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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Fashion illustration within online platforms uses human emotion as an instrument for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otional methods of expression for various components of fashion 
illustration through case analysis and aims to clarify the method of expression that facilitates two-way commu-
nication between fashion illustrators and digital platform users. The research found characteristics of human 
emotion employed in fashion design by examining advanced studies and by analyzing how these character-
istics are expressed and connected through fashion illustration in a digital environment. The study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y examining advance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emotions used as de-
sign tool was shown to be nostalgia, relaxation, compathy, nature, and sincerity. Second, components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human emotions in fashion illustration were summarized as “emotional color combina-
tion,” “individual brush touch,” “individual human body,” and “storytelling using background and white 
space.” Third, by analyzing cases focusing on the above , the report found that emotional combination deliv-
ered a variety of emotions through symbolic and contradistinctive color combinations; individual brush touch 
delivered emotions through the expression of brush touch with rough and improvised brush touch, realistic 
brush touch, creative brush touch, and the use of actual texture; individual human body expressed emotions 
by describing the human body and differentiating its proportions; and storytelling using background and white 
space emotional messages through methods like filling the background with a specific object, color representa-
tion in an empty space, etc. This study will help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fashion illustrators and on-
line platform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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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 패러다임은 변화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인간성 회복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

면서 인간정서는 디자인 가치부여를 위한 표현 도

구로 다루어지고 있다. 20세기의 인간에 대한 자

연으로부터의 차별성을 강조한 관점에서 변화되

어, 2000년 이후에는 첨단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스러움’ 혹은 ‘인간다움’의 정체에 대해 주목

하고 있는 것이다(Ahn, 2021).

문학적 개념으로 인간의 정서는 ‘무어라 규정하

기 어려운 마음의 복잡한 가닥들을 절실하게 형상

화한 것, 즉 인간 마음을 표현하는 어휘’로 설명된

다(Kim, 2010). 디자인 분야에서의 인간의 정서는

개인적 삶의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통해 차별화

되고 개인취향으로 다양화되어있어, 디자인 과정

에서 전략적 표현도구로 사용된다(Song, 2021).

Triberti, Chirico, La Rocca, & Riva(2017)는 인

간정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속성을 통해 사

용자의 긍정적인 감정 또는 즐거움을 촉진한다고

했다. 정서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은 의사 결정은

물론 주의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를 생

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품선택과 사용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간정서에 관한 디자인 분야 연구는

인간 경험과 접목된 제품, 서비스, 인간공학 중심

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

로 소셜미디어, AI, 실감미디어 등과 관련된 연구

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정서를 사용자 경험에

따른 차별성으로 디자인 감성 코드를 구분하는 연

구(Song, 2021), AI와의 정서적 대화들을 시도하

여 대화(conversation)가 가지게 되는 인간의 감성

적인 연결성과 문화적인 특질을 알아본 연구

(Ahn, 2021), 사용자 감성⋅경험 모델을 제시하여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실감 미디어 연구

(Kim & Nah, 2019)등 인간정서에 관련된 연구의

폭은 넓다.

이러한 인간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각적 표현

특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도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

을 사용하는 관람자와의 소통을 목표로 작가의 컨

셉을 전달하는 표현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인간생활에 가장 밀접한

패션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시대 특성으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감상자와 작가간의 소통도구

로써 인간의 정서를 활용한 표현 방법은 그 가치

가 발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

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들을 대상으로 인간정서의 표현방

법을 사례 연구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와 사용

자간의 소통방법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는 감성, 인간정서,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사례 분석을 위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수집은

먼저 검색 채널에서 ‘Emotional fashion illustra-

tion’을 비롯한 인간정서 특성 관련키워드 ‘Nostalgia’,

‘Relaxation’, ‘Nature’, ‘Compathy’, ‘Sincerity’를 사

용하여 검색하였다. 그 중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개별 사이트와 SNS

를 통해 검색이 다시 이루어졌다. 작품선정은 이

론적 고찰에서 정리된 인간 정서 표현 특성이 뚜

렷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하였으며, 전문가 3인이

모두 동의 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인간정서와 디자인

정서(emotion)는 외부 자극에 대한 단기적, 인

지적 반응, 즉, 인간의 모든 감정이며, 감정은 외

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람마다 외부 자

극에 대한 지각이 다르며 그에 따라 느끼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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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정서는 문

학을 비롯한 심리학, 엔지니어링, 소비자 연구, 상

품 및 제품디자인과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You(2014)는 감성, 즉 정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자기 지각 특성이 결합한 것이며 이는 디

자인된 형태나 자연 경치 그리고 이야기 등과

같이 다양한 자연 및 문화적 결과물에 대한 경

험에 반응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Kim

(2020)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하드웨어 중심

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의 정서가 고려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적 가치가 부각되고 개성

화를 중시함에 따라 소비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관련하여 인간정서를 의미하는 ‘감성’이라는 단

어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전에 축적해

왔던 많은 정보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과잉

소비가 억제되어 상품 이외에 새로운 부가가치

의 창출에 의미와 관심이 표현 도구로서의 ‘인

간정서’를 주목하게 했다고 하였다. 인간정서를

표현도구로 하는 디자인을 감성디자인으로 부

른다. Shin(2018)은 감성디자인이란 소비자가

느끼는 막연한 니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와 욕망까지도 조사하여 제품 개발에 전략으로

적용하는 디자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Shin, Park,

Chung, & Jun(2020)은 감성디자인은 기능, 형

태 및 유용성을 넘어 사용자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며 즐거움, 재미, 감탄, 애착과

같은 사용자의 긍정적 감성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이라

하였다. Kim(2019)은 예술에서의 감성은 인간

의 감각을 통해 미적대상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 적절한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 감정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데 이를 미적 감성이라 하였다.

디자인과 예술적 표현요소로서의 인간정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인간관계와 환경에 관련된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주로 다루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감성의 디자인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Lee & Lee(2011)는 디지털 시대의 한

계점을 중심으로 하여 아날로그적 감성 특성을 향

수, 정·유대감, 자연, 정성과 노력으로 분류 하였

다. You(2014)는 아날로그 감성의 형상특성을 디

지털 시대 이전 ‘과거의 물건을 연상하는 형상이

나 기능’, 기계적인 인간성 상실의 이미지를 극복

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따스한 느낌의 형상이나

기능’, ‘아날로그적 기구나 기계에서 연상 되는 물

리적 동작이나 형상’이라 하였다. Shin & Chung

(2015)은 아날로그 감성의 성격을 ‘정’, ‘향수’, ‘정

성’, ‘여백의 여유’로 정리하였다. Hong & Kim

Researcher
(year)

Characteristics of Human Emotion

Lee & Lee
(2011)

Nostalgia Nature Bond Sincerity and effort

You (2014)
Shape or function
reminiscent of an
object from the past

Natural and warm shape
Physical motion or

shape reminiscent of the
work of analog tools

Shin & Chung
(2015)

Nostalgia Relaxation Bond Sincerity

Hong & Kim
(2019)

Longing for
something old

Nature
Feelings or

behaviors about
things or situations

Five senses experience

This study Nostalgia Relaxation Nature Compathy Sincerity

<Table 1> Human Emotional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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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은 아날로그 감성의 특성을 ‘시각적 오감체

험’, ‘옛 것을 되찾고 싶어 하는 그리움’, ‘자연’,

‘사물들이나 상황들에 대한 느낌 또는 행동’으로

나누었다.

<Table 1>은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인간정

서의 표현특성을 표현범주 별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슷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간정서의 표현 특성을 향수, 여유로움, 자연, 유

대감, 정성으로 분류하였다.

2. 디자인 도구로서의 인간정서와 특성

1) 향수

‘향수’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현실에 지친 현대인들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

는 회귀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Shin & Chung,

2015). 이것은 불편한 고통스러운 기억과 결합되

어 현재의 생활을 위로받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도 하며, 예술가들은 이러한 향수의 자극으로 주

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Lee, 2019). Hong &

Kim(2019)은 아날로그 감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

징으로 과거시간,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비롯한

추억 회귀, 안식처, 따뜻함, 편안함, 기억 등 같은

공간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성격이며 이는 향수

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복고풍’, ‘레트로’를 주제로

과거의 향수에 대한 인간감성을 활용하는 방법으

로 과거에 유행하던 스타일을 재해석한 것으로 마

케팅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현상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불안감과 첨단기술에 의해 고갈된 아

이디어 창의를 위해 과거를 그리며 그 속에서 새

로운 따뜻한 감성과 새로운 창조성을 발견하자는

것이다(Lim, 2019). <Fig. 1>은 1980~1990년대의

복고풍으로 재해석한 틸다 스윈튼(Tilda Swinton)

을 표지모델로 한 보그 표지 디자인으로 향수를

디자인 컨셉으로 활용한 것이다.

2) 여유로움

Lee(2014)는 동양화에 보이는 ‘여백의 미’는 ‘비

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동양화의 여백

에는 비어져 있으므로 해서 채워져 있는 더 강한

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백을 바탕으로 하

는 선의 경우는 대상의 깊이와 내면성, 시간성, 어

떤 내포된 사건들까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복합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Gil(2018)은 건축에서의

비움은 공간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비우면서 기능

중심의 공간을 여유로움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즉, 선과 여백으로 그려지는 동양화와 3차원

의 공간을 연출하는 건축에서 여유로움은 요소간

의 관계나 관람자 또는 사용자의 감성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표현방법이 된다.

얀 치홀트(Jan Tschichold)는 기능적 디자인에

다가서는 첫 단계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고 ‘장식’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얀

치홀트는 여백을 배경이 아니라 조형요소로 사용

하였으며 넓은 흰색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검정과

회색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다(Gil, 2018). <Fig. 2>

는 얀 치홀트의 북 디자인으로 인쇄된 형태와 인

쇄되지 않은 형태 사이의 여백의 대비를 디자인

특징으로 한 것이다.

3) 유대감

‘정’은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로

사람사이의 친밀감을 의미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상대방과의 밀접한 관계로, 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이다(Seo &

Ryoo, 2014). Lim, Shin, Hong, & Suh(2013)는

상대방과 정서를 주고받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형

성과 유지 및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으며. 유대감은 따뜻함과 편안함의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자가 사

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재미, 즐거움과 흥미

정보는 놀이의 특성이 포함되고, 특히 반복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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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

발하여 지속적인 사용을 증진시킨다(Seo & Ryoo,

2014). <Fig. 3>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친밀감을 주는

색상 조합으로, 어느 지역의 날씨정보라는 것을 쉽

게 이해할 수 있게 디자인된 인터페이스 사례이다.

4) 자연

자연은 아날로그 감성의 특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자연스러움, 가공하지

않음, 꾸미지 않음, 여유, 휴식, 안정, 정화의 특성

이 이에 포함된다(Hong & Kim, 2019). 자연이나

자연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진 것에 선천적으로 인

간이 끌리는 본능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감성

소통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본

능을 해소 및 충족시켜 줌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Kim

& Chung, 2020). 이것은 생활환경에 자연을 가져

오는 디자인을 연결하였을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Fig. 4>는 WeWork와  Bjarke Ingels Group이

협력하여 만든 교육공간으로 빛으로 가득 찬 학습

환경은 유기적인 선으로 구성된 구조물과 이동식

가구로 채워졌다. 나무 표면과 녹색 음영의 숲 이

미지로 자연친화적 공간을 표현한 사례이다.

5) 정성

‘정성’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베풀고 정성을 주

고받는 행동을 통해 존중감과 만족감을 형성하는

기대심리이다(Shin & Chung, 2015). 현대인들은

다차원인 감각의 디자인을 추구하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五感)이 디자인의 중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장인의 손길이든 아마추어

의 손길이든 인간의 손을 거친 정성스러운 수공예

작업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게 되어 고부가가치

를 발휘할 수 있다. 아마추어의 경우에도 손으로

만든 흔적은 친숙하면서도 따뜻한 정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며, 따뜻함이 녹아 들어가 더 창의적

인 아이디어로 평가 받기도 한다(Ro, 2016). 대량

생산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의 정성과 손때, 손맛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핸드메이드 패션이나, 손뜨

개질, 십자수, 아트 북과 같이 사람의 정성된 손길

로 만들어진 것들이 가치를 지닌다. 정성의 가치

는 사람들 간에 사물들이나 상황들에 대한 느낌

또는 행동의 가치 인지요소가 같을 때 형성된다.

<Fig. 1> Vogue Cover
(Choi, 2018)

<Fig. 2> Book Design by Jan
Tschichold

(Picturequotes, n.d.)

<Fig. 3> The Interface of the Weather App
(Esposi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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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동적인 감각이 아닌 어떠한 사물들이나

상황들에 대한 느낌이나 행동으로 지각하는 것이

다. 이는 ‘촌스럽고, 세련되고, 저급스럽고, 고급스

럽고, 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 등의 언어로 표현

될 수 있다(Hong & Kim, 2019).

<Fig. 5>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여주인공이 미국 배우 조합상(SAG)을 수

상하면서 착용한 드레스이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과 은구슬로 오랜 시간 수공예 작업으로 만든 것

으로, 같은 수공예기법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댕기와 함께 화제가 된 루이 비통(Louis Vuitton)

의 디자인이다.

3.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인간정서 시각적
표현 요소

Sung & Yoo(2002)는 창의적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의 표현요소를 선, 형태, 질감, 색채, 공간으

로 구분하였다. 디자인에서의 선은 감정, 표정을

가진 조형요소로서 선 자체로 다양한 느낌을 표

현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선은 형태, 색, 질감 등의 요소들과 함께 사용되

어 인간정서의 특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형태

는 작가가 관찰하거나 상상한 것을 시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형과 배경의 배치에 의

해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질감은

작가의 정서를 전달하며, 특히 디지털 매체사용

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

으며 감상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색은 인간정서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요소

로써 작품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고, 단순히 색채

감정의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조화

를 이루고 리듬을 형성시켜 감상자의 심미적 만

족을 돕는다고 하였다. 공간은 작가의 의지에 의

해 창조되는 것으로,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현

실공간을 왜곡시키거나 재배열하여 작품의 스토

리를 무한하게 펼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Im & Ju(2008)는 색채, 질감, 여백, 형태, 공간

감이 감성을 표현하는 구성요소로, 색채는 색상,

채도, 명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서로 조화되거나 상반되는

색상끼리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표현한다

고 하였다. 또한 풍성한 질감표현은 시각적 재미

와 감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며, 붓질, 문지르기,

드로잉, 구멍 내기 등의 다양한 기법이 있다고 하

였다. 여백은 비워진 공간이 아닌, 시각적 편안함

<Fig. 4> Nature-Inspired School
(Wang, 2018)

<Fig. 5> Louis Vuitton
(Le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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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유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화면에서의 여백

비율의 증감은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하였다. Lee(2010)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개인의

감성과 경험을 드러내는데, 내면의 욕구를 환상적

으로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붓 터치를 이용

한 점묘기법과 빛의 효과를 통해 동화와 같은 표

현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실에서 불가

능한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붓 터치를

이용하여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

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Lee & Kim(2014)은 그

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상징의 표상적 특성 연구에

서 그림의 구조적 해석을 위한 분석 도구로 공간,

색채, 선을 분류하였다. 공간은 작가의 지각에 의

해 즉각적으로 채워지며, 동양에서 공간은 음양오

행 원리에 근거하여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모든

생활 현상과 생성소멸을 의미한다고 했다. 색채는

눈으로 지각되어진 색의 경험효과이며, 감정, 기

분,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한다고 했다. 색채를 눈

으로 보고 대뇌를 통해 경험과 인상, 많은 지식들

과 연관해 해석하며, 색채의 정서적 요인은 개인

의 심리에 따라 나타나는 색채반응을 규명하는 것

으로 감정, 기억, 인식 등의 성향이 작용한다고 했

다. Park(2014)은 그림책과 유아의 정서에 관한

연구에서 색채는 형태와 함께 시각을 통하여 인지

되는 사물의 의미의 중심이며 작가의 사상과 철학

은 물론 감상자의 내면을 이미지화하여 해석하는

데 중요한 조형언어라고 하였다, 특히 유아는 색

채를 통하여 고유한 상징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작가는 자신의 감정이나 현실을 표현하기 때

문에 색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교류가 가능함에 주

목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Table 2>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요

소인 ‘색채’, ‘질감’, ‘여백’, ‘선’, ‘형태’, ‘공간감’에

서 작가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내고자 하는 감

성과 관련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구성요

소를 ‘감성적 색채조합’, ‘개성적 붓 터치’, ‘개성적

인체’ ‘여백과 배경을 활용한 스토리전달’로 정리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Ⅲ.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요소에
따른 인간정서 표현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장의 이론적 고찰에서 <Table

2>로 정리된 인간정서 표현 관련 구성요소인 ‘감

성적 색채조합’, ‘개성적 붓 터치’, ‘개성적 인체’,

‘배경과 여백에 의한 스토리전달’을 중심으로 패션

Researcher
(year)

Components of Human Emotional Expression

Sung & Yoo
(2002)

Color Line Texture Shape Space

Im & Ju
(2008)

Expressing mood with
color combinations

Copious
texture

Individual
shape

Space
Storytelling using
white space

Lee(2010) Delicate brush strokes

Lee & Kim
(2014)

Color Line Space

Park (2014)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others through color

This study
Emotional color
combinations

Individual brush touch
Individual
human body

Storytelling using background
and white space

<Table 2> Components of Human Emotional Expression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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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작품사례들을 분석하고 구성요소 표

현방법과 인간정서 표현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1. 사례분석

1) 감성적 색채조합

색에 관련된 인간정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문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와 관련하여 보는 이

의 감성을 자극하는 색채는 어떻게 선택되고 배치

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인간정서와 관련된 표현 특성들과 연계되

어 작가와 감상자의 공감으로 소통될 수 있다.

특히 색채는 인간정서의 표현 특성인 ‘향수’와

관련하여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연상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선행이론과 관련된 것이다. <Fig. 6>은 단순하고

자유로운 그림체와 함께 아동화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파스텔톤의 색채를 사용함

으로써 어린 시절의 추억, 동심 등을 떠올리며 정

서적인 친근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해,

구름, 꽃 등은 인간정서 표현요소인 자연모티프로

현대인의 지친 일상에 위로를 줄 수 있다. <Fig.

7>은 빨강색의 풍선으로 어린 시절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Fig. 6>의 향수에 관한 인간정

서를 표현하고 있으나, 원색의 빨강과 강조와 주

의의 색인 노랑을 조합함으로써 인간의 오감을 자

극하는 개성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더불어 옷의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흑백 패턴의 텍스추

어는 인간정서를 자극하는 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패션브랜드 Gucci의 2016년 SS컬렉

션의 작품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채도를 사용하

고 복고풍의 의상스타일과 텍스타일을 조합하여

복고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날의 추억을

연상할 수 있는 색채조합과 더불어 어린 시절 가

지고 놀았던 형광색의 스티커를 화면에 도입하여

자유로운 곡선으로 그려진 라인과 함께 지나간 시

간의 향수에서 비롯된 즐거움과 유희적인 감정을

이끌어낸다.

<Fig. 9>는 인간의 감정 중 우울함을 표현하는

블루 색상의 큰 붓터치로 작가와 감상자의 감정

공감을 시도하고 있다. 블루와 오트밀 그레이의

대조적인 배치를 통해 어두운 감정을 불러일으키

며, 더불어 공허한 눈을 블랙으로 강조함으로써

우울했던 기억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였다.

2) 개성적 붓 터치

붓 터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한 구성요소

<Fig. 6> Katy Smail 
(Katy Smail, n.d.)

<Fig. 7> Tracy Turnbull.
(Tracyturnbull, n.d.)

<Fig. 8> Gucci SS16
(Sarah Beetson, n.d.)

<Fig. 9> Judit García-Talavera
(Juditlatragedia,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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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선의 굵기나 방향, 경사각도 연결성, 그리고

강약조절과 섬세함으로 다채로운 텍스추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천차만별의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감

상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공감과 유대감을 불러일

으킨다.

<Fig. 10>은 일상적인 장면속에서의 캐주얼 의

상을 표현한 그림으로 섬세하지 않은 붓 터치와

거친 텍스추어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다.

끊어진 붓 터치의 연결로 길가의 블럭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은 화려한 패션보다 친근한 인간 정

서를 자극하고 있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일상의

패션을 재현한 장면을 스케치하듯 거칠게 그린 터

치는 작가의 독자적인 감성으로 전달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인간정서의 시각적 표

현방법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텍스추어의 활용이 있

었다. <Fig. 11>은 디자이너 Marc Jacobs의 2021년

Fall 컬렉션에 등장했던 신체 전체를 감싸는 빅

실루엣 코트이다. 외형 중심으로 그려진 코트 위

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손으로 그린 클래식 이미

지의 단순 반복 패턴이 놓여짐으로서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단순한 반복이미지 패턴과 수작업

의 붓 터치가 조화되어 편안한 인간 감성을 느끼

게 해준다.

<Fig. 12>는 인체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늘고

섬세한 붓 터치로 묘사하고, 전통적 니트 문양을

세부적으로 재현하여 인간정서의 정성을 시각적으

로 표현하였다. 니트의 질감은 늘 포근하게 감싸

는 인간 정서를 자극하고 전통적인 패턴은 익숙한

이미지로 공감의 정서를 나타내었다. <Fig. 13> 역

시 이러한 니트에 대한 인간 정서를 활용한 표현

방법으로 그림에 실제 니트를 도입하였다. 생생한

붓 터치 대신 손으로 짠 니트를 대체한 것으로 수

공예에서 느끼는 정성과 독창성을 나타낸다.

3) 개성적 인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체표현은 작가마다

표현하는 목적에 따라 개성적인 인체표현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도 인체는 작가

가 상상한 것을 시각적으로 재현되고, 변형, 왜곡

되면서 감상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

고, 또한 붓 터치와 공간배치에 따라 새로운 자극

을 만들어 내었다.

<Fig. 14>는 일러스트레이터 안젤리카 힉스

(Angelica Hicks) 그린 피비 필로(Phoebe Philo)

의 개인적 감성을 나타내는 패션스타일이다. 필로

의 고급스럽고 미니멀한 패션스타일을 어린이가

사람을 그린 듯한 미숙한 느낌의 인체 즉, 신체비

<Fig. 10> Bricks
(Julie Houts, n.d.)

<Fig. 11> Marc Jacobs Fall
2021

(Bijou Karman, n.d.)

<Fig. 12> Tobias Göbel.
(Illustrationx, n.d.)

<Fig. 13> Izziyana Suhaimi.
(TextileArtist.org,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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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비해 커다란 머리, 비정상적으로 얇은 팔과

손, 발로 표현된 인체에 연출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친근하고 순박한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Fig. 15>는 패션 브랜드 Pringle of Scotland의

디자인을 그린 그림으로 과장되지 않은 인체 비율

과 부드러운 인상의 얼굴 형태는 편안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섬세하고 날카롭게 과장된 손발의

형태로 개성을 표현하였다. <Fig. 16>은 과장된 인

체 프로포션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하체의 비율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본래 전통적 패션일러스트

레이션은 10등신~12등신으로 과장된 경우가 많았

고, 이것은 인간정서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거리

가 있었다. 현재의 감성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향은 이러한 과장된 프로포션에서부터 축소, 과

장된 인체까지 감상자의 개인적 취향과 감성으로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Fig. 17>은 Laura

Laine의 작품으로 과장된 인체 프로포션과 풍성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과장된 묘사력으로 인간의 오

감을 자극하고 있다.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머릿

결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그

비중도 몸집에 비해 강조되고 있어 신비스러운 느

낌으로 개성적인 인체를 표현하였다.

4) 배경과 여백에 의한 스토리전달

그림에서 공간은 작가의 의지에 의해 창조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을

왜곡시키거나 재배치하여 작가의 개념을 무한하게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에서도 역시 배경과 여백은 작가의 창의력

을 감상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표현의 공

간으로 보여지고 있다.

<Fig. 18>은 패션잡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

에 게재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야외 공간을

배경으로 오뜨 꾸뛰르의 고급스러운 패션을 착용

한 여성이 그려졌다.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은 고

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지고 일부 생략되어 표현된

부분도 감상자에 의해 해석될 가능성으로 주며,

또한 자연 배경을 사용하여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위로와 안정을 전달한다.

<Fig. 19>는 디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의 디자인을 표현한 그림으로 두 개로

연속된 그림은 상반된 색상으로 그려져 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여성이 손에 쥐고 있는 달걀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깨어져 있어 달라진 상황에 대해

감상자로 하여금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의

감상과정에서 오감을 자극하고 상상하게 하여 작

<Fig. 14> Angelica
Hicks

(Shim, 2016)

<Fig. 15> Frida
Wannerberger

(Pringle of Scotland, n.d.)

<Fig. 16> Valentina
Battaglia

(TRENDLAND, n.d.)

<Fig. 17> Givenchy
(Laura Laine,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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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감상자는 공감으로 소통은 물론 감상자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보는 이들은 복잡하

게 구성된 배경의 색채와 동시에 여기저기 배치되

어 있는 물건들에서 캐릭터와 연관 지은 스토리를

만들면서 동질적인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Fig. 20>에서는 인물 캐릭터의 상반신을 배치

하고 나머지는 두 가지 색상의 여백으로 남겨두는

구성을 사용하였다. 얼굴은 섬세하게 표현되었으

나 문양의 흔적만으로 표현된 옷은 감상자에 의해

디자인을 짐작하게 한다. 두 가지 색상의 배경은

인물의 움직이는 포즈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상상하게 할 수도 있게 색상의 차이에서

감상자의 경험에 따른 또 다른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배경과 여백에 대한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

배경과 여백은 인물캐릭터나 의상 스타일의 연출

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스토리적 감성을 배가시키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 전달

을 위해 이를 강조할 수 있는 대상물을 배경 가득

채우거나 비워진 여백에 주제와 어울리는 시각적

색채 표현 등을 부분적으로 연출하여 그 메시지

전달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러스

트레이터의 의도나 표현하고자하는 개념을 배경에

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구성요소의 인간정서
표현방법 사례분석 결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구성요소의 인간정

서 표현방법 사례분석 결과와 인간정서 특성의 관

련성은 <Fig. 21>로 정리되었다.

첫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간정서를 적

용한 색채조합은 인간정서의 표현 특성 인 향수,

여유로움, 자연, 공감, 정성의 모든 특성과 관련되

어 나타났다. 특정 색 혹은 색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보편적인 감성을 이용하여

지난 시절의 향수와 인간의 감각,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

다. 또한 색상, 명도, 채도 등의 대비에 의한 강조

효과를 이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을 강조하

는 경우도 보여주었다.

둘째, 붓 터치 표현 유형은 자유롭지만 편안한

유형의 붓 터치, 사실적인 묘사의 붓 터치, 실제

텍스쳐를 그대로 사용한 독창적인 붓 터치로 나타

났다. 자유로운 유형의 붓 터치는 붓 터치의 방향

이나 굵기, 표현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즉흥적인

감성으로 여유로움을 전달하였고 사실적인 묘사의

붓 터치는 현실적인 생생함을 전달하여 정성과 개

성적 표현을 보여주었다.

<Fig. 18> Harper's Bazaar
Zeitgeist

(Nuno Da Costa, n.d.)

<Fig. 19> Stella Mc Cartney POP
(Laura Callaghan Illustration, n.d.)

<Fig. 20> Christopher
Shannon SS14

(Richard Kilro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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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체 표현은 인체 묘사 방법과 바디 프로

포션에 따라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5 등신의 바디 프로포션

에서는 여유로운 감성에서 비롯된 유희와 향수를

느낄 수 있었으며, 6-7등신의 실제적인 바디 프로

포션에서는 동질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9-10등신의 바디 프로포션에서는 관능과 패

션의 트랜디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왜곡되고 미숙

한 인체표현에서 오히려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으

며,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묘사된 인체 표현에서는

수공예품을 보는 듯한 경이와 정성을 느낄 수 있

었다.

넷째, 배경과 여백에 대한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 배경과 여백은 인물캐릭터나 의상 스타일의

연출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스토리적 감성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

전달을 위해 이를 강조할 수 있는 대상물을 배경

가득 채우거나 비워진 여백에 주제와 어울리는 시

각적 색채 표현 등을 부분적으로 연출하여 그 메

시지 전달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21>에서 볼 수 있듯이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 표현 구성요소의 인간정서 표현방법 사

례분석 결과와 인간정서 특성의 관련성을 살펴보

니 각 표현 유형에서 파생된 다양한 표현 방법들

은 결과적으로 인간 정서의 특징인 ‘향수’, ‘여유로

움’, ‘유대감’, ‘자연’, ‘정성’의 특성과도 모두 맞닿

Expression Types
of Emotional FI

Ÿ Use of the symbolic meaning of a specific color or
color combination

Ÿ Brings back nostalgia from the past
Ÿ Stimulation of human senses
Ÿ Use of emotions by contrast such as color,
brightness, and saturation

Emotional color
combinations

Individual human
body

Ÿ Rough and improvised brush strokes
Ÿ Realistic depiction of brush strokes
Ÿ Creative brush touches with real textures.

Individual brush
touch

Ÿ Various methods of depicting the human body and
body proportions: 3-5 heads, 6-7 heads, actual
body proportions, 9-10 heads

Ÿ Distorted and immature human body
Ÿ Delicately depicted human body

Ÿ Storytelling of the illustrator's intentions or concepts
in the background

Ÿ Maximize the viewer's imagination by arranging
colors or lines in the empty space

Storytelling using
background and
white space

Summary of Expression Methods
Characteristics of
Human Emotion

Nostalgia

Relaxation

Compathy

Sincerity

Nature

<Fig. 21> Summa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ression Method of Emotional Fashion Illustration and Human
Emo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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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이 인간적 정서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에 대

해 연구함으로써 최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인

간정서 표현 경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정서에 대한 디자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였고,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에 따른 표현 방법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이고 차가운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

정서 즉, 인간 감성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

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감성에 호

소하는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디자인

도구로서의 인간정서와 특성을 도출해보았다. 그

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를 그리워 하는 ‘향수’,

장식을 배재한 비움의 ‘여유로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유대감’, 자연에서 휴식을 얻는 ‘자연’,

존중과 만족감의 ‘정성’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둘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간 정서 표현

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일러스트의 표현요소인 ‘색채’, ‘질감’, ‘여백’, ‘선’,

‘형태’, ‘공간감’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조건에 더 적합하도록 ‘감성적

색채조합’, ‘개성적 붓 터치’, ‘개성적 인체’, ‘배경

과 여백에 의한 스토리전달’의 표현요소로 정리될

수 있었다.

셋째, 위에 도출된 요소를 중심으로 패션일러스

트레이션 작품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감성적 색채

조합’은 상징적 색채배색, 대비적 색채배색 표현으

로 나타났는데, 상징적 색채조합은 인간정서와 관

련 있는 향수, 여유로움, 자연, 공감, 정성의 모든

특성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색 혹은 색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보편적인 감성을 이

용하여 보여지고 있었다. 또한 대비적 색채 조합

은 색상, 명도, 채도 등의 대비에 의한 강조 효과

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

였다.

‘개성적 붓 터치’는 즉흥적이고 여유로운 감성

을 전달하는 자유로운 유형의 붓 터치, 있는 그대

로를 묘사하는 사실적인 묘사의 붓 터치, 실제 텍

스쳐를 그대로 사용한 붓 터치의 표현으로 다양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성적 인체’는 인체 묘사방법과 인체의

프로포션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감성을 표현되고

있었다. 바디 프로포션의 비율에 따라 전혀 다른

감성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인체 묘사의 표현방

법에 따라 친근함, 우스꽝스러움, 경이, 동경 등과

같은 서로 다른 감성 전달이 가능하였다.

‘배경과 여백에 의한 스토리전달’은 특정 대상

물로 배경 채우기, 비워진 여백에 색채표현 등의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본래 전하고자하는 감

성 메시지의 전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분석 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구성요소의 인간정서 표현방법 사례분석 결과와

인간정서 특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들에서 보여 지는 표현 방법들은 인간 정서의 특

징인 ‘향수’, ‘여유로움’, ‘유대감’, ‘자연’, ‘정성’의

특성과도 모두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보편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용자 즉, 디지털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을 보는 이들의 다수 의견을 실제적으

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후속연구로서 온

라인상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소비하는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자세히 파악하는 설문 조사 분

석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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