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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일러스트레이션은 사회성과 대중성이란 특성으로 말미암아 각종 교육, 출판, 그림동화, 리플릿, 광고, 잡지, 패션, 캘린더, 팸플릿, 

팬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매체에 활용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작가 개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치, 생각, 감

각, 감정, 정신, 이상향 등을 형상화하여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그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본 연구는 한·중 여자 일러스트레이션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별 여자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

한 이론적인 배경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에게 텍스트 기반의 정보는 타 정보에 비하여 인지도가 현

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이 텍스트와 함께 소비자

에게 전달됨으로서 그 인지 효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비교분석하여 문화에 있

어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파

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매체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인체를 

캐릭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자 캐릭터

의 경우가 일러스트레이션의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

와 옷을 표현주체로 시대의 유행과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중 여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3. 연구 방법

  우선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

보며, 한·중 여자 일러스트레이션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자 일러스트레이션을 색채, 캐릭터 등

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여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Image Map 기법으로  동양적인 스타일과 서구적인 스타

일, 한색계열과 난색 계열로 분류하여 양국 간의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일러스트레이션 이론적 배경

1.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본적인 정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된 계획적인 시

각 언어로서 객관적인 표현예술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러스트레이션은 묘사된 것을 그림으로 단순히 옮겨 놓

은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 독자적 표현 방식

에 따라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의미를 시각화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표현한 것이 회화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1] 일러스트레이션은 작가 개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사회 와 세계에 내포된 가치, 생각, 감각, 감정, 정신, 이

상향 등을 형상화하고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작품을 제작한다. 

2. 여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와 옷을 표현주체로 하여 

만들어진 설명도, 예상도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사전

적인 의미로는 ‘유행을 그린다.’는  뜻으로 옷의 구상을 스

케치하는 것이다.[2]

  일러스트레이션 표현매체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인체를 

캐릭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자 캐릭터의 경우

가 전체 90%이상을 차지였다.[2]

Ⅲ. 한⋅중 일러스트레이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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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분석

Color 분석: 

  한국의 여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색상은 대부분 중

간색의 온화한 계열로서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선글라스와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

타난다. 

  중국의 여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중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많고, 명도의 대비가 

강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선글라스와 같은 액세서리의 착

용이 없이 단아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는 일러스트가 많다. 

한국과 중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색상적인 특징에서[그림

1]과 같이 한국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중간계 색채의 성향을 

띄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명랑하고 활발한 이미지가 강조

되어지고 있다.

▶▶ 그림 1. 한·중 여자일러스트레이션 분석 이미지맵

Style 분석: 

  한국의 여자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는 다양한 헤어스타

일과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검

은색의 전통적인 동양인의 머리색상과 긴 생머리의 헤어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 의상에 있어서도 서구화 된 캐주

얼 복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경에 있어서도 

설정되어진 상황의 공간에 대한 명확성이 두드러지나, 중

국의 경우 배경의 공간성이 떨어지고 몽환적인 배경을 많

이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일러스트레이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동양화에 

있는 낙관(落款)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일러스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중국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현실

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1]에서와 같이 중국의 여자 일러

스트레이션은 동양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

국의 경우 서구화 되어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Technique 분석: 

  한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은 대부분 Adobe 사

의 Illustrator, Photoshop, 또는 Painter를 사용하여 제

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수묵화 형식의 로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스캔한 뒤 컴퓨터와 혼용하여 제작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의 보급이 한국에 

비하여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션에 대

한 작가정신이 한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 이론적 분석

  중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이 동양적이고 전통

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자연환경과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흔히 국민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 한국

은 반도의 기질, 일본은 섬나라 기질, 중국은 대륙적 기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대륙적 기질은 다음과 같

은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연과 융화되어 격이 없고 하

늘의 뜻에 순응하고 살아가되 삶은 보수적이고 실용적이

고, 중국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잦은 전쟁과 왕조의 

변화로 성격상 현실에 순종하며 자급자족의 생활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사회관습에 적응력이 뛰어나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반도의 성격상 중국에 비해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반면, 중국은 현재의 문화와 관습

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한국 여자 일러스

트레이션과 중국 여자 일러스트레이션에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국경을 초

월하여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이 활발한 교류를 

이루고 있다. 서양에서 발전한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의 

미술의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고 각 나라의 문화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일러스트

레이션은 중국전통의 수묵화 기법과 융합하여 독특한 하

나의 일러스트레이션 장르를 구축하게 되었고, 일러스트

레이션에 나타난 복식문화 역시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나라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나라 문화를 반영하고 특

히 여자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여성의 복식문화와 

미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짧은 머

리의 여자보다 긴 생머리의 여자를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일러스트레이션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

한 상업적인 목적의 그림이 아닌 하나의 문화를 상징하는 

아트의 장르로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인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