Elle Korea,

2008, 2월호

앞서 제시한 분석틀과는 달리 패션 이미지에서

는 각각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는 각 상품군별로 요구

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가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상품과의 결합 형태

상품과의 결합 형태는 <그림 3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완제품 프린팅이 많았다. 잡지 광고의

경우 100%이며 다른 상품 군에서도 이러한 결합

이 의류 87.7%, 잡화 88.0%, 기타 84.1%의 비중으

로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빈

도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상품개발에

서 다양한 결합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생각하여 다양한 결합 형태의 사례를 조사했다.

75% 80% 85% 90% 95% 100%

패션의류

패션잡화

기타상품

잡지광고

완제품프린팅 텍스타일프린팅 패키지프린팅

패치워크 상품의 원형 스티치

<그림 31> 상품과의 결합형태

패션 의류 상품 군은 대부분이 완제품 프린팅

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32>67)처럼 텍스타일에 모

티프를 반복하여 재미있게 표현한 것들이 있었으

며, 패치워크 방식으로 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표

현된 것도 있었다. 부직포와 같은 두께감이 있는

소재들을 원하는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로 표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68)을 보면 이러한 방식

이 잘 나타나 있다. 인체나 옷의 표현이 입체적이

면서 머리모양이나 다리의 장식은 털실을 통하여

콜라주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34>69)와

같이 스티치 방식으로 바느질 형태로 드로잉 형태

를 나타낸 것도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입체

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하여 프린트와

같은 평면적인 방식과 다른 느낌의 재미를 주며,

수공예로 이루어지기도 하여 상품의 상업적 가치

로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재봉틀 기술

의 발달로 패치워크나 스티치와 같은 기법으로 일

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하는 것도 대량생산이 가능하

여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상품과의 결합 표현방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은 패션 잡화이다. 완제

품 프린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림 35>70)와 같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자체의 형상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나타내어 재미

있게 표현하거나 <그림 36>71)의 루이비통의 가방

처럼 스티치로 표현하기도 했다. 잡화의 경우 소

재의 제한이 없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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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방식이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기타 상품에는 제품에 프린트 되는 것 외에

패키지 디자인과 상품의 원형을 나타내는 방식으

로 나타났다. 앞 서 제시한 <그림 5>의 안나수이

의 돌리걸 향수는 상품 자체의 형태에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이 그대로 입혀져 그 원형을 표현하였

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패키지 디자인 형태로 나

타나는데 최근 화장품 분야에서 중요시하는 디자

인 분야로 브랜드 특유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

미지를 상품의 포장재에 접목하여 상품과 더불어

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완제품에 프린트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

태로 상품과 결합하여 상품화되었지만 특징적이지

는 않았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패션 의류, 패션 잡화, 기

타 상품, 잡지 광고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빈

도 분석하였다.

먼저, 표현 기법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핸드드로

잉 등으로 이루어진 페인팅 기법이 가장 많이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 많이

나타났다. 드로잉 기법의 경우는 명암드로잉, 윤곽

드로잉, 상상드로잉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

으며 이 외에 동작드로잉과 스케치드로잉은 지금

은 비록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의 작품에

활용한다면 상품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

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체 표현에 관해서는 모든 상품군에서 과장표

현, 단순화표현, 사실적표현, 기형적표현 순으로 나

타났으며 의인화표현은 패션 상품과 기타 상품에

만 나타났다. 인체 표현에서는 상품군별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표현 이미지에 관해서는 상품군

별로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다. 패션 의류, 패션 잡

화의 경우는 유머 이미지가, 잡지 광고의 경우는

캐주얼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 상품

의 경우는 페미닌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품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결

합 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전 상품군에서 완제품

프린팅 기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 패션

의류의 경우는 텍스타일 프린팅, 패션 잡화의 경

우는 스티치, 기타 상품의 경우는 상품 원형이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와 마찬

가지로 상품과의 결합 형태에서도 상품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시즌별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을 분류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예상한 결

과 이상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패

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의 경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패션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앞으로도 패션 상품 디자인

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고찰한 연구로 향후 상업적 도구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기

초적인 학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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