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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에서 옻칠화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Raw Lacquer Technique in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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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나라마다 지니고 있는 독창 인 통문화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변하며 국가의 자원이 된다. 옻칠화는 

국에서 매우 오랜 역사와 통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옻칠화의 기본 인 재료인 옻칠은 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고 부터 사용된 방부, 방충, 방수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천연 도료이다. 이러

한 옻칠을 이용한 옻칠화는 유구한 역사와 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화나 수채화에 려 그 가치와 의미

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를 좀 더 으로 알리기 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하나의 방편

으로 일러스트 이션에 옻칠화 기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재 일러스트 이션에서는 많은 표 기법이 있지

만 옻칠화로 된 표 은 찾아보기 드물다. 일러스트 이션에서 옻칠화 기법은 의 테크놀로지와 통문

화의 목으로써 통문화를 으로 재해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오랜 통의 혼이 담

겨있는 옻칠화를 에게 알리고 심을 갖게 하기 한 방편으로 옻칠화의 아름다움과 독창 인 표 기

법을 일러스트 이션으로 재 함으로써 통문화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일러스트 이션 표 기법의 한 분

야로 옻칠화가 활용되는 것을 바란다.  

 
■ 중심어 :∣일러스트레이션∣옻칠화∣표현기법∣

Abstract

The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a historical product possessed by each country, represen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nd becomes a national resource. Raw lacquer has a very long 

history and tradition in China. Lacquer, which is the basic material of Raw lacquer. Also it is 

a natural paint which has the functions of preservation, insectproof and waterproof used from 

ancient times in Asia,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Korea and Japan. Such Raw lacquer using 

lacquer has a long history and it is becomes to a tradition. On the other hand, Its value and 

meaning are being faded by oilpaintings and watercolors. Much effort and research are needed 

to become more popula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lacquering technique in illustration as one 

way. There are a lots of expression techniques in the present illustration, but lacquer expression 

is rarely seen. In the illustration, lacquering technique i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ulture by combining modern technology with traditional culture. In this paper, a Raw lacquer 

with a long tradition of soul is informed to the public and it is a way to bring attention to the 

beauty of lacquer and reproduce the original expression technique as an illustration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ulture, I hope that Raw lacquer will be used in the field.

■ keyword :∣Illustration∣Raw Lacquer∣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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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러스트 이션은 인간에게 어떠한 구체 인 내용을 

달하기 해 설명 으로 시각화한 그림이다. 스티  

헬러(Steven Heller)와 리타 탈라리코(Lita Talarico)는 

북 디자인 캐리어(Book Design Career)에서 일러스트

이션을 페인 이나 드로잉, 콜라주나 각종 이미지의 

형상들을 장식을 해서 는 과의 다리 역할을 해 

쓰이는 것이라고 표 했다[1].  

일러스트 이션은 출 , 교육, 신문 고, 그림책, 잡

지, 캘린더, 팬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 인 표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며 발 하고 있다. 술 이고 통 인 회화의 

표  기법으로 수채화, 유화, 한국화 등이 이용되고 있

기는 하나 통 공 의 표  기법이 일러스트 이션으

로 나타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나라마다 지니고 있는 역사  산물인 독창 인 통

문화는 나라의 경쟁력을 변하며 국가의 자원이 된다. 

오늘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라 세계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는 서로 교류되며 융합되어 고유의 역이 해체되

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 국 역시 매우 빠르게 발

하고 있으며 화라는 이름 아래 등한시 되었던 통

문화에 한 요성을 깨닫고 통문화를 발 시키고 

계승하기 한 움직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통문화

에 심을 갖고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여 이것을 화

하는 일은 경제 성장과 사회 인 발 과는 계없는 일 

같지만,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그 나라만의 문화  

가치를 재정립하고 고유의 경쟁력을 확립하는 일이다. 

옻칠화는 국에서 매우 오랜 역사와 통을 갖고 있

는 분야이다. 옻칠은 비단 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고 부터 사용된 천연 재료이며, 이를 

이용해 그린 그림인 옻칠화 한 옻칠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옻칠로 장식을 하기 해 발생

된 옻칠화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옻칠 공 의 회화

인 표 으로 역사 인 문화와 장인정신이 배어있는 

통 인 표 이다. 

이러한 옻칠화가 좀 더 으로 알려지기 해서

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의 방편으로 일

러스트 이션과 옻칠화의 목을 제시하려고 한다. 

에 이르러 각 분야의 테크놀로지와 첨단 소재의 개발

로 일러스트 이션의 표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

다. 독창 이고 창의 인 일러스트 이션은 과의 

커뮤니 이션에서 즐거움과 창조 인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표 기법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재 일러스트 이션에서는 많은 표 이 있지

만 옻칠화로 된 표 은 찾아보기 드물다. 일러스트 이

션과 옻칠화의 목은 의 테크놀로지와 통문화

의 목으로써 으로 통문화를 재해석하는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랜 통의 혼이 담겨있는 옻칠화

를 에게 알리고 심을 갖게 하기 한 방편으로 

일러스트 이션과의 목을 제안한다. 옻칠화의 아름

다움과 독창 인 표 기법을 일러스트 이션으로 재

하여 천년 통문화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일러스트

이션 표 기법의 한 분야로 옻칠화가 활용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2. 연구 벙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옻칠화의 인 활용을 해 일러스트

이션과의 목을 제안하기 한 것이다. 일러스트

이션은 2D와 3D로 나  수 있는데 본 연구는 2D 일러

스트 이션에서의 옻칠 표 기법 용에 한 연구다. 

2D 일러스트 이션과 옻칠화에 한 일반 인 이해를 

돕기 해 제 2장에서는 일러스트 이션의 개념과 구

성요소를 고찰하고 표 기법에 해 기술하 다. 그리

고 3장에서는 옻칠화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표

기법을 분석하 으며, 옻칠화 기법으로 표 된 국, 한

국, 일본, 베트남의 옻칠 일러스트 이션을 제시하여 일

러스트 이션의 표 에 한 확장을 제안하 다.  

Ⅱ.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

1.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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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일러스트 이션은 의미를 달할 메시지를 시각 으

로 표 하는 술이라 할 수 있다. BC 15,000~10,000년 

랑스의 라스코 동굴에 나타난 벽화를 일러스트 이

션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회화, 사진

을 비롯하여 도표, 도형 등 문자 이외의 시각화된 것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핸드 드로잉(hand drawing)

에 의한 그림만을 뜻한다. 주로 신문, 잡지 고물, TV, 

화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되어 달되며 약자로

는 ‘일러스트(illust)라고 한다[2]. 일러스트 이션은 

illumination이 원형으로써 어원은 to make light로 보

이지 않는 상에 빛을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

계, 즉 감정이나 사상을 시각화하여 에게 설명한다

(illustrate)는 의미이다[3]. 즉, 신문이나 잡지, 고 등

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달하기 해 그 내용을 

시각화하여 강조하는 것이 일러스트 이션인 것이다. 

간혹 회화와 일러스트 이션의 구분이 애매해지는 경

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의 의도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회화는 작가 내면의 철학을 요시한 주 인 

표 이며, 일러스트 이션은 커뮤니 이션이 제된 

계획된 객 인 표 이다. 그러나 회화도 시각언어로

서 각종 인쇄 매체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들과의 커뮤니 이션을 제로 하기 때문에 일러

스트 이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러스트 이션

은 형식에 있어서는 회화와 디자인의 간 역이고, 목

에 있어서는  설득과 미  감동의 유발이고, 기

능에 있어서는 형태와 색채에 의한 커뮤티 이션이며, 

내용과 표 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써, 훌륭한 일러스

트 이션이 제작될 수 있는 요소로는 창의력, 아이디어, 

자기만의 독창성과 이를 표 해낼 수 있는 테크닉을 필

요로 한다[4]. 

1.2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 요소

일러스트 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색채(color), 

형태(form), 질감(texture)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일러

스트 이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달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며, 표 의 세계를 풍부하게 하여 다양

한 느낌을 주는 요소이다. 

모든 물체는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습과 통, 일상생활의 감정과 하게 계되어 있어 

우리의 시각  감각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이나 말

로 표 하기 어려운 자신의 내면  감정을 드러내는데 

향을 주는 요소이며, 각 색마다 각기 다른 상징과 감

정을 가지고 있다. 색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

한 힘이 있기 때문에 색채를 선택할 때에는 색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상징까지 고려해야 한다. 난색의 경우, 감

정을 흥분시키고 발산시키는 효과를 갖는 반면에 한색

의 경우에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색상뿐만 

아니라 명도나 채도도 각각 정도에 따라서 감정  효과

를 나타낸다. 명도의 고 는 쾌와 불쾌의 감정에 연결

되어 있어 긴장과 이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고채도

인 원색은 밝고 경쾌함을 주고 채도의 무채색은 어둡

고 가라앉은 느낌 등으로 표 된다. 

일러스트 이션은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 , 선, 면에 의해 구성되는 형태는 사물을 구별 짓

는 가장 요한 요건이다. 시각 으로 찰이 가능한 

모든 사물은 제각각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형태들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와 련되어 있다. 형태는 공간을 

차지하고 치를 표시하며 방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면

과 함께 입체  공간을 표 하고, 색상, 명암, 질감 등을 

포함하는 시각  이미지로 일러스트 이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해서는 형태

의 표 이 요하다. 

질감은 각에서 오는 느낌을 표 하는 것으로, 사물

의 표면  특성을 말한다. 재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의 특성은 각 인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데, 를 들

면, 부드럽다, 딱딱하다, 거칠다, 매끄럽다 등은 각으

로 알게 되는 감각으로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시각 으

로도 질감을 단할 수 있게 된다. 

2.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

2.1 일러스트레이션의 재료적 표현기법

일러스트 이션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표 하는데 있

어서 재료와 기법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표 되

는 재료와 기법에 따라 그 작품의 느낌과 효과는 달라

진다. 재료  표 기법의 발달은 나뭇가지나 조개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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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표  기법

특징 예

a. 연필, 색연필 (Pencil, Color Pencil)

- 가장 기본적인 재료

- 아이디어 스케치나 밑그림에 주로 사용.

b. 스텔 (Pastels)

- 부드러운 질감, 온화한 느낌

c. 수채화 (Watercolor) 

- 투명하고 맑고 경쾌한 느낌

d. 과슈(Gouache)

- 불투명한 수채물감, 재미있고 다양한 표

현이 가능

e. 아크릴화 (Acrylic Painting)

- 건조가 빠르고 섬유, 목재, 금속 등 어떠

한 재료 위에라도 표현이 가능. 내구성

이 좋음

표 1. 일러스트레이션의 재료와 표현기법[5]

f. 유화(oil painting)

- 깊고 은은한 광택, 여러 겹으로 덧칠을 

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음

g. 컴퓨터(computer)

- 디지털 방식, 화면에서 전체 진행을 볼 

수 있으며 펜을 이용해 디테일한 묘사 

가능 

h. 화 (Print, Gravure, Estampe, Druct)

- 목판, 에칭, 드라이포인트, 리소그라프,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동물의 로 그림을 그렸던 선사시 부터 연필, 크 용, 

수채화, 아크릴, 유화, 과슈, 컴퓨터 등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왔다.

일러스트 이션에 표 되고 있는 재료의 특징과 기

법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제작하 다. 

2.2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

그 밖의 일러스트 이션의  다른 다양한 표 기법

에는 색유리를 기하학 으로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

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내어 표 하는 스테인드

라스(Stained glass)기법, 만능본드의 성질을 이용하

는 루픽쳐(Glue Pictures) 기법, 다양한 모양의 도구

를 이용하여 어내는 패턴(Pattern), 아크릴 컬러를 덧

칠하는 마티블(Matibeul), 붓에 물을 묻 서 소 을 그

림 에 뿌리는 소 으로 그리기, 액체로 공기와 안료

를 불어내는 테크닉 기법인 에어 러싱(Airbrushing), 

물감을 섞은 후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인 핑거

페인트(Finger Paint), 단한 띠 사진이나 그림을 조

씩 옮겨 가면서 구성하는 기법인 시 (Shifting), 스

텔을 세워 잡고 사선으로 쭉쭉 칠하는 기법인 해칭

(Hatching) 기법등이 있다. 

Ⅲ. 옻칠화의 표현기법

1. 옻칠의 정의와 특성

1.1 옻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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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은 옻나무가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여 상처를 입으

면 자신을 보호하기 해 알 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의 

수액(樹液)을 내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옻이다. 회백색

의 유상액(乳狀液)이며, 주성분은 옻산(urushiol) 이고, 

옻진, 수분, 단당과 다당류, 산화효소제가 포함된 단백질 

 스텔라시아닌(stellcyanin)과 퍼옥시다제(peroxidase)

로 구성된 복합물질이다. 이 옻으로 칠을 한 것을 옻칠

이라고 하며, 옻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을 옻칠화

라고 한다. 천연 옻칠을 한국에서는 ‘옻, 옻칠, 생칠’이

라고 부르고 국에서는 ‘궈치(國漆), 따치(大漆), 라오

치( 漆), 성치(生漆), 투치(土漆)’라 한다. 

옻칠은 생칠(生漆)과 정제칠(精製漆)로 나 어진다. 

생칠은 옻나무에서 채취한 뒤 불순물만을 제거하여 그

로 사용하는 옻을 말하고, 정제칠은 용도에 맞게 가

공한 것을 말한다. 정제칠은 건성유와 조제하면 유 칠

이 되고, 안료와 조합하여 각종의 다양한 색을 만들어 

칠을 할 수 있다. 옻칠화는 보통 생칠을 공기와 시

켜서 정제한 후 투명칠을 만들고 여기에 각종 색료를 

넣어 가구나 그릇 등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옻칠화는 작업과정과 재료 다루기가 까다롭지만 형언

할 수 없는 빛깔과 우아함은 등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

다. 에는 유기안료와 염료의 발달로 과거보다 많은 

색을 낼 수 있지만 수채화나 유화 등에 비한다면 아직

도 은 편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고유한 택을 가지

고 있으며, , 은, 자개 등 여러 재료의 혼합과 색의 겹

침, 연마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

록 독특한 색감과 아름다움을 서서히 드러낸다. 

옻은 심은 후 4년째부터 10년째까지의 옻나무에서 채

취하는데, 6월~7월 순까지 채취하는 옻을 칠(初漆)

이라고 하며 7월 순에서 8월 에 채취하는 옻을 성칠

(盛漆) 9월 ~10월말에 채취하는 옻을 말칠(末漆)이라

고 한다[6]. 

1.2 옻칠의 특성

옻은 산소와의 으로 색이 어두워지는 성질이 있

어 밝고 연한색은 표 하기가 까다롭고 내 성(耐光性)

이 약해 표면에 균열이 갈 수 있다. 옻칠의 도막을 경화

시키기 해서는 많은 산소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온도와 습도를 일정 수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 

습도와 온도로 완 히 경화된 옻은 택이 나고 착력

이 강하며 산(酸)에도 부식되지 않는다. 한 연성(絶

緣性)이 높아 자 나 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장 이 

있다. 더불어 방충성(防蟲性), 항균성(抗菌性)이 높아 

해로운 벌 나 균이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주

고, 내수성(耐水性), 내산성(耐酸性), 내부식성(耐腐蝕

性), 내염성(耐焰性), 내열성(耐熱性)이 높아 여러 환경

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기 때문에 옻칠로 제작된 작품은 보존성이 

높고 옻칠화는 빛을 반사하고 투과하며 굴 하는 성질

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일반 도료와는 달리 보는 각도

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2. 옻칠화의 표현기법 

국의 칠장인(漆匠人)인 황성(黄成)이 지은 《휴식

록(髹饰录)》1)에는 국고  칠  기법의 종류가 400

개[7]나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그 표 법이 매우 풍부

하다. 그러나 략 으로 나 면 묘칠(描繪)기법, 상감

(鑲嵌)기법, 부조(刻劃)기법, 연마(研磨)기법, 마블링(纹

染)기법, 퇴소( 塑)기법 등이 있다. 

2.1 묘칠기법(depict)

가공이 완성된 칠 에 직  묘칠을 하거나, 칠연마를 

우지 않고  칠도 필요 없는 것을 통틀어 묘칠이라

고 한다. 이것은 제일 오래된 장식 기법으로 사용이 간

편하기에 지 도 여 히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묘

칠은 채색화(彩绘), , 은박무늬(金银彩绘), 훈 (晕

金), , 은을 칠한 채색화(描金) 등으로 나  수 있다. 

채색화는 칠을 사용해서 색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다. 훈 은 채색화와 결합되어 표 하는 기법으로 채색

화에 , 은가루를 발라 이것을 부각시키는 기법이다. 

, 은박무늬는 박이나 은박을 이용한 기법이고, , 

은을 칠한 채색화는 말 그 로 이나 은을 칠한 것이다. 

1) 휴식록(髹饰录): 국의 옻칠에 한 문 서 . 명 明代 융경년간

隆慶年間(1567~1572)에 활동한 안휘성(安徽省) 신안 (新安県)의 칠

장인인 황성(黃成)에 의해 술된 칠  이론서이다. 고  옻칠 작품

의 명명과 분류에 해 믿음직한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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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화(彩绘) ·은박 무늬(金银彩绘)

훈 (晕金)  을 칠한 채색화(描金)

표 2. 묘칠기법의 예

2.2 상감기법(inlay) 

칠면에 다른 재료들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속상

감, 자개(螺鈿))상감, 난각(卵殼)상감 등이 있다. 

속상감은 , 은, 동 등의 얇은 조각들을 칠면에 붙

이는 것이다. 흔히 평탈(平脱), 평문(平文)기법이라고도 

한다.

자개(螺鈿))란 얕은 바다에서 건져낸 복이나 진주

패, 소라패로 가공한 자개를 오리거나 길게 썰어 칠면 

 소지 에 붙이거나 끼워 넣어 표 하는 것을 통칭

한다. 고려시 부터 크게 발달하여 조선시 를 거쳐 

재까지 그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의 표  장식 

기법이다. 나 을 이용한 장식기법으로는 주름질, 끊음

질, 타발법, 타찰법, 조각법, 할패법, 시패법 등이 있다. 

난각상감기법은 닭이나 오리, 메추리 등의 알껍질을 

부수어 칠면에 부착시켜 표 하는 방법이다. 옻칠을 칠

면에 바르고 알껍질 내부에 있는 얇은 껍질막을 제거한 

후 주걱으로 러서 붙이거나 핀셋으로 세세하게 붙여

가면서 표 한다.

속상감(金属镶嵌) 자개상감(螺钿镶嵌)

난각상감(蛋壳镶嵌)

표 3. 상감기법의 예

2.3 부조기법(relievo)

칠을 한 면에 칼로 조각하여 틈을 채우거나 은 혹은 

채색칠을 하는 방법들이 부조에 속한다. 창획(戧劃)，

조 (雕填)，각칠(刻漆) 등의 유형이 있다. 창획자(戧

劃 )는 선으로 표 하고, 조 자(雕填 )는 선이나 면

을 그린 다음 칠하고 갈아서 색과 칠면이 평을 이루게 

한다. 각칠자(刻漆 )，각문자(刻紋 )는 무늬를 깊게 

조각하고 칠면의 평을 이루지 않고 유형을 유지하게 한다.

창획(戧劃) 조 (雕填)

각칠(刻漆)

표 4. 부조기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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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마기법(abrasion)

칠이나 상칠을 한 뒤, 혹은 을 우거나 혹은 은

분, 마른 칠 가루를 뿌린 후 칠을 입히면 평평하던 칠면

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각각의 칠과 재료가 서로 섞여서 

모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하기 해 갈아

서 칠면도 편평하게 하고 표 한 무늬가 나타나게 하기 

한 방법이며 옻칠의 표 기법에서 필수 인 기법이

다. 

표 5. 연마(研磨)기법의 예

2.5 마블링기법( marbling)

칠을 희석한 후의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색칠을 칠

면에 마블링하여 서로 스며들며 유동하게 하면 뜻밖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기법을 마블링이라고 한다.

표 6. 마블링(纹染)기법의 예

2.6 퇴소기법(Embossed lacquer)

칠, 탄분(炭粉) 혹은 칠회 등의 재료로 평평한 칠면에

서  혹은 면으로 퇴소( 塑)를 진행한 다음 문양에 가

공처리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퇴소라고 한다. 이것은 

부조기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표 7. 퇴소(堆塑)기법의 예

3. 옻칠화 기법의 일러스트레이션

옻칠로 표 된 일러스트 이션은 다른 일러스트 이

션과는 다르게 재료가 지닌 고 스러움과 표면의 질감

이 살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옻칠 일러스트 이션에 이

용되는 재료는 옻칠과 함께 , 은, 동, 난각, 자개 등으

로 이러한 재료들은 칠 표면에 붙여져 두께를 형성하고 

은은한 빛깔을 부여하여 옻칠로 표 된 일러스트 이

션을 한 단계 업그 이드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옻칠의 재료 인 바탕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질감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한 옻칠 일러스트 이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옻칠은 통 으로 

목재가 바탕이 되어 그 에 칠이 이루어지지만, 종이

나 직물, 도자기, 속 등이 바탕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재료의 결과 옻칠의 결이 만나 생성되는 자

체 인 질감과  · 은가루, 자개 등 부수 으로 사용하

는 재료의 고유의 빛깔이 아름답고 독특한 표면을 형성

하므로 다른 기법의 일러스트 이션과 차별을 둘 수 있

다. 

재료 인 면뿐만 아니라 표 기법에 있어서도 마블

링기법, 퇴소기법, 상감기법, 연마기법 등 다양한 기법

으로 인해 풍부한 표 이 가능하다. 

2D로 표 했지만 재료와 기법이 주는 특유의 질감으

로 인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옻칠로 표 된 

일러스트 이션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옻칠화의 기법으로 표 된 일러스트 이션은 풍부한 

색감과 시각 으로 느껴지는 각 인 질감, 화려함,  

고 스럽고 인 느낌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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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표 8. 중국 <초사현제(楚辭見諸) 중국 푸젠미술관2014년

국의 푸젠미술 에 소장되어있는 사 제(楚辭見

諸)에 나타나는 재료는 옻칠, 색가루, 난각, 자개이고 기

법은 퇴소기법, 상감기법, 연마기법, 부조기법 등이 나

타난다. 국(楚國)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楚地)는 무풍(巫风)이 유행하며 인(楚人)은 춤과 

노래로 신과 화하며 지 민가(民歌) 에는 원시 종

교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었다. 사(楚辭)  굴원(屈

原)과 송옥(宋玉)의 작품들이 언 한 역사 설, 신화이

야기, 습과 풍습, 술을 표 하는 방법, 강한 감정을 

표 하는 스타일 등 다 선명한 문화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의 기본 특징이다.

일본

표 9. 일본 가죠엔 1928년

  

  

일본의 가조엔에는 옻칠, 색가루, 자개 등을 사용하

고, 기법은 퇴소기법, 상감기법, 연마기법, 부조기법이 

사용되었다. 옻칠 가 복씨가 마음껏 솜씨를 발휘

한 자개가 술 으로 깔려 있는 호텔 곳곳에서 보인

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안과 밖이 다 옻칠로 일러스트

이션으로 표 되어있다.

한국

표 10. 한국의 <칠예의 문> 2006년

한국 통  옻칠미술 의 <칠 의 문>에는 옻칠, 색

가루, 옻칠, 안료, 메추리알껍질, 알루미늄분 등을 사용

하 고, 기법은 상감기법, 연마기법, 마블링기법, 변칠

기법이 사용되었다. 

12년이 훌쩍 지난 나이를 가진 통  옻칠미술 은 우

리 고유의 통 술인 나 칠기를 계승하고, 이를 발

시키기 한 목 으로 개 한 미술 이다. 독특한 작

품들로 옻칠이 내는 질감과 색감을  작품에 용시

키고 여기에 자개를 가미하여 멋을 낸 작품이다.

베
트
남

표 11. 작품<향총> 1940년

베트남 《제팡군보》에서 阮嘉智의 작품<향총>에는 

옻칠, 색 가루 등을 사용하 고, 기법은 퇴소기법, 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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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연마기법, 변칠기법, 부조기법, 마블링기법이 사

용되었다.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 과 독특한 지역 

풍습을 지닌 목가 인 장면을 묘사하고 사람들의 선한 

삶을 술  수단으로 표 하며 도  기법을 사용하

여 피사체 이미지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림 깊이가 

더 풍부해지면서 그림의 공간감을 넓혔다. 

Ⅳ. 결론

일러스트 이션은 크게 시각, 상, 패션, 제품 등으

로 실생활에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 일

러스트 이션은 단순히 아름다운 일러스트 이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 , 창의 인 기법을 통한 

색다른 일러스트 이션을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많

은 창의 인 일러스트 이터들의 기법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일러스트 이션

의 독창 인 표 기법의 하나로 옻칠화와의 결합을 제

시했다. 

통문화는 그 나라의 창의성과 역사  특성을 나타

내는 유산으로서 삶의 흔 이며 지켜야할 자산이다. 옻

칠화는 통의 방식 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 기법도 추가되어 그 표  역 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통의 것이라 하여 진부하게 여겨져 많이 단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러스트 이션으로 융합되는 옻

칠화는 각 인 포근함과 다양한 색감, 형태 인 두께

감 등 독특하고 개성 있는 표 을 할 수 있다.  

한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 이션(Illustraion) 

등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로그램의 웅용으로 옻칠화의 표  기법을 한층 더 확장

시킬 수 있는 매체이다. 의 테크놀로지와 통문화

의 결합으로 컴퓨터 그래픽과 통의 옻칠화가 결합되

어 디지털로 옻칠화의 독특한 기법이 표 된다면 표

의 확장뿐만 아니라 단 되고 있는 통문화에 한 

인 이해와 확산을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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