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4, No. 8 (Dec. 2014) pp. 97-110 http://dx.doi.org/10.7233/jksc.2014.64.8.097

아동의류에 나타난 동물표현 분석과 디자인 개발

김 찬 주․노 미 경⁺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겸임교수⁺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of� Animal� Expression�Methods�

Applied� in� Kids'�Wear�

Chanju� Kim․Mikyung� Ro⁺
Professor, Dept.of Fash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Dept.of Fash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4. 7. 25, 심사(수정)일: 2014. 9. 1, 게재확정일: 2014. 9. 29)

ABSTRACT1)

Animals, as a part of nature, have much influence on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are one of children's favorite subjects of design.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animal ex-
pression methods and types of animals, in relation to gender and item based on a collection of 
children's clothing and accessories that use animal as their theme. The collection consists of 148 
clothing and 75 accessories (total of 223 items), which were collected from on-line shopping sites 
for children's clothes. Analysis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observations. Animal expression was 
categorized into four methods: emblem, illustration, character, and pattern.(The most common 
method was character, followed by pattern, illustration, and emblem. In relation to gender and 
clothing item, animal expression methods varied widely:(character was the most popular for) boys' 
t-shirts and accessories, while girls' bottoms and dresses. 

As for (animal) types, Mammalia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birds and insects. Dogs 
and puppies were popular both genders.(However, differences in preferences existed as) boys 
liked big and wild animals such as bears, tigers, and foxes, while girls liked small and cute ani-
mals such as rabbits, cats, owls, and butterflies. Based on these results, six types of animals 
(rabbits, elephants, large-beaked bird Toco Toucans, fish, penguins, and bees) were selected as 
themes for kids' vest designs and, among them, three design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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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어려서부터 많은 동물을 보며 자라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동물은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생명

체로 인식되며 친숙한 느낌을 주고 친구 같은 존재

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디즈니 만화영화나 뽀로로와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방영되어 그 대상이 된 동물들은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호감을 주는 매개체 역

할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물들은 옷이나

모자, 가방, 신발과 같은 의류는 물론 문구나 그릇

등 생활용품의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물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가운데 하나이

다. 아동들은 동물을 통해서 단지 친근감을 느끼는

것 뿐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

끼기도 하므로 동물은 아동들에게 좋은 교육적 효과

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의복에 표현된 동물캐릭터는

브랜드에 익숙함과 함께 개성과 재미,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여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충성심을 불

러일으켜서1) 상품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대자연이 패션트렌드의 한 주제로 부상

함에 따라 식물과 동물을 응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디자인들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 의류디자인에서 식

물을 사용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동물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아동복에서는 동물이 아이들에게 친근한 생명체로

서 자연을 체험하고 상품에 호감을 갖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므로 식물에 비해 더욱 사용빈도도 높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아동복 디자인 사례들에 대하

여 연구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동물표현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들을 살

펴보면 주로 동물캐릭터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

다. 동물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심리와 감성 분석

2)3), 캐릭터 활용 분석4)5), 동물캐릭터에 대한 선호

도 분석과 마케팅활용6)7)에 집중 되어있다. 의복에서

의 동물표현방식은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표현방식

이 존재하고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동물표현방식과 동물종류에 대한 기호도 남

녀에 따라 다르며, 의복아이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연

구들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동물을 디자인의 주제로

표현한 아동의류와 잡화를 조사하여 동물을 표현하

는 방식들과 사용되는 동물종류를 유형으로 분류하

고, 성별과 의복아이템에 따라 동물표현방식과 동물

의 유형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는데 있

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동물을

주제로 아동베스트를 디자인하고 이들 중 일부를 제

작함으로서 아동복의 동물표현 방식과 동물종류 응

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동물 표현방식의 종류
의복에서 동물은 주로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양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모티프의 형

태적 특징과 묘사하는 방법에 따라 사실적, 약화, 추

상적, 기하학적인 표현의 4가지가 주로 거론되어 왔

다.8) 사실적(realistic) 표현은 문양의 대상을 있는 그

대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적 표현이라고도 불리

며, 약화(stylized)는 사물의 특징을 축약하거나 특징

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특히 전통문양으로 많이 사용

되어 왔고, 기하학(geometric) 표현은 줄무늬, 격자무

늬와 같이 기하학적 규칙을 가지도록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abstract)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자

유롭게 창조하는 표현방식을 의미한다.9) 동물을 대

상으로 하는 문양 표현방법은 식물과 마찬가지로 패

턴으로 표현되는 약화방식도 일부분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적 표현이 대다수이며, 기하학 표현

이나 추상 표현은 매우 드물다.10)

의복에서 문양의 표현성은 모티프의 특징에 따른

분류 외에 사용된 장식 기법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

다. 김지현과 간호섭11)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북아

시아 지방의 전통문양을 조사하면서 형태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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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 자수, 금박, 염색, 패치워크, 프린트 등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장식기법을 살펴본 결과 의도

하는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정아 외12)는 아동용 제품디자인에 사용된 문양

표현방법은 사실적 표현, 재현적 표현, 표현적 표현,

만화적 표현의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이 중 사실적 표현은 실제 대상을 있는 그

대로 묘사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사실적 표현기법들

과 동일하다. 재현적 표현은 사실주의적 관점을 적용

하나 대상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

태나 색의 비례를 다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표현적 표현은 디자이너의 주관이 강하게 들

어가 실제 대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를

일컬으며 만화적 표현은 도안적 색채와 단순한 선,

의인화 표현 등을 이용하여 만화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양식이라고 설명하였다13). 이 분류는 주로 아동

용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방법에 사용되는 예이긴 하

지만 의류나 문구 등 아동용 제품의 여러 디자인 영

역에서 문양의 용도에 따라, 또는 작가의 개인적 취

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동을 위한 상품디자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

는 문양표현방법은 캐릭터이다. 문양의 캐릭터(cha-

racter)는 만화적 표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동

물을 캐릭터로 개발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캐릭터의 사전적 의미는 작품 속의 대상

일 뿐만 아니라 상징성을 가진 마스코트, 등장인물을

상품화한 제품 등도 포함하는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다.14) 아동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나 욕구의

표현을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15) 캐릭

터는 언어를 대신해 그들의 자기표현 욕구와 공감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감을 얻는 캐릭터

는 독특성, 간결성, 완성도의 요인을 가지며, 의인화

를 통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생동감을 갖게 되

며16), 행복감과 즐거움, 시선 집중, 놀라움 등의 요소

를 필요로 한다.17) 캐릭터를 문양으로 활용한 의류나

소품 등은 제품의 특성을 표현함은 물론 브랜드의

인지도와 긍정적인 연상 이미지를 형성하여 선호도

를 높이며,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동물을 이용한 아동용 제품을 구매한 후 올린 댓

글을 조사한 결과 동물제품은 아동들에게 호감을 불

러일으키고 나아가 해당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만족

감과 선호도를 높이며, 제품을 사용하는 아동들의 이

미지도 변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매후

기에 올라온 표현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미키마우스 캐릭터 중에 울 딸이 제일 좋아하는

토끼예요. 이 티를 보자마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최고예요를 외치는 4살 딸... ㅋㅋ 기분좋네요.”18)

“왕눈이 개구리 장화 넘 귀엽고 예쁘고 아이가 너
무너무 좋아해요.”19)

“우리 딸이 좋아하는 부엉이 그리고 가방 본 사람
들도 좋아하는 부엉이, 딸이 완전 센스장이가 되었
어요.”20)

이처럼 아동용품에서는 동물을 주제로 하여 다양

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품에 개성을 부여하고 아동

들에게 흥미와 친밀감을 주는 디자인이 많고 형태는

동물을 친근하게 의인화시킨 캐릭터가 가장 일반적

이다. 의류의 경우에는 캐릭터 외에도 브랜드 정체성

을 표현하기 위해 동물을 로고화하여 사용하는 엠블

럼(emblem)과 형태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일러스트(illust) 기법21), 작은 모티프들을 일정한 형

태로 배열하는 패턴(pattern) 방식 등 의류제품의 특

징을 살린 다양한 표현방법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

동복 디자인 연구에서 캐릭터와 일러스트 표현방식

의 실증적 사례들은 다수 있으나 엠블럼과 패턴에

대한 연구사례는 매우 적고, 이들을 성별과 의복품목

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2. 동물캐릭터의 역할
동물을 캐릭터화하기 시작한 것은 1911년 윈저 맥

케이(Winsor Zenis McCay)가 제작한 <공룡 거티>

(Gertie the Dinosaur)에서 비롯되었으며, 1928년 월

트디즈니(Walt Disney)에 의해 <증기선 윌리>(Steam-

boat Willie)를 제작하면서 쥐를 소재로 미키마우스

라는 동물캐릭터를 창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물이

캐릭터화 되어 등장하게 되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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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인화

- http://m.beauty.hankooki.

com

<그림 2> 사실형

- http://www.debenhams.

com

<그림 3> 변형형

- http://item2.gmarket.co.kr

<그림 4> 브랜드 로고,

쟈뎅 드 슈에뜨

- http://www.google.co.kr

캐릭터화 되는 동물들은 주로 전설, 신화, 민화 등

에 등장하거나, 인간과 친숙하며 온순한 귀여운 종류

이며, 인간의 행동을 풍자적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

는 것이 대부분인데23), 최근에는 만화나 영화 등을

통해 친숙해진 동물 문양들이 아동들의 전폭적인 지

지를 얻고 있다. 김연섭과 윤창숙24)은 동물 캐릭터의

활용은 사용된 상품에 대해 주목하고 이해 또는 기

억하는 인식적 효과와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불러일

으키는 정서적 효과가 있으며, 또한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제품과 브랜드에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

미지 효과도 있어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돕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학식 외25)는 동물캐릭터가 브랜드에 주는 영향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물캐릭터에는 재미와 이야기가 함축되어 소비
자와 상호관계를 주고받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여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이루며, 이때 소비

자들은 브랜드 캐릭터에 인간의 성격을 부여하고
의인화하게 되어 브랜드와의 관계를 편하게 한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동물캐릭터는 브랜드 아

이덴티티의 형성과 전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동물 캐릭터 의상은 나이, 성별, 세대, 국

적에 상관없이 공감 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을 가장

잘 부각 시킨다.26)

최근의 신문기사27)에 따르면 “동물 캐릭터는 불황

에 지친 마음을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봄철

나들이나 신혼부부의 커플티, 가족 단위 단체의류 등

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

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불안한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 불황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일

종의 자기만족 소비행태로서 사자, 호랑이, 사슴, 오

리, 말, 새, 곰 등의 맹수에서부터 귀여운 동물까지

동물 캐릭터 패션이 뜨고 있다는 것이다.28) 또한 롯

데백화점29)에 따르면 백화점에 입점한 패션매장에서

동물 프린팅 상품의 판매율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물 캐릭터를 선보이

고 있는 브랜드는 50여 개 이상으로 다양한 아이템

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30)

이처럼 캐릭터화 된 동물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다

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

이미지를 형성하고,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다른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31)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3. 동물을 이용한 패션디자인 사례
패션디자인에서 동물을 모티브로 개발한 사례들은

대다수가 캐릭터화를 시도하였다. 동물캐릭터를 이용

한 패션디자인 개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동물

의 특징이나 개성을 부가시키기 위해 상징성을 강조

하고 있다. 캐릭터 구성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

는 각 신체부위의 상대적인 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32)

캐릭터는 보통 의인화, 실물형, 변형형의 3가지 형

태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33) 의인화는 인간의 성

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림 1>34)은 우리와 친숙한

12간지의 동물을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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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엠블럼

- http://www.aliexpress.com

<그림 6> 일러스트

- http://studiobdiary.co.kr

<그림 7> 캐릭터

- http://www.debenhams.com

<그림 8> 패턴

- http://www.aliexpress.com

실물형은 동물의 실물 그대로를 옮기는 것이며<그림

2>35), 변형형은 실제보다 1/2 크기로 줄여 얼굴은 크

게, 몸은 작게 하여 전체적으로 어린모습을 하는 것

을 말한다.36) 어린 모습은 대개 동그란 몸체, 넓은

이마, 등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실제 아기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37), 귀여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38)

캐릭터를 이용한 의상들은 아동복 뿐 아니라 성인

의류에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39)는 쟈뎅 드 슈

에뜨(jardin de chouette)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동물

로서 올빼미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시각적인 홍보효

과를 얻고 있다.

3. 연구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몰 사이트들을 검색하여 의류 148개, 잡화 76개 총

224개를 수집하였다. 분석 검색 시기는 2013년 6월

15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진행하였고 그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트에서 사라져 2014년 3얼 3일

에서 4월 5일 사이에 2차로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였고40),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대유목은 의복아이템, 성별,

동물표현방식, 동물의 종류로 나누었다, 둘째, 이들

대유목은 상호유사성에 근거해 소유목으로 분류하였

다. 아동복에서 발견된 16개 의복 아이템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 티셔츠(티셔츠, 셔츠), 니트(니트, 베스트,

가디건), 후디(hoodie, 후드달린 점퍼와 집업), 하의

(바지, 스커트), 드레스, 잡화(모자, 신발, 머플러, 장

갑, 양말)의 6가지 소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 남녀공용의 3개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동

물의 표현양식과 사용된 동물종류의 유목 결정은 전

체 아동의류와 잡화에 표현된 모습을 관찰하여 각각

의 공통된 특징에 따라 소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각 소유목들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얻었다. 각 셀의 빈도가 적은 유목들은

백분율 비교가 의미가 없어서 빈도로만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남녀 아동이 함께 입을 수 있

고, 선행연구에서 가장 디자인 개발사례가 적었던 아

동베스트를 선정 동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디

자인을 개발하고 일부를 제작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아동복에 나타난 동물표현방식 유형 분류
아동의류에서 동물을 표현한 방식을 분류하기 위

해 먼저 분석 대상 자료를 전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동물이라는 모티프의 종류와 묘사방법이 제한적이므

로 문양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실, 약

화, 기하학, 추상의 4가지 표현방법을 적용하여 분류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장식기법에 의한 분류 또한

대다수가 프린트였고 패치워크나 자수 등 일부가 있

기는 하나 온라인상의 사진으로는 명확히 분별하기

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오히려 표현의 유사성과

동물의 크기, 동물을 배치한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어 이들 3가지 점에 근거해 분류하는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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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분류 결과 아동의류에서

동물을 표현한 방식은 엠블럼(emblem), 일러스트

(illust), 캐릭터(character), 패턴(patter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엠블럼은 동물의 얼굴이

나 전체적 모습을 작은 형태로 만들어 브랜드 로고

나 상징역할을 하도록 옷의 한 부분에 사용한 경우

를 의미한다.<그림 5>41) 일러스트는 동물의 전체나

특징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6>42) 캐릭터는 동물의

전체나 부분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특징을 강조하며

모자나 안경을 씌우는 등 의인화하여 표현하며 크기

가 비교적 크고<그림 7>43), 패턴은 <그림 8>44) 처럼

동물의 크기가 작고 일정하게 배열하여 동물 모양

자체가 강조되기보다 배열이 강조되는 형식이다.

2. 성별과 의류아이템에 따른 아동복의
동물표현방식 차이

동물표현방식은 성과 의류아이템에 따라 다소 차

이를 보였다. 먼저 의류와 패션 잡화로 나누어 성별

차이를 보았는데, 남아 의류와 남녀공용 의류에는 캐

릭터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여아의류는 일러스트

와 캐릭터, 패턴의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1>.

특히 패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여아의류의 경우는 동물을 작은 모티프로 삼아 옷

전체에 배열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따라서 동물자체

의 특징을 표현하기 보다는 귀여운 이미지를 추구하

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잡화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캐릭터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고 다른 표현

방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캐릭터 방식은 여아가 남

아에 비해 좀 더 빈도가 높았으며, 남녀 공용의 잡화

에서도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다<표 2>.

남아와 여아, 공용의 전체로 보면 의류는 캐릭터

(44.0%), 일러스트레이션(23.0%), 패턴(21.0%), 엠블

럼(10.5%)의 순서로 동물을 표현하였으며, 잡화는

캐릭터가 88.7%를 차지하여 잡화에서는 특히 동물표

현을 위해 주로 캐릭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잡화제품은 크기가 작아 일러스트나

패턴의 방식으로는 동물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

문에 동물의 부분적 특징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방

식인 캐릭터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류 남아 여아 공용 합

엠블럼 2 7 7
16

(10.5)

일러스트 13 22 0
35

(23.0)

캐릭터 27 23 17
67

(44.0)

패턴 4 28 2
32

(21.0)

합
46

(30.2)

80

(52.6)

26

(17.1)

152

(100.0)

<표 1> 성별 동물표현방식의 차이 (의류)

단위: 빈도(%)

종류 남아 여아 공용 합

엠블럼 3 0 1
4

(5.6)

일러스트 0 0 3
3

(4.3)

캐릭터 6 14 43
63

(88.7)

패턴 1 0 0
1

(1.4)

합
10

(13.7)

14

(19.2)

47

(67.1)

71

(100.0)

<표 2> 성별 동물표현방식의 차이 (잡화)

단위: 빈도 (%)

각 의복 아이템 군에서 동물이 이용되고 있는 정

도를 비교한 결과 티셔츠(35.4%), 잡화(32.7%), 후

디(13.9%), 니트(7.6%), 드레스(7.6%), 하의(2.7%)

의 순서로 동물을 이용한 디자인의 분포를 보였다.

즉 하의와 드레스에 비해 상의에서 주로 동물을 이

용하여 디자인이 개발되었고, 잡화는 동물이 디자인

의 좋은 주제가 되고 있었다.

의복아이템에 따라 동물표현방식의 차이를 보면

잡화와 티셔츠, 후디에서는 캐릭터의 빈도가 높은데

비해, 니트에서는 일러스트의 빈도가 높고, 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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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니트 후디 하의 드레스 잡화 합

엠블럼 5 1 9 　 　 4
19

(8.5)

일러스트 12 10 　 　 6 2
30

(13.5)

캐릭터 46 4 14 1 5 65
135

(60.5)

패턴 16 2 8 5 6 2
39

(17.5)

합
79

(35.4)

17

(7.6)

31

(13.9)

6

(2.7)

17

(7.6)

73

(32.7)

223

(100.0)

단위:빈도(%)
<그림 9> 의류아이템별 동물표현방식 비교(막대그래프)

<표 3> 의류아이템별 사용된 동물표현방식 비교

단위: 빈도(%)

패턴이 많았고, 드레스는 엠블럼을 제외한 여러 동물

표현방식이 고르게 나타나는 등 각 의복아이템에 따

라 채택하는 표현방식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3>,

<그림 9> 이러한 결과는 의류아이템에 따라 동물표

현방식을 달리하여 디자인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그리고 티셔츠와 후디, 잡화와 같이 아동들

의 착용빈도가 높은 의복 아이템에 주로 캐릭터로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아동의류에서 동물캐

릭터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의류아이템 전체를 보았을 때도 동물표현방식은

역시 캐릭터(60.5%)가 가장 많고 패턴(17.5%)과 일

러스트(13.5%), 엠블럼(8.5%)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아동복에 사용된 동물 유형 분류
아동복에 사용된 동물종류를 공통점에 따라 분류

한 결과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조류, 곤충의

6가지 동물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출현빈도는 포유류

(71.6%), 조류(15.2%), 곤충(6.2%), 파충류(2.7%),

양서류(2.7%), 어류(1.6%) 순으로 나타나 동물표현

이 주로 포유류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표 4>. 표

4에서 보듯이 포유류는 빈도도 가장 높았지만 사용

된 동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다. 토끼(빈도 합

18), 강아지(17), 곰(16), 원숭이, 호랑이(11), 사슴,

말, 코끼리(8) 등 일상에서 접촉을 하거나 동화책의

소재가 되어 아동들에게 친숙한 동물들이 모티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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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조류 곤충 Total

엠블럼

곰, 강아지(3), 팬더, 고양이(2), 말, 사슴,

원숭이, 양, 코끼리(1)
공룡(2) 개구리(2) 　 큰부리새

나비,

무당벌레,

벌
22

(8.6)

14 2 2 0 1 3

일러

스트

강아지(6), 여우(3), 기린, 곰, 코끼리,

너구리, 돼지, 말, 사슴, 젖소, 토끼, 범,

호랑이(2)

뱀 붕어
부엉이(3), 오리,

펭귄, 학(1)
나비

40

(15.6)

31 1 0 1 6 1

캐릭터

토끼(14), 곰(11), 원숭이(10), 호랑이(7),

강아지, 팬더(6), 고양이, 여우, 기린, 고래,

너구리(5), 양(4), 다람쥐, 돼지, 박쥐,

코끼리, 사슴, 사자(3), 수달, 생쥐, 얼룩말,

치타, 코알라, 하마(2)

공룡(2),

카멜레온
개구리(5) 붕어

부엉이(8),

펭귄(5), 참새(3),

큰부리새,

병아리, 비둘기,

앵무새(2)

벌(4)

무당벌레

(2)
152

(59.1)

113 3 5 1 24 6

패턴

말,표범(3), 강아지, 낙타, 다람쥐, 사슴,

여우, 얼룩말, 젖소, 코끼리, 토끼, 팬더(2)
공룡 　

열대어

(2)

닭, 오리,

큰부리새(2),

펭귄, 학(1)

나비(4),

무당벌레(

2)

43

(16.7)

26 1 0 2 8 6

Total
184

(71.6)

7

(2.7)　

7

(2.7)

4

(1.6)　

39

(15.2)　

16

(6.2)

257*

(100.0)

*한 개 의복에 동물이 복수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례수(223)보다 많아짐.

<표 4> 동물종류에 따른 표현방식의 차이

단위:빈도(%)

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강아지와 사슴, 토끼 등은

여러 표현방식을 적용하여 골고루 디자인의 소재가

되었다. 조류에서는 부엉이(11), 펭귄(7), 큰부리새

(5) 등이 동물모티프로 이용 빈도가 높았고, 곤충 군

에서는 나비(6), 무당벌레(5)가 비교적 많이 이용되

었으며, 이들 동물들 역시 한 가지 방식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모습으

로 디자인되었다. 반면 자주 접할 수 없어 외형이 낯

선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사용빈도도 낮고 종류도

매우 한정적이었다.

모든 표현방식에서 포유류가 현저하게 많았으나

캐릭터에서는 조류도 상당수 나타났다. 표현방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동물 문양의 종류를 보면 캐릭

터표현에서는 포유류가 가장 토끼와 곰, 원숭이 등이,

일러스트는 강아지, 엠블럼은 곰과 강아지, 패턴은

나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표 4>

동물 전체를 놓고 보면 동물표현방식은 캐릭터

(59.1%)가 차지하는 비중이 패턴(16.7%), 일러스트

(15.6%), 엠블럼(8.8%)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동물

종류에 관계없이 역시 캐릭터 표현이 월등하게 선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

물은 일상에서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거나, 동화책이

나 만화 등에서 자주 접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공포,

낯설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종류인

포유류이며, 표현방식에서는 동물의 특징을 귀엽고

재미있게 캐릭터화한 방식이 가장 우세하다. 이를 통

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성별과 의류아이템에 따른 아동복에 사용된
동물종류의 차이

의류아이템별로 사용된 동물문양의 종류는 하의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에서 포유류가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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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남아 티셔츠 -

포유류, 곰

- http://www.debenhams.com

<그림 11> 여아 니트 -

포유류, 토끼 -

http://bebechou.co.kr

<그림 12> 남녀공용 후디스

- 포유류, 고양이

- http://www.boribori.co.kr

<그림 13> 남녀 공용 운동화

- 포유류

- http://www.nsmall.com

되어 전체적으로 포유류의 비중(71.6%)이 다른 동물

군, 즉 조류(15.%), 곤충(6.3%), 파충류와 양서류(각

2.7%), 어류(1.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표 5>. 표

5에서 의류아이템별로 비교해보면 티셔츠에서는 곰,

여우, 강아지, 토끼, 부엉이, 나비 등의 동물문양을

많이 볼 수 있고, 잡화 역시 토끼, 원숭이, 곰, 강아

지 등의 포유류와 함께 개구리와 펭귄 등 양서류, 조

류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 들이 이용되고 있었다. 티

셔츠와 양말, 장갑 등 잡화는 구매빈도와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아동들에게 친밀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여러 동물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디자인할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된다. 중의나 외의에 속하는 니

트와 후디는 강아지와 여우, 원숭이 등의 빈도가 높

게 나타나 상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들 포유류

동물을 캐릭터나 일러스트로 개성 있게 표현한 디자

인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하의는 토끼와 열대

어, 큰부리새 등 특정 동물 군에 매이지 않고 여러

동물들이 이용되었다.

성별에 따라 주로 사용된 동물종류를 보면 남아와

여아 공통적으로 포유류가 가장 많았는데, 남아복

(82.3%)이 여아복(62.3%)에 비해 포유류 비중이 더

욱 높았다. 여아복에서는 포유류 외에도 조류(19.5%)

와 곤충류(7.0%), 어류(3.5%) 등 다른 종류의 동물

들도 문양으로 종종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7>. 남아복은 곰, 호랑이, 여우 등 이미지가 강한 동

물이 많았고<그림 10>45), 여아복은 토끼, 강아지, 사

슴, 고양이 등 주로 귀엽고 따뜻한 이미지의 동물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부엉이, 나비, 큰부리새, 개구리,

열대어 등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가 남아보다 다양하

였다. 특히 강아지는 남아, 여아, 공용 모두에서 공통

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의

류에서 가장 선호되는 동물 모티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에서 13은 남아복과 여아복, 잡화에서 동

물문양을 사용한 예를 보여준다. 티셔츠와 니트, 후

디 종류에서도 강아지, 원숭이, 고양이 등의 동물들

이 가장 많았다.<그림 11>46), <그림 12>47) <그림 1

3>48)의 판다곰을 캐릭터화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한

운동화처럼 아동잡화에서도 토끼, 곰, 원숭이 등의

포유류(78.2%)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표 5>

포유류 외의 동물로는 성과 아이템 구분 없이 모

두 조류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아복에서는 조류에

속하는 부엉이가 문양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

다. 부엉이 외에도 나비와 작은 새 등 곤충과 조류에

속하는 여러 다른 동물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옷 전체에 걸쳐

정형화된 패턴의 형태로 나타났다.

5. 동물을 주제로 한 아동복 디자인 개발
분석결과를 근거로 동물이 주제인 아동복 디자인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주안점을 설정하였다. 아이들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동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과 동물의 전체 형태보다 그 동물을 상징하

는 특정 부위를 표현함으로서 흥미와 상징성을 강조

하였다. 특히 동물 고유의 색채가 기존 아동복 디자

인에서는 무시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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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니트 후디 하의 드레스 잡화 합l

포유류

곰(8),여우,강아지(5)

고래,너구리,토끼(4),

기린,코끼리 호랑이,

낙타, 치타(3),

다람쥐, 말, 표범,

얼룩말, 사슴(2) 등

강아지, 여우(3),

너구리(2),

다람쥐, 말, 사슴

(2), 코끼리,

박쥐, 토끼,

팬더, 표범(1)

강아지(4)

원숭이(3), 곰,

표범, 사슴(2),

너구리, 말,

박쥐, 팬더,

코알라, 소(1)

토끼(2),

표범, 말

여우(4)

기린(2),

사슴(2),

얼룩말,

코끼리,

호랑이,

하마

토끼(11), 원숭이(7),

곰(6) 양, 고양이,

강아지,호랑이(5),

팬더(4),코끼리(3)

얼룩말, 치타(2) 등

184

(71.6)

67 16 19 4 13 65

파충류
공룡(3), 카멜레온 뱀 공룡 공룡 7

(2.7)5 1 1 0 1 0

양서류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5) 7

(2.7)1 0 0 1 0 5

어류
붕어(2)

열대어

(2)
4

(1.5)
2 0 0 1 0 0

조류

부엉이(5), 큰부리새,

펭귄(2), 비둘기,

앵무새 등

부엉이(2), 오리,

학
큰부리새, 펭귄

큰부리새

(2)

부엉이,

오리,학

부엉이(2) 펭귄(4), 병아리(3),

닭, 새(2), 부엉이
39

(15.2)

13 5 2 5 2 12

곤충
나비(4), 벌(1)

무당벌레,

벌(2), 나비(1)

무당벌레,

나비(1)
무당벌레(2), 벌(2) 16

(6.3)
5 0 5 0 2 4

Total
93

(36.2%)

22

(8.6%)

27

(10.5%)

11

(4.3%)

18

(7.0%)

86

(33.5%)

257

(100.0)

<표 5> 의류아이템별 사용된 동물종류 비교

단위: 빈도 ( % )

특정 동물의 색채적 특징이 디자인에 반영되도록 하

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김정아 외49)의 연구에서 분

류되었던 재현적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물종류는 아동복에서 포유류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던 분석결과를 볼 때 포유류를 좋아하는 것이

명확함으로 일차적으로 포유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강아지, 곰처럼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물 보

다는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동물의 부분적 특징이 뚜

렷한 동물들 가운데 토끼와 펭귄, 코끼리를 선정하였

다. 또한 새로운 캐릭터 개발을 위해 그동안 사용빈

도가 비교적 낮았던 조류가운데 큰부리새와 어류인

물고기, 곤충류가운데 벌을 선정하였다. 표현방식은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던 캐릭터(44%) 방식과 일러

스트(23.%)를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아동복에서 주

로 동물 전체를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새로운

표현방식 개발을 위해 부분적 특징을 표현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

의복 아이템으로는 동물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

서 디자인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남녀아동이 함께

입을 수 있는 베스트를 선정해 6종을 디자인하였고,

그 중 3종을 직접 제작하였다. 종합적으로 색상은 각

동물의 색을 주 색상으로 하고 부 색상이나 액센트

색상을 추가하여 각 동물의 특성을 연상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소재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면이나 폴

리에스테르를 주 소재로 하였고, 아동들이 활동이 많

아 땀을 잘 흘리는 점을 고려하여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 망사(메쉬, mesh) 소재를 사용하였다. 특히 아

동들이 친근하면서도 실제의 동물처럼 느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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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남아 여아 공용 합l

포유류

곰(10), 강아지(7), 여우(6),

호랑이, 원숭이(5), 표범, 말(4),

코끼리(3)등

토끼(12), 강아지(7), 사슴(6),

고양이(5), 여우, 코끼리, 말,

곰(3), 다람쥐, 양(2) 등

원숭이, 토끼(6), 호랑이(5), 곰,

강아지, 코알라, 팬더, 양(3),

기린, 너구리, 코끼리, 원숭이(2) 등
184

(68.6)

51(82.3) 76(67.3) 57

파충류
공룡(3), 뱀(1) 공룡 공룡, 카멜레온 7

(2.7)4(6.5) 1(0.9) 2

양서류
개구리(2) 개구리(2) 개구리(3) 7

(2.7)2(3.2) 2(1.8) 3

어류
붕어(2), 열대어(2) 4

(1.5)0 4(3.5) 0

조류
참새(2), 부엉이, 비둘기

부엉이(8), 큰부리새(4),

펭귄(3), 학(2), 병아리등

펭귄(4), 병아리(3), 부엉이(2),

앵무새, 큰부리새(1) 등
39

(15.2)
5(8.1) 22(19.5) 12

곤충
나비(5), 무당벌레(2), 벌 나비(1), 무당벌레(3), 벌(4) 16

(6.3)0(0.0) 8(7.0) 8

Total

62

(100.0)

(24.1)

113

(100.0)

(44.0)

82

(100.0)

(31.9)

257

(100.0)

<표 6> 성별 사용된 동물종류 비교

단위: 빈도(%)

록 가장 특징적인 요소를 디지털 프린팅으로 표현

하였다.

디자인 1은 벌을 형상화한 것으로 벌의 특징인 몸

통의 줄무늬와 날개를 주머니로 차용하였다. 디자인

2는 코끼리를 모티브로 하였다. 코끼리를 상징하는

여러 부위의 형상을 디테일로 활용하여 큰 귀는 주

머니로, 긴 코는 앞 지퍼로, 상아는 베스트 밑단의

장식으로 하였고, 뒤판의 중심 솔기는 꼬리모습을 장

식하였다. 또한 베스트와 함께 아이들이 활동할 때

잘 더러워지는 다리모양으로 팔 토시를 같이 디자인

하였는데, 손목 부분을 큰 발톱 모양으로 장식하여

재미를 배가시켰다. 디자인 3은 조류 중에서 다채로

운 색상과 큰 부리로 유명한 열대지방의 새인 토코

투칸을 형상화하였다. 이 새의 특징적인 모습을 디지

털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모

습으로 표현하였다. 밑단은 새의 꼬리 형태를 단순화

하였고, 색상은 실제 토코투칸의 색을 부분적으로 나

누어서 사용하였다.

디자인 4는 펭귄을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을 사

용하였고, 귀여운 신사복의 이미지를 위해 포인트로

붉은색의 나비넥타이를 디테일로 사용하였다. 디자인

5는 앞선 조사결과 잘 활용되지 않는 물고기를 캐릭

터화하여 포유류에 집중된 동물 캐릭터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하였다. 지느러미는 진동과 밑단에 디테일로

활용하였고, 뒤판은 전체를 망사 소재로 제작하였다.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디지

털 프린팅하여 사실적이면서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

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6은 앞 판 전체에

큰 귀를 강조한 토끼의 얼굴을 디지털 프린팅으로

하였고, 뒤판은 얼굴의 귀여움을 디테일로 더욱 강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활동이 많은 아동들이 답답

하지 않도록 망사 소재를 사용하였다.

Ⅳ. 결론
최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자연이 패션트렌드의

한 주제로 부상함에 따라 식물과 동물을 응용한 의

류와 액세서리 디자인들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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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특성 디자인 요소 실물제작

1

꿀벌의 특징을 캐릭터화

주머니를 꿀벌의 날개

형태로 함

줄무늬를 패턴으로 활용

소재: 면, 망사

색: 노랑, 보라

디테일: 지퍼,

주머니

2

코끼리 특징을 캐릭터화.

주머니는 귀 형태, 지퍼는

코, 밑단은 상아모습으로

처리.

다리 형태를 본 딴 팔

토시

소재: 면, 망사

색: 노랑, 파랑

하양

디테일: 지퍼,

주머니

3

큰부리새 토코투칸 의

특징을 일러스트로 표현.

가장 큰 특징인 부리를

베스트의 전면에 배치

밑단은 새의 꼬리 형태로

함

소재: PE, 망사

색: 하양, 검정

노랑, 주황,

파랑

디테일: 지퍼,

주머니

4

펭귄의 특징인 흑백의

대조와 튀어나온 배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캐릭터화

소재: 면

색: 하양, 검정,

빨강

디테일: 지퍼,

주머니

5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머리부분만 일러스트로

표현.

지느러미를 진동과 밑단에

장식으로 사용

소재: PE, 망사

색: 파랑, 하양

노랑, 주황

디테일: 단추

6

토끼의 캐릭터화.

앞: 토끼의 특징인 귀를

강조한 얼굴

뒤: 메시 소재사용

소재: PE, 망사

색: 파랑, 분홍

하양, 노랑

디테일: 지퍼

- 저자 제작

<표 7> 동물을 이용한 아동복 베스트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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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서는 동물이 아이들에게 친근한 생명체로서 자

연을 체험하고 상품에 호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식물에 비해 더욱 사용빈도도 높고, 지

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의류디자인 사례들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물이 표현된 아동의류는 동물을 표현하는 방식

과 사용하는 동물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남녀아동과

의복아이템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표현방식은 남녀 모두 티셔츠 등을 비롯한 상의에

의인화시킨 캐릭터 표현이 가장 우세하였으나 여아

는 드레스와 하의에 동물을 패턴화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더욱 귀여운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동물종류는 남녀 모두, 아이템에 관계없이 강아지,

토끼, 곰 등의 포유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조류,

곤충이 그 뒤를 잇고 파충류와 양서류는 거의 사용

되지 않았다. 이것은 포유류가 가까이서 직접 아이들

과 생활하면서 친근하고 옷에 표현하기 좋은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며, 파충류는 독특한

외형과 낯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물종류는

성별에 따라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남

아복에는 곰, 호랑이, 여우, 공룡 등 다소 크고 강한

이미지의 동물이 많았고, 여아복에는 토끼, 사슴, 고

양이 등 순한 이미지의 포유류 외에도 열대어, 나비,

큰부리새 등 작고 귀여운 동물 등 사용된 동물의 종

류가 더욱 다양하였다. 다만 강아지는 남녀 아동복

공통으로 많이 이용되어 성에 관계없이 선호도가 높

음을 보여주었다.

디자인 분석에 이어 동물을 주제로 한 6가지의 베

스트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은 동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과 동물의 전체 형태보다 부분적인

특징을 일러스트와 캐릭터의 방식을 혼합하여 표현

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동물 고유의 색채가 기존

아동복 디자인에서는 무시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

선하기 위해 특정 동물의 색채적 특징이 디자인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제작은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토끼와 새로운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

도록 조류인 토코투칸 새, 어류인 물고기를 캐릭터화

한 3종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아동복에서의 동물 표현

방식과 동물의 종류가 아직까지 비교적 제한적이므

로 앞으로 이제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동물들도 포함

시켜 새롭고 개성적인 표현방식을 적용하여 동물을

주제로 한 디자인들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

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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