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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문자와 그림은 그 역할로 보면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자
와 그림은 그 뿌리를 더듬어보면 본래 의사 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
다. 또한 문자와 그림 모두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과적으
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자와 그림은 서로 상반되면서도 서로
를 지향하는 흥미로운 관계에 있다.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문자 중심적 성격
에서 벗어나 이미지 의존성이 강하다. 디지털문화시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그림적인 표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문자 형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인지와 노출의 반복을 통해 기억
해야 한다. 때문에 문자수가 많은 언어는 효과적인 정보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필요
하다. 일본어 문자 ‘가나仮名’는 문자수가 전 세계 언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측에 속
하고 같은 음절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가지 표기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가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러스트레이션, 즉 그림을 활용한 문자 표현을 연구하였
다.
먼저 그림에서 파생된 문자의 형성과정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자와 그
림이 어떻게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밝혔다. 특히 문자와 그림이 결합
된 개념인 ‘아이코노텍스iconotext’의 역사적 배경 및 사례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였
다.
이어 문자와 그림을 주요 언어로 하는 ‘그림책’이라는 매체에서의 커뮤니케이
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림책 중에서도 특히 문자를 소재로 하는 문자 그림책을 문
자와 그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국내외 주요 문자 그림책의 사례를
통해 표현유형을 분류·분석하면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그림과 문자가 기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심리학 이론들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문자보다 그림이 기억에 남기 쉽고, 관련이 있는 문자와 그림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어느 한 쪽만 제시할 때보다 기억에 효과적임을 주장하는 이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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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문자 표현이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동시에 기억 이론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영감을 토대로 문자
표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연구 작품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가나 문자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응용형태로 문자 그림책, 문자표, 영상, 단어 포스터,
낱말 놀이 카드를 제작하며 각 매체 특성에 적합한 표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자와 그림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이 둘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유기
적으로 엮으면서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더불어 기억 관련 이론
에 부합하는 표현을 모색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 구상과 추상의 속성 및 관계, 심상
의 대체불가능성 혹은 귀납적 접근,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과 같은 연구자의 선행연구 맥락을 토대로 해석하고 표현을 탐구하였다.

주요어 : 가나, 기억, 그림, 그림책, 문자, 심상, 아이코노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학 번 : 2013-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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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선행연구
1.1.1. 이론적 선행연구

연구자는 그림과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석사과정에서는 아래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일본 작가 이와사키 치히로의 일러
스트레이션에 대해 ‘물화’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와사키 치히로는 주로 그
림책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가였으며 본인 이름으로 된
그림책미술관이 있다.

“물화(物化)적 표현을 통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와사키 치히로의 『작은 새가 온 날』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권 5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p. 251-259, 2012

“물화(物化)적 관점에서의 이와사키 치히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

아래의 논문을 통해서는 한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글에 대해 기호학적으
로 접근하여 그림책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일본그림책에 나타난 메시지 전달의 기호학적 분석”, 문철 공저, 『기초조형학연구』 13권
5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p.237-249, 2012

또한 다음 두 편의 논문들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출판된 안데르센 동화의 일러
스트레이션과 서구에서 출판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 문화적·시대적 맥락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안데르센 동화는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는 책이므로 각 나라의 문화와
시대상이 반영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많은 내용을 읽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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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시대 안데르센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일본에서 번안된 안데르센동화 그림책 일러스
트레이션 연구(1)-”, 『조형미디어학』, 18권 4호, 한국일러스아트학회, pp.341-349, 2015

“다이쇼시대 안데르센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일본에서 번안된 안데르센동화 그림책 일러스
트레이션 연구(2)-”, 『조형미디어학』 19권 1호, 한국일러스아트학회, pp.333-340, 2016

또 아래 논평을 통해 인간의 시각과 지각에 대해 아울러 논하는 게슈탈트 심리
학을 축으로 하여 그림책 작가 고미 타로 작품의 특징과 매력을 논하였다.

“Expressions in Accordance with Traits of Human Visual Perception in Taro Gomi’s

Surprise Picture Books”, Bulletin of the Association for Studies of Picture Books, 2016
– No.18, pp.49-54, 2016

연구자는 이렇게 그림과 글을 가지고 내용을 표현하고 페이지를 넘김으로써 이
야기가 전개되는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대해 작가론적 관점, 심리학, 지각 이론, 기호
학, 색채학, 역사적, 사회학적 맥락에서 연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주요 표현도구인 그림과 문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연계성이 있다. 특히 ‘문자 그림책’이라는 문자를 소재로 한 그림
책을 결과물로 제작하는 데 있어 기존 문자 그림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
운 표현을 모색하였다.

1.1.2. 작품 선행연구

선행 작업들을 통해 터치와 재료사용 등의 스타일을 포함한 연구자의 작품세계
가 형성되어왔다. 한 작가 작업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테마와 표현의 특성은 그 작가
의 개성이자 정체성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 작업과의 상관관
계 안에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행 작업을 소개한다.
연구자가 탐구해온 화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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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구상과 추상의 속성 / 관계

2)

심상의 대체불가능성 = 귀납적 접근

3)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 = 시각적 스토리텔링

구상과 추상의 속성 및 관계

사물의 형태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대상의 모양이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나 어느 정도 대상의 형태를 변화시켰거나 단순화, 양식화한 경우에도 추상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자연의 형태가 완전히 없는 순수추상과 구별하여 반추상
semi-abstract, 또는 이차적 추상, 준추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구상과 추상
이 서로 결합된 양식이다. 수채화 물감을 이용한 드로잉과 뿌리기, 다양한 미디엄,
콜라주, 펜 등의 재료를 이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서는 이목구비가 생략 ·
단순화되어 있고 선과 색면을 혼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보이는 부분만 재현하지
않고 면과 선의 중첩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수채물감을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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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채물감과 펜을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14

<그림 3> 콜라주collage 기법을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06

<그림 4> 다양한 기법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06
(좌) 수채 물감 뿌리기 기법 (우) 미디엄을 통해 텍스처를 내고 그 위에 수채
물감으로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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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성 사인펜을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06

인물의 몸짓과 패턴을 소재로 하여 아크릴 물감과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한 상
像 archive 시리즈 작업에서는 무용수의 구체적 형상과 추상적인 패턴이 한 화면에
공존한다. 이 시리즈에서는 각 패턴과 이미지의 배경이나 맥락도 있지만, 그 못지않
게 구상과 추상의 복합적 표현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림 7> Image Archive 3

<그림 6> Image Archive 2
2015,

Mixed

media,

45.5x38cm(8F),

2015, Mixed media, 45.5x38cm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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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mage Archive 1

<그림 9> Image Archive 5

2015, Acrylic on canvas, 45.5x33.3cm

2015, Acrylic on canvas, 45.5x33.3cm

<그림 10> Image Archive 16

<그림 11> Image Archive 18

2015, Mixed media, 45.5x33.3cm

2015, Mixed media, 45.5x33.3cm

2)

심상의 대체불가능성 = 귀납적 접근

구상은 그 구체성 때문에 귀납적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추상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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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적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 재현, 구체성 등에 기반한 표현은 심상 그
자체로 어떤 힘을 가진다고 믿는다. 형태와 색채로 구성된 시각적 표현은 말로 그것
을 설명한다고 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 시각적 표현은 다른 언어로 치환이 불가능
하고 오직 그 표현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감상될 수 있다.
주로 어린이를 소재로 선명하고 밝은 색채를 쓴 페인팅 작품에는 그 인물의 동
세와 피부색, 표정, 그리고 색채와 붓놀림의 결합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중요시하고 화면에 담았다.

<그림 12> Adventure

<그림

2014, Acrylic on canvas, 45.5x37.9cm

Midsummer

13>

One

Afternoon

of

2014, Pastel on paper, 54.5x39.5cm

<그림 14> Observation
2014, Acrylic on canvas, 37.9x45.5cm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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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One Day 2

<그림 16> Prayer

2014, Acrylic on canvas, 45.5x37.9cm

2014, Acrylic on canvas, 45.5x37.9cm

텍스처가 강조된 표현으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으로 처리하였는데, 귀납적인
구상과 연역적인 추상적 표현이 한 화면에 함께 공존할 때 보다 풍부하고 매력적인
시각 자극이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라이브페인팅live painting과 같은 규모가 큰
작업을 할 때는 붓놀림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그 사이즈로 제작되었을 때만
가지게 되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림 17> 서울국제핸드
메이드페어 2014 라이브
페인팅
코엑스 B홀에서 2014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라이브페인팅을

진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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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핸드메이드코
리아페어2014 라이브페
인팅
코엑스 B홀에서 2014년
7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에 걸쳐 라이브페인
팅 작업을 했다.

<그림 19> 일본
Merry-Go-Round
갤러리 쇼윈도우를 위한
작업 과정
2015

<그림 20> 아트토이에 아크릴과 펜, 2014

아트토이 기업 쿤토이Kuntoy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자신의 그림에 맞게 토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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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하여 함께 전시한 작업에서는 기본 형태에 색과 패턴 등을 달리 디자인
함으로써 무한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작가의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다.

3)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 / 시각적 스토리텔링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글과 그림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한다. 책이라는 최
종 형태 안에서 글과 그림의 내용, 형태 및 배치, 판형, 종이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
다. 연구자는 특히 글과 그림의 역할분담에 유의한다. 한 내용을 그림이 전달할 수도
있고 글이 전달할 수도 있다. 글과 그림의 관계는 서로 대응할 수도 있고, 상호보완적
일 수도 있으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묘사하면서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도 있
다.
<그림 21> 그림책 『내가 엄마 해야지』
글: 곽영미, 그림: 사카베히토미
2013, 파주: 느림보
145x190mm, 18 pages
ISBN 978-89-5876-166-2 (77810)
2014 행복한아침독서 유아 추천 도서
2014 오픈키드 선정 좋은 그림책

그림책 『내가 엄마 해야지』는 글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는 일방적 방식이 아
니라, 글 작가와 그림 작가(연구자)가 서로 원고를 주고받으며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하였다. 글의 내용이 그림에 포함되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지우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글과 림에서 각각 표현할 내용을 잘 분담하고 이중으로 반복하여 같은 내
용을 설명하지 않도록 고심하였다.

- 10 -

<그림 22> 『내가 엄마 해야지』 pp.11-12
어떤 상황에서 주인공이 이 대사를 말하는지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 23> 『내가 엄마 해야지』 pp.15-16
글로 표현된 내용과 그림으로 표현된 상황이 상반되지만 주제를 더 잘 드러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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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내가 엄마 해야지』 pp.17-18
때로는 글이 없는 페이지가 있기도 하다.

일러스트레이션 에세이에서는 글의 양이 그림책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글
을 통해 감정이나 느낀 바, 과거의 회상 등에 대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반면에 그림으로 어떤 장면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25> 단행본 『아이와 나』
2015, 파주: 북노마드
105×170mm, 240 pages
ISBN 978-89-97835-82-9 (03810)
땡스, 초이스! 2016년 5월의 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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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아이와 나』 p.69, p.37

<그림 27> 『아이와 나』 p.136,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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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잡지 『맘&앙팡』 내지 원고
서울: 디자인하우스, 2016 9월호 pp.186-187

<그림 29> 잡지 『맘&앙팡』 내지 일러스트레이션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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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잡지 『맘&앙팡』 내지 일러스트레이션 pp.190-191

카드나 엽서도 작은 면적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
포그래피와 그림적 요소로 나타내고 싶은 것을 간결하게 전달하면서 서로의 시각적
조화를 고려한다.

<그림 31>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카드 디자인
2015, 리소그라프 3도 인쇄, 148x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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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작품 선행연구에서도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왔고, 그림 표
현에서는 구상이면서도 무엇인지 분간될 듯 분간이 안 되는 세부가 미분화된 반추상
적·총체적 표현을 추구해왔다. 구상과 함께 추상적 패턴이나 강한 붓 터치 등에 의한
비구상적 요소 등을 뒤섞는 표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1.2. 제작의도 및 연구 기대효과
1.2.1. 연구배경 및 제작의도

문자를 소재로 삼은 요인에는 연구자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크다. 타국에
서 오래 지낸 경험을 통해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생각했다. 언어에는
문법이 있지만 연구자에게 있어 언어라는 것은 수학처럼 문법에 단어를 대입하는 방
식으로 답이 구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언어 배경에는 감정과 사회적 암묵적
맥락이 있고 그러한 구체적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귀납적으로 학습되는 것이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의 감정과 사회적 관습, 그 대화의 전후 상황을 모두 수용했을 때
비로소 한 단어라도 그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쓸 수 있었다.

<그림 32> 연구자가 경험한 언어학습의 특성

<그림 33> 기호로서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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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서의 사과, 모두가 ‘사과’할 때 떠올리는 과일이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
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과는 각양각색 모두 다르다. 문화권마다 판매되고 있는 포장
상태와 장소부터 과일의 형태, 껍질 색깔과 질감, 향 등 구체적인 생김새와 접하게
되는 환경, 과정이 모두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과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엄밀
히 말하자면 ‘apple’과 ‘りんご’와 ‘사과’는 다른 것이다.

<그림 34> 각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과 모습

따라서 연구자는 언어학습에 있어 다음 두 가지를 중요시 한다.

● 귀납적 접근방식
● 구체성

이런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문자를 소재로 하는 표현에서는 한 사
물이 일본어로 불리는 이름과 그 가나를 연결 짓고자 한다. 그 발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자형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서로 연결 지어 시각적인 표현을 모색하고자 한
다.
표현에 있어서는 기호인 문자와 재현인 그림을 시각적으로 혼용하고자 한다.
돈디스Donis A. Dondis의 언급1)에 따라 표현의 수준을 구분하여보면

1)

Donis A. Dondis, 1973, A primer of visual literacy, Cambridge: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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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적 표현의 수준
● 추상적 표현의 수준
● 기호적 표현의 수준

라고 하는 3 가지 단계로 나뉜다.
기호이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구체적 사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경계
를 뒤섞고 허무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 신선함이 발생되는 것이 연구자가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라는 소재와 접목시켜 참신한 표현
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 35> 연구자가 지향하는 표현

1.2.2.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람의 지각 과정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정보를 사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미 있게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정보
디자인이다. 오병근과 강성중은 “정보를 디자인하는 이유는 작업 기억(단기 기억)의
시간을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여서 사용자에게 정보가 분명하게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2)이라고 했다. 문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문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만들어내고, 보다 큰 문장의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정보나 의미
를 운반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의 형태를 기억하
2)

오병근·강성중, 2008, 『정보 디자인 교과서』, 파주: 안그라픽스,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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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익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문자 가나는 세계의 언어 중에서도 가장 글자 수가 많은 언어이다. 가나는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를 합하여 총 92
개 문자를 가지고 있다. 가나는 같은 음절에 대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가
지 표기 방법이 있고, 형태가 유사한 문자가 많아 처음 가나를 접하는 이들에게 혼란
을 야기한다. 문자라는 것은 그 형태를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으로 학습된다. 따
라서 글자 수가 많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 문자를 많이 보고 오래 보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자를 소재로 한 결과물을 제작함으로써 문자 형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문자 형태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시대이자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사회로 나날이 무수
한 시각적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온다. 인터넷, SNS 등의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전
자 기술 기반에 기반한 21세기는 이미지 홍수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에는 제한적인 문자보다 이미지에서 오는 감각과 감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문화를 수
용하고 창조하는데 중추적인 것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서 문자의 그림
적pictorial인 표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 문자 가나를 소재로 하
되 그림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을 통해 문자의 풍부하고
다의적인 시각 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문자와 그림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한 언어로서 역사적으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서로 역할이 변화해왔으며, 그 표현은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제작에 앞서 문자와 그림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역사적 관
점에서 사례를 통해 조명할 것이며, 기억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여 표현연구의 토대
로 삼을 것이다. 또한 문자 표현을 제안한 후, 각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
로 최종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및 범위
1.3.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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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자가 이론적 선행연구 및 작품 선행연구에서 탐구해온 화두
를 소개하면서 본 연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짚어본다. 이어 본 연구의 배경 및 작품
제작의도를 언급한다. 그 다음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논한다.
2장에서는 그림에서 파생된 문자의 형성과정과 문자와 그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문자와 그림의 상호작용인 아이코노텍스의 역사적인 배경 및 사례를
언급한다.
3장에서는 문자와 그림을 주요 언어로 하는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대해 문자와
그림의 관계, 즉 아이코노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림책의 비주얼 커뮤니
케이션 요소 및 국내외 주요 문자 그림책의 사례를 통해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에서
나타난 특성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심리학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기억과 지각에 대해
서는 심리학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림이나 시각 표현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면서 표현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일본 문자
가나 표현을 연구하고 가나 그림책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제안을
할 것이다.
6장에서는 연구에 대해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가능성에 대해 언급
한다.

1.3.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일본 문자 중 한자를 제외한 ‘히라가나’와 ‘가타
가나’ 92자 중 ‘을/를’을 의미하는 조사인 ‘を’(히라가나), ‘ヲ’(가타카나) 및 단어의
첫 글자로 사용될 수 없는 ‘n’ 발음이 나는 ‘ん’(히라가나), ‘ン’(가타카나)를 제외한
88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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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정의 및 범례
1.4.1. 개념 및 용어 정의

■ 문자 그림책 ABC book
신명호의 『그림책의 세계』에서는 어린이 독자를 위해 문자와 숫자를 본격적
으로 다룬 그림책에 대해 ‘ABC북’, ‘알파벳 그림책’이라고 지칭하였다. 현은자·김세
희의『그림책의 이해』에서는 글자 학습을 위한 그림책에 대해 ‘알파벳 그림책’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알파벳alphabet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나 라틴의 음소문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서구에서 발간된 문자 그림책을 지칭하기에 적합한 단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절문자인 일본 문자 ‘가나’를 소재로 논의를 전개한다. 가나
를 표현한 그림책을 ‘알파벳 그림책’이라고 지칭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자를 소재로 다룬 그림책이라는 단순한
의도가 드러나도록 ‘문자 그림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아이코노텍스트 iconotext
‘아이콘icon’과 ‘텍스트text’의 복합적 개념이다. 그러나 글과 그림이 단순히 합
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결과하기도
하며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제3의 형식을 의미한다3). 넓은 의미에서는 문자
와 그림의 상호작용까지 통틀어 아이코노텍스트로 일컫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자와 그림이 시각적으로 혼용되어 있는 상태를 칭하기로 한다.

■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일러스트레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lustrare로 ‘to make light, explain’ 즉, 빛을
밝혀 드러나게 하는 것, 형체가 없는 것을 형상화하여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3)

박영선, 2012, “아이코노텍스트의 관점에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연구 – 볼로냐아동도서전
라가지상 한국작가 수상작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권 2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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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가지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
내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언어이다.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 미술사가 등장하고 19세기 이후 미술사라는 학문이
성립되는 시기에 파인아트fine art와 일러스트레이션이 갈라지게 되었다. 파인아트의
등장과 함께 동양화, 서양화, 조각, 현대미술, 공예, 판화, 디자인, 건축, 사진 등 영역
을 구분하게 되었고, 파인아트 이전의 회화까지 예술에 포함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은 ‘파인아트 표현을 응용한 것’이라는 ‘응용미술’로 이해하게 되어 연구대상에서 배
제되었다. 이는 불과 100년이나 200년 전의 일로, 아키야마 타카시秋山孝는 그 이전
의 미술은 모두 넓은 의미의 일러스트레이션에 포함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라스
코동굴벽화와 같은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러스트레이션은 문자 이전부터 있었던 오
래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와 대립되는 혹은 동등한 관계로 논의되는 일러스트레이션
은 ‘그림’이라고 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여 ‘그림’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메리카 일러스트레이터즈 갤러리American Illustrators Gallery의 디렉터 주
디 고프만Judy Goffman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를 다음과 같
이 말했다.
§ 글과 하나된 그림이다.
§ 복제를 목적으로 태어난 예술의 한 형식
§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그린 것
§ 사회의 정신적인 욕구나 만족감을 표명한 것
§ 각 시대 또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각적인 기록
§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예술의 한 형식

또한 아키야마 다카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 미디어를 통한 복제가 가능하고
§ 사회를 기록하는 시각 표현이며

- 22 -

§ 생각을 전달하는 예술의 한 형식
이라고 정의했다4).

본 연구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고프만과 아키야마
가 언급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서 사용
하였다.

1.4.2. 범례

본 연구의 주, 서지 표기법은 CMS(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주 –서
지 양식을 따르고 있다.5)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정보의 표기를 위해서 페이지 표기
앞에 p 혹은 pp을 추가 하였으며, 한글 번역서의 경우 원서의 이름을 추가하였다.

예)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Robert S. Root-Bernstein 미셸 루트번스타인
Michele M. Root-Bernstein, 2007,『생각의 탄생』Spark of Genius (1999), 박종
송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p. 22.

4)
5)

아키야마 타카시 秋山孝·이진기, 2010,『일러스트레이션 스쿨』, 서울:디자인하우스, pp.17-21.
출처 : 박창원 외3인, 2012,『논문작성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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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와 그림
2.1.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언어로서의 문자와 그림

트위먼Michael Twyman은 언어를 oral, visual, paralinguistic 언어로 분류했
다. 문자와 그림은 이 중에서 모두 visual, 즉 시각 언어에 속한다. 시각 언어는 다시
verbal, pictorial, schematic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verbal, 즉 구어적 시각
언어는 문자를 의미하고 pictorial, 즉 그림적 시각언어는 도상 재현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하는 그림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의미한다. 그가 schematic, 즉 도식적 시각언어
라고 명명한 언어는 단어나 숫자, 그림에 속하지 않는 표, 다이어그램, 그래프 등과
같은 시각언어를 말한다. 다이어그램적 시각언어라고도 하며 시각적인 양으로 내용
의 위계관계를 표현한다6). 그림과 문자가 모두 visual language에 분류된 것으로 드
러나듯이 문자와 그림은 모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깊은 연관
이 있다.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위와 같이 언어를 분류하고 있지만, 본래 대부분의
문자는 그림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림은 문자 이전부터 있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언어이기도 했다.

<그림 36> 트위먼에 의한 언어 분류

6)

Michael Twyman, 1985, “Using Pictorial Language: A Discussion of the Dimensions of the
Problem”, Thomas M. Duffy and Robert Waller Ed., Designing Usable Texts, Orlando: Academic
Press, pp.2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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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기원전 3000년~2200년 사이에 후제스탄Khūzestān에서 수메르 영
향 하에 독자적으로 발달한 그림문자 엘람 그림문자Elamite pictogram7), 그것이 기
원전 2900년경부터 수백년에 걸쳐 복잡한 자형과 문자 조직이 정리·단순화되어 생겨
난 엘람선문자Elamite linear,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문자 설형문자楔形文字, 이집
트의 상형문자象形文字 hieroglyph, 중국의 갑골문자甲骨文字 등이 있다.

<표 1> Hinz에 의한 엘람 선문자 표

엘람 문자와 설형문자 간에 공통되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사례8)를 보면 부분적
으로 유사한 형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문자들은 지금 우리 눈에는
7)
8)

内記良一, 2001,「エラム絵文字」「エラム線文字」『世界文字辞典』, 言語学大辞典，別巻，三省堂
스기 이사무杉勇, 2006,『楔形文字入門』東京: 講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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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가깝다.

<표 2> 같은 것을 의미하는 엘람 문자(좌)와 설형문자(우) 사례

<그림 37> 갑골문자가 한자가 되는 변천과정
하단에는 한자의 변화하는 명칭 표시

중국의 갑골문자는 관찰을 통해 얻은 구상에서 시작해, 형상에서 분리되는 이
상을 거쳐 형상을 뛰어넘는 초상, 형상이 아니게 되는 비상으로 향하면서 추상적 문
자가 되었다. 따라서 문자는 모두 어느 정도 회화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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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가 알파벳으로 변화하는 과정

일본 에도시대에는 문자를 읽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그림으로 읽을 수 있는 반
야심경般若心経이 존재했다. 에신교絵心経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는 그림으로 그려
진 사물의 첫 글자를 발음하는 방법으로 그림이 문자를 대신하고 있다. 다치바나 난
케이橘南谿가 일본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보고 들은 기사이견을 묶어
1797년에 펴낸 기담집『도유키東遊記』에 그 초기 모습이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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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그림으로 읽는 경전
에신교絵⼼経
橘南谿 1797 『東西遊記·北窓瑣
談』

에신교에서 그림으로 그린 사물의 첫 글자 발음만 따와 문자처럼 사용하였다면
아이소타이프ISOTYPE: International System of Typographic Picture Education는
언어 대신 그 내용을 시각화한 심볼을 사용하였다. 아이소타이프는 오스트리아의 사
회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였던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가 사회적 계몽을 목적으
로 1920년대에 제창했다. 통계그래프에 있어서 숫자 대신에 심볼의 개수나 크기를
이용하여 양을 시각화하는 것인데 노이라트는 아이소타이프 역할을 언어와 숫자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것, 즉 언어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겼다. ISO=TYPE이라는 말
그대로 동일한 그림형태로 문자처럼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심볼 역할을 한다. 언어처
럼 그림 기호의 형태와 색의 사용규제를 정함으로써 심볼들을 조합하여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 복합적인 심볼을 만들 수 있다9). 그림 언어인 아이소타이프를 통해 이
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통계수치 등을 한 눈에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전화
를 거는 방법이나 폐렴에 걸리는 과정 등을 설명하는 등 선행지식 없이도 정보를 이
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9)

小林昭世, 2003, “デザインの形成と記号論的機構：見せるための表現の工夫”, 『VISION』 Vol.15
No.3, 日本視覚学会,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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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심볼을 결합한 아이소타이프 사례
‘구두’와 ‘공장’의 심볼을 조합하여 ‘신발공장’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아이소타이프를 만들 수 있다. 마치 단어를 조합
하듯이 언어 대신 심볼을 이용할 수 있다.
Otto Neurath, International Picture Language. The
first Rules of Isotype. Opus
Cit., p.51.

<그림 40> 아이소타이프로 표현한 통계
사례
Otto Neurath, International Picture
Language, The first Rules of Isotype.
Kegan
Paul, London, 193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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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아이소타이프로 나타낸 결핵
의 감염 과정
The Otto and Marie Neurath Isotype
Collection

아이소타이프에서는 정보 인식에 있어서 언어 대신 그림뿐만 아니라, 그래프나
다이어그램과 같은 schematic 시각언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훨씬 쉽고 즉각적으로 이해시키고 명료하게 전달한다. 특히 그림을 언어 대신
사용하여 그림끼리의 조합으로 의미를 조합하여 새로운 심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
면, 문자와 그림 모두 명백한 커뮤니케이션 언어임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2.2. 도상성이 짙은 문자, 가나仮字

고대 일본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자가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일
본 문자의 역사가 시작된다. 가나仮字는 본래 한자의 주변문자로서 생겨난 문자이며
만요가나万葉仮字, 가타가나片仮字, 히라가나平仮字의 세 종류가 있다. 모두 일본
어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문자이지만 후자 두 가지는 전자인 만요가나를 모태로
탄생한 일본의 독자적인 기호 체계이다10). 이렇듯 ‘가나’는 상형문자이자 표의문자
인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로, 그림이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쳐 생겨난 도상성이 짙은
문자이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그대로의 어순으로 읽었으나 나라奈良시대
(710-794) 중간에 한문을 어순을 바꾸어 일본어 어순으로 읽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단절된 헤이안시대(794-1185)가 되면 그 흔적들이 눈에 보이는 문
헌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먼저 한자를 일본어 어순으로 읽기 위해 한자 곁에
10)

大野晋, 1980, 『日本語の成立』, 東京: 中央公論社,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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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한문을 훈독할 때 한자 왼쪽에 붙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 읽는 차례를 매기는
기호인 ‘가에리텐返り点’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 후 한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일본어에 필수적인 조사와 어미 등을 한문 곁에 작게 써붙이게 되는
데 이 때 일본어의 음을 나타내는 용도로 쓴 한자가 만요가나이다11).
만요가나는 8세기 후반에 성립한 가집『만요슈万葉集』에서 주로 쓰였기 때문
에 부여된 명칭이다. 한자는 중국어 문자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쓰는 한자는 읽는
방법pronunciation이 두 가지 생겨났다. 하나는 중국 원음에 따른 발음,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서 일종의 번역에 의해 생겨난 발음이다. 즉 한자의 뜻에 상관없이 한자를
읽는 방법만을 취하여 음표처럼 사용한 것이 만요가나의 하나의 용법이다. 옛날에는
만요가나를 가나仮字(‘나’는 일본어로 문자를 뜻함)라고 표기했는데, 한자의 뜻 그대
로 빌려仮 사용한 글자字라는 뜻이다12). 한자는 한 글자의 획수가 많다. 중국어의
경우는 한 글자가 한 단어를 의미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일본어는 다음절어인데다 3
음절 이상의 단어가 많다. 따라서 한 음에 해당하는 문자 형태를 되도록 간략화하고
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지금 일본어 문자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べbe’발음이
나는 「部」가 점차 변형되어 「へhe」가 되는 식이다13).

<그림 42> 702년 호적 장부에서 드러난 部를 へ로 간략화하는 과정

가타카나는 한문의 직접적인 번역을 위한 글쓰기에서 줄곧 쓰였기 때문에 가타
카나는 오랫동안 시각적으로도 한문 훈독에 종속된 문자 체계였다. 처음에는 한자
곁에 작게 표시되던 가타카나가 후대로 올수록 점차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한자와
같은 크기로 표시되고 한문 줄 한 가운데에 쓰이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한자-가타
카나 혼용문漢字カタカナ交じり文’이라는 문체가 생겨나게 되며 이것이 지금의 일

11)
12)
13)

水村美苗, 2008, 『日本語が亡びるとき』, 東京: 筑摩書房, pp.161-162.
杉本つとむ, 1998, 『日本文字史の研究』, 東京: 八坂書房, pp.81.
杉本つとむ, 1998, 『日本文字史の研究』, 東京: 八坂書房,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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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의 원형이 되었다.
반면, 히라가나는 독립된 문자체계로 일본 본래의 말인 야마토코토바やまと言
葉로 짓는 ‘와카和歌’를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한문을 읽고 쓰는 일이 금지되었던 여
성들이 쓰는 문자였기에 ‘온나데女手’라고 불렸다14). 헤이안시대 본토 일본어 문예
인 ‘와카’를 비롯하여 『겐지이야기源氏物語』등 여성들의 문학이 꽃피며 그 지위가
상승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히라가나 문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자를 최대한 배제한 히라가나문장이었지만 히라가나 문장을 지식인 남성들도 읽고
쓰는 과정에서 한자를 자주 섞어 쓰는 문장이 되어나갔으며 당시 발달하던 상업적
사회구조 안에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말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가마쿠라鎌倉
시대(1180-1333) 전기에 쓰인 불교 관련 문헌은 ‘한자-가타카나가 혼용문’이지만,
가마쿠라시대 후기에 쓰인 수필 『쓰레즈레구사徒然草』은 ‘한자-히라가나 혼용문’
으로 쓰인 것이 유통되었다. 에도시대에는 출판이 활발해졌는데, 이 때 쓰인 문학들
은 대부분 ‘한자-히라가나 혼용문漢字ひらがな交じり文’이었다. 후대로 갈수록 한
문으로 쓰인 것은 불자나 유자가 쓴 문헌 등 공문서로 점차 한정되어나갔고 결정적
으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등 근대화 과정에서 ‘국어 이데올로기’15)가 보급되면서,
본래 일본어인 야마토코토바를 나타내는 문자였던 히라가나가 한문과 그것을 번역하
고 보조하던 가타카나를 대신해 공식적인 문자가 되어 지금의 일본어 형태가 만들어
졌다16).

2.3. 아이코노텍스트 iconotext

김영호와 김지현은 “글과 그림의 상화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변화” 연구논
14)
15)

水村美苗, 2008, 『日本語が亡びるとき』, 東京: 筑摩書房, pp.162-163.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저서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1983)에 인용한 18세기말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의 “모든 백성은 국민이며 그 자신의 국민적 성격과 그 자신의 언어를 가진다
Denn jedes Volk ist Volk; es hat seine National Bildung wie seine Sprache.”는 선언에 의해 자신이
언어로 쓰고 자신의 언어로 학문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유럽의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침투해
16)

나갔다.
水村美苗, 2008, 『日本語が亡びるとき』, 東京: 筑摩書房,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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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서구 역사에서 문자와 그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과정을 설
명하고 디지털시대를 맞은 현대에는 문자와 그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다양한 미
디어와 융합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역사에서 문자와 그림의 관계변화 과정
을 다음 표17)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문자와 그림의 상호관계 변화과정 분석

아
이
코
노
텍
스
트

글

그
림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태동기

발달기

분화기

황금기

도상적

상징적

지배적

지배적

동등

20세기

디지털시대

혼란기

도약기

스타일

피지배적

생성,

위치

다양한

회화로의
지배적

현대

혼합시도
분리

혼합의

동등

시도

이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는 글과 그림은 서로 융합되고 단순한 그림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후 글자는 점차 추상화되어갔고 그림은 점점 사실적 성향이 강해졌
다. 기원전 문자가 가지고 있던 도상성은 르네상스 이후 그림이 회화로서 문자로부터
분리되고, 활자 기술의 발달에 의해 문자가 그림보다 우위적 위치를 지켜오면서 문자
와 그림이라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이후
그림은 글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를 취해왔으며 그림은 20세기 이전까지는 사실적 묘
사에 의한 자연의 재현에 주력해왔다. 현대에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 선형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다중방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변모에 의해 글이 피지배적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림이 맡는 역할의
비중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성장한 세대
는 이전의 문자 세대와 달리 이미지에 기대어 사고한다.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시대이
자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사회이다. 디지털문화시대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문자 중
심적 성격을 벗어나 이미지에 의존하고, 직관과 연상을 중시하는 그래픽을 내세운
17)

김영호·김지현, 2009, “글과 그림의 상호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시대 변천에 따른 서양의
글과 그림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0권 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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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기존의 문자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글과 그림의 관계
는 20세기가 되면서 학자들과 예술가들에 의해 다시 조명되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
러서는 아이코노텍스트iconotext라는 새로운 형태로 통용되고 있다18).
아이코노텍스트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미카엘 네를리쉬Michael Nerlich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네를리쉬가 에블린 시나사미Evelyne Sinnassamy의 작품 La
Femme se decoure의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가 융합된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
으며 재현적인 그림을 의미하는 아이콘icon과 문자를 의미하는 텍스트text가 합해진
용어이다19). 네를리쉬는 아이코노텍스트의 개념을 ‘글과 그림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
인 하나의 단위’, ‘그 내부에서는 글도 그림도 삽화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 반
드시 그러하지는 않지만 보통- 책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라고 저서 Iconotexte
(Paris: Ophrys, 1990)에서 처음 소개했다20).
이후 아이코노텍스트라는 용어는 바그너Peter Wager와 루벨Liliane Louvel과
같은 학자들이 사용하였으며 네를리쉬가 아이코노텍스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정의한 이후 바그너의 추가적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그너는 단어와 이미
지가 상호 침투하는 작품 뿐 아니라 이미지가 문자적 형상을, 문자가 이미지적 요소
를 암시할 경우까지 확장하여 아이코노텍스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21). 하나
의 이미지가 문자만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제시된
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아이코노텍스트로 여겨진다고 정의하였다. 바그너는 아이코
노텍스트를 ‘말과 이미지가 섞이고 서로 넘나드는 시각적 재현’22)으로 규정한다. 아
18)

김영호·김지현, 2009, “글과 그림의 상호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시대 변천에 따른 서양의

19)

글과 그림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0권 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28.
Michael Nerlich, “Qu΄est-ce qu΄un iconotexte? Réflexions sur le rapport texte-image
photographique dans La Femme se découvre d΄Evelyne Sinnassamy”, in Iconotextes. Actes du

Colloque des 17-18 mars, 1988 à l΄Université Blaise Pascal, Clermont-Ferrand, ed. by Alain
Montandon (Clermont-Ferrand: C.R.C.D/ OPHRYS, 1990), pp.255-302. (Sonia Lagerwall, “A
Reading of Michel Butor’s La Modification as an Emblematic Iconotext”, Rui Manuel G. de
Carvalho Homem and Maria de Fátima Lambert, ed., 2006, Writing and Seeing: Essays on Word

and Image, Berlin, Amsterdam: Rodopi, p.119에서 재인용).
20)
21)

박일우, 1995, “글과 그림”, 『기호학연구』 1권 1호, 한국기호학회, p.387.
‘not only works which really show the interpenetration of words and images in a concrete sense
but also art works in which one medium is only implied.’ Peter Wager, ed., 1996, Icons,Texts,

Iconotexts: Essays on Ekphrasis and Intermediality, Berlin, New York: de Gruyter,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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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텍스트는 늘 구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의미론의 작용을 통하여 하이브리
드적 기호로 나타난다23).
이제 구체적인 아이코노텍스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3.1. 캘리그램 Calligremme, 구체시 Concrete Poetry

<그림 43> 아폴리네르의 캘리그램
기욤 아폴리네르, 1918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는 시, 회화, 음악의 세 가
지를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으로 결합하고자 시도했다. 아폴리네르는 글줄 위주의 정
형시적 형태에서 자유시로의 이행을 시도하고, 자신의 시에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
22)

“iconotext, a visual representation in which word and image mingle and cross to such an extent
that neither can be said to dominate.” Frédéric Ogée, David Bindman and Peter Wagner Wagner,

23)

2001, Hogarth: Representing Nature's Machin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28.
“By Iconotext I generally mean the use of an image in a text or vice versa (by way of reference
or allusion, in an explicit or implicit way). Hogarth’s prints are prime examples of iconotexts in
that they visually represent discourse, either by showing real texts in or outside the picture or by
alluding to writing (eg. the Bible, laws, newpapers) in iconic signs as shown by Frédéric Ogée in
the previous chapter. For case studies of such iconotexts that always play with the semantics of
the verbal and visual and the very mingling of both in hybrid signs”.

Frédéric Ogée, David

Bindman and Peter Wagner Wagner, 2001, Hogarth: Representing Nature's Machin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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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콜라주와 같은 입체파 미술의 영향을 받는 등 문자의 회화화를 시도하였다. 사후
에 출간된 시집 『calligramme』(1918)은 시의 형상 영역 개척에 큰 구실을 한 것으
로 평가 된다24).
<그림 44> 성좌konstellationen
오이겐 곰링거, 1953
성좌 모양의 구체서

<그림 45> 니이쿠니 세이이치 『川 혹은
州(川または州)』, 1966
네덜란드 Leiden Pieterskerkgracht 17
에 있는 빌딩 벽면에 새겨진 일본 시인
니이쿠니 세이이치新国誠⼀(1925-1977)
의 시 River/sandbank

20세기에 와서는 문자나 텍스트가 지닌 물질성・구체성에 주목하여 공간적・
시각적으로 전개된 실험적인 시인 구체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전위적인 운동이 일

24)

박병천 외, 2011, 『한글 글꼴 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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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1950년대에 독일과 브라질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제기되었다. 기존의 내용
적・의미론적인 언어기능으로부터의 해방 및 이미지 혹은 삼차원적 실태로서의 언
어의 자율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953년에 맥스 빌Max Bill
이 제창한 “구체예술Concrete art” 이념에 공명한 스위스 시인 오이겐 곰링거 Eugen
Gomringer가 시집『성좌konstellationen』를 발간한 일이 발단이 되었다. 곰링거는
문자를 성좌처럼 배치하여 선적인 텍스트 형식을 포기한 새로운 실험을 하였다. 또한
곰링거와 함께 브라질의 노이간드레스Noigandres파에 속하는 데씨우 삐그나따리
Décio Pignatari, 아우구스토 데 캄포스Augusto de Campos, 아롤도 데 캄포스
Haroldo de Campos 등이 1956년에 그 일련의 시적 실험을 “콘크리트Concrete”라
부르기로 동의하면서 구체시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간다. 아시아 작가로는 일
본의 잡지『VOU』를 발간한 기타조노 가츠에北園克衛나 60년대 중반에 피에르 가
니에Pierre Garnier와 협업한 니이쿠니 세이이치新国誠一가 독자적인 “시각시視覚
詩”를 창작하여 동시대부터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25).

<그림 46> 19세기 아랍문자 캘리그램
“물을 마시려고 호리병에 돌을 넣고 있는
까마귀” 이야기 내용을 문자로 쓰면서 형
상화하여 표현했다.

알파벳은 자형이 기하학적이고 수평적 구조와 직선적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형상화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힌디어 자형은 곡
선이 많고 문장이 자유롭게 꾸며지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자연스럽다.
인도 서예가이자 글꼴 디자이너인 R.K. 조시Joshi도 캘리그램 작업을 적극적으로 선
보이고 있다.

25)

“コンクリート・ポエトリーConcrete Poetry”, <DNP Art Museum Information Japan ARTSCAPE
現代美術用語辞典 Artwords®> http://artscape.jp/artword/index.php (접속일: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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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가네샤 캘리그램
R.K 조시.
학문과 복을 부르는 코끼리 머리를 한 신 가
네샤를 ‘간’ 글자로 연이어 그렸다.
도판 출전: 스기우라 고헤이, 2006, 『아시아
의 책·문자·디자인』,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
소, p.280

<그림 48> 악샤라 브릭샤
R.K조시가 디자인하고 씀.
인도 문자 중 데바나가리 문자의 주요한 자음
과 모음을 나무 모양으로 나열한 것.
도판 출전: 스기우라 고헤이, 2006, 『아시아
의 책·문자·디자인』,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
소, p.271

동서양의 막론하고 예부터 문자와 그림의 복합적인 표현들이 있어왔다. 일본에
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났던 배경에는 종교적인 신앙심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6세기
에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고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귀족들은 불상이
나 탑을 조영하거나 사경寫經에 경도된다. 특히 헤이안시대平安時代(794-1185) 중
기에서 말기에는 경문의 문자로 탑을 그리는 문자탑文字塔이 나타났다. 에도시대江
戸時代(1603-1868)에는 가토 노부키요加藤信清가 5년 동안 10만자의 범자梵字와
한자를 정밀하게 겹쳐 쓴 <오백나한도五百羅漢図>를 그렸다. 기존 문자 그림은 주
로 윤곽을 검정색 하나로 그린 데 비해 가토 그림은 평면에 여러 색을 사용하여 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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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點描畵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림 49> 가토 노부 <그림 50> 가토 노부키요 「五百羅漢図」 부분 확대
키요 「五百羅漢図」

1792, 板橋区⽴美術館 소장

2.3.2. 문자 그림 文字絵

앞서 제시한 사례가 글자를 연결하여 씀으로써 그 묶음의 가장자리를 통해 윤
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문자 하나 하나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그림을 만들어낸
사례들도 있다. 중국의 청대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자주 행해졌다.

<그림 51> 반함도盤艦圖
계대균, 중국 청대.
당대 이후 유행한 종이를 돌려가며 읽는
시. 팔괘문으로 이어진 여덟 개의 꽃잎
위에 192개 글자가 나열되고 한 편의 시
를 이룬다.
도판출전: 스기우라 고헤이, 2006, 『아시
아의 책·문자·디자인』, 서울: 한국출판마케
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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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죽엽시
증숭덕曾崇德 중국 청대
대나무와 대나무 이파리의 교차를 통해
한 편의 시를 구성하였다.
도판출전: 1996, 『漢聲』 87, 88호, 「美
哉漢⼦」, 漢聲雜誌社

<그림 53> 하락칠문자체 수성도비
중국, 청대.
지팡이를 짚고 수염을 기른 장수 노인을
‘道通天地有形外’라는 일곱 문자로 그렸
다. ‘형태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하늘과
땅에 통하는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다.
도판출전: 1996, 『漢聲』 87, 88호, 「美
哉漢⼦」, 漢聲雜誌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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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魁星点⽃图
阆马德昭, 청대, 바위에 새김, 114x60cm.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중국에서 시험이나 학문의 운기를 맡았다고 전해지는 신神인
괴성魁星에 관한 문자 그림이다. 괴성은 괴두성군魁⽃星君이
라고도 불리며 북두칠성北⽃七星의 제일성第⼀星을 뜻한다.
전설에 의하면 괴성은 얼굴이 도깨비처럼 생긴 학식이 뛰어난
선비였으나 과거 시험에 매번 낙제하여 절망 끝에 물에 뛰어
들려 하자 바다거북에 의해 구해져 별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전
설을 바탕으로 도깨비와 같은 형상의 신이 바다거북鰲자를 딛
고 자신을 뜻하는 북두칠성 제1성을 향해 왼쪽다리를 차는 자
세를 취해 최상위에 오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림이 되었으
며,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일본에서 문자그림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데에葦手絵”26)
이다. 일본에서 예부터 쓰여 온 글자에는 한자, 가타가나, 히라가나의 세 종류가 있는
데, 그 중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변형되어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히라가나를 쓰기 시작했던 헤이안시대 귀족들은 와카和歌27)를 짓고 서로
보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와카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일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쓰는 방법을 연구해가는 가운데 와카를 몇 개의 어구로 구분하여 쓰는 ‘띄어
쓰기分かち書き’나 지면 곳곳에 흩뿌려 쓰는 ‘치라시가키散らし書き’, 몇 개 가나를
끊기지 않게 연이어 쓰는 ‘연면체連綿体’ 등 히라가나의 독자적인 표기 방법이 나타
나기 시작한다. 다양한 길이의 어구를 흩뿌려 쓰는 일은 지면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
로 인식하고 일종의 회화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이러한 표현이 점차 문자를 써서
그림을 그리는 ‘아시데에’로 변화해갔다. 아시데에에 쓰이는 문자는 와카를 쓰기 위
해 발달한 장식서체로 간주되고 있다.

26)
27)

“葦手”는 “芦手” 혹은 “蘆手”로 표기되기도 한다.
‘와카和歌’는 '야마토우타大和歌', 즉 '일본의 노래'의 준말로서 일본의 사계절과 남녀간의 사랑을 주로
노래한 5·7·5·7·7의 31자로 된 일본의 정형시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문학비평용어사전』, 국
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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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아시데의 이로하あし⼿のいろは
헤이안시대 회화의 연구서로 아시데에 대한
당시 기술이나 현존하는 아시데를 근거로 정
당한 아시데는 그림 문자 형태가 대체로 일정
했다는 결론을 내려 「花⿃余情」에서 언급된
「아시데의 이로하あし⼿のいろは」를 재현한 것
이다. 이는 그 당시 현대의 아이우에오 50음
도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판 출전: 春⼭武松, 『헤이안조 회화사平安朝
絵画史』, 1950, 東京: 朝⽇新聞社

<그림 56> 『호쿠사이만가하야오시에北斎
漫画早指南』
東京： 富⼭堂, 1892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가 그린 그림
을 빨리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으로,
문자 형태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과 같은 기하학 도형을 이용한 방법 등
이 소개되어 있다. 왼쪽에 적힌 노래대로
문자를 써 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노래가 가리키
는 문자가 상단부에 분해되어 표시되어
있다.
출처: National Diet Library

에도시대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던 문자 그림도 점차
오락 요소가 짙어지기 시작한다. 1688년에서 1704년 경에는 하이쿠俳句나 우키요에
浮世絵와 같은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이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나타나 그들이 후원자가 되어 문화를 지탱해나간다.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
게 놀이를 목적으로 한 문자그림이 대중들에게 침투하게 되었다28).
28)

장서 해설 웹칼럼 “本の万華鏡 제6회 へのへのもじえ－文字で絵を描く－”, <일본국립국회도서관
National Diet Library>, 2011. 2. 22., rnavi.ndl.go.jp/kaleido/entry/post-131.php (접속일: 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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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どふけ(道化)⼀筆がき
하나산진⿐⼭⼈ 제작. 히라가나를 조
합하여 다양한 인물이나 동물을 나타
냈다. 코와 눈을 그려놓은 비교적 단
순한 형태이다.
출처: 稲垣進⼀ 편져, 1988, 『江戸の
遊び絵』 , 東京 : 東京書籍

<그림 58> 헤마무쇼뉴도ヘマムシヨ⼊道
문자유희의 일종으로 가타가나 「ヘマムシ」 네 글자로 머리
옆모습을 그리고 초서 「⼊道」 두 글자로 몸을 형상화하여
그린 것.
설명 출처: 디지털 다이지센デジタル⼤辞泉(접속일: 2016
년 7월 7일)
문헌에 의해 1645－1648즈음에는 이미 헤마무쇼뉴도가
존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59> 헤노헤노모헤지へのへのもへじ
문자유희의 하나로, 히라가나의「へ」를 눈썹, 「の」를 눈,
「も」를 코, 「へ」를 입，「じ」를 윤곽으로 형상화하여 그린
얼굴. 일본 서부지역에서는 「へのへのもへの」가 많이 분포
되어 있다.
설명 출처: 다이지린⼤辞林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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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六歌仙 ⼤友黒主」
에도시대에 가쓰시카 호쿠사이가 오오토모노
쿠로누시⼤友黒主 등 롯카센六歌仙(여섯 명의
우수한 시인)을 그들의 이름을 이루는 문자를
가지고 그렸다.
도판 출전: 稲垣進⼀ 편져, 1988, 『江戸の遊
び絵』 , 東京 : 東京書籍

<그림 61> <매화나무>와 <히토마루⼈丸>
에도시대 우키요에 화가 산토쿄덴⼭東京伝가
1804년에 남긴 『기묘즈이奇妙図彙』라는 작품
으로, 문자로 사람의 직업이나 인물을 도안화
하여 표현하였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현대에도 문자로 구성된 그림의 형식으
로 새롭게 해석된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양
의 서예 및 서양의 캘리그래피 또한 기호의 예술적 표현 사이 접점에 있는 예술유형
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언어가 가진 의미의 본질을 되짚어보려는 탐구와 아이코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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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적인 표현에 대한 향수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62> Word Animals, 2013
그래픽 디자이너 플레밍Dan Fleming이 각
동물을 구성하는 단어의 철자를 이용하여 동
물의 형상을 만든 타이포그래피로 25개의 시
리즈이다.

2.3.3. 이모티콘 Emoticon, 아스키 아트 ASCII Art

<그림 63> 이모티콘 사례

이모티콘Emoticon이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
로서 한글로는 '그림말'이라고도 한다. 1982년 9월 19일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스콧 팔
먼Scott Fahlman 교수가 온라인 전자 게시판에 웃는 표정을 표현한 ':-)'과 슬픈 표
정을 표현한 ':-('을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감
정이나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특유한 그림문자로, 컴퓨터 자판의 문자·기호·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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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을 적절히 조합해 만든다.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인종·직업·인물·동물에 이
르기까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29).
이모티콘의 규모가 더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아스키 아트’라 불리는 분야까지
생겨났다. 아스키 아트란 아스키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코드에 포함되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자형으로 단순
한 형체의 윤곽을 구성하는 것부터 문자가 모였을 때 생겨나는 회색 톤의 농담으로
음영을 표현하거나 형태를 드러내는 등 그 표현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으
며, 현재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아스키아트로 된 글꼴로 만들어주는 ‘Text to
ASCII Art Generator (TAAG)30)’도 있다.

<그림 64> 아스키 아트 사례 - 토끼
<ldb ASCII Art>
http://asciiartist.com/ldb
(접속일: 2016년 2월 16일)

<그림 65> 아스키 아트 사례  마릴린
먼로
<Christopher Johnson’s ASCII Art
Collection>
http://www.chris.com/ascii
(접속일: 2016년 2월 16일)

29)
30)

“이모티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접속일: 2016년 5월 5일)
<Text to ASCII Art Generator> http://patorjk.com (접속일: 2016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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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그림이 있는 글자

<그림 66> 구글의 기념일 로고 사례
위부터 순서대로
‘바실리 칸딘스키 탄생일’,
‘호두까기인형 초연 120주년’,
‘마리아 몬테소리 탄생일’,
‘니키드 생팔 탄생일’,
‘춘분’  구글 재팬,
‘충견 하치코ハチ公 기념일’ - 구글 재팬

그림이 있는 문자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구글Google의
기념일 로고Doodle Logo를 들 수 있다. 기념일 로고는 구글이 설립되기 전인 1998
년에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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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사막의 버닝맨 축제에 참석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업 로고를 장난스럽게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Google의 두 번째 'o' 뒤에 막대기 사람 모양의 그림을
그려, 창립자들이 '휴가 중'임을 코믹하게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최초의 기념일 로고
는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를 계기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 로고
를 장식하자는 아이디어가 탄생하였다. 2년 후인 2000년에 페이지와 브린은 당시 인
턴이었던 현재 구글의 웹마스터인 데니스 황Dennis Hwang에게 프랑스 혁명 기념일
을 위한 로고를 만들게 했고, 이 로고가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이후 구글
홈페이지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전 세계 구글 홈페이지에 2,000개 이상
의 기념일 로고를 제작31)되었고, 그림 속에 글자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부
터 거의 가독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다양하다.
국내 검색엔진인 네이버Naver나 다음Daum에서도 최근 특별한 기념일에는 다
양한 형태의 그림이 있는 로고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67> 2016년 어린이날 Daum 로고

<그림 68> 2016년 석가탄신일 Naver 로고

<그림 69> Alphabet with Tools
Mervyn Kurlansky, 1977

31)

<Google 기념일 로고 자료실> https://www.google.com/doodles/about (접속일: 2016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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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란스키의 <Alphabet with Tools>는 일상에서 만나는 물건들 형태에서 알파벳 자
형을 발견하여 사진으로 담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문자의 의미나 상징성은 배제되
고 오로지 조형성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적 유희이다.

2.3.5. 장식 머리글자 Pictorial initial

수사본手寫本illuminated manuscript은 유럽에서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중세 유럽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책의 형식이다. ‘채색 수사본彩
色 手寫本’으로 번역하는 ‘앙뤼미뉘르enluminure’는 장식 그림과 문양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빛을 쏟아내는 듯한 수사본을 말한다. 중세와 비잔친의 역사가 듀 캉즈Du
Cange는 이 단어가 빛과 관련된 파생어인 ‘illunatio, illustration, inlumineur,
illuminato’ 등에서 유래된다고 설명32)하는데, 설면하는 그림인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의 어원이 함께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문자는 고대사회에서 단순한 기호에 그치지 않고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따라서 성스러운 문자는 아름다워야 했고 특히 신성한 경전과 같은
책은 더욱 고귀하게 꾸며졌다. 특히 페이지를 시작하는 첫머리 장식글자는 페이지
전면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채색 수사본의 중요한 장식 구조로 자리 잡았다.
장식 머리글자는 12세기까지 위계 있는 장식구조였으며, 네 가지 단계로 설명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이야기로 구성된 머리글자’ 형식
이다. 이야기를 가진 머리글자를 물감으로 채색하여 화려하게 꾸민 것인데, 이것은
다른 형식과 달리 글자 속에 이야기의 한 장면이나 등장인물들이 있는 그림을 표현
하였다. 대부분 물감으로 그려졌고 한 장 전체를 구성하여 눈에 띄게 큰 자리를 차지
하거나 주위를 테두리로 액자처럼 장식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 동물과
식물 모양으로 꾸며진 머리글자이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장식한 머리글자
가 세 번째 단계이다. 글자의 크기와 색으로 눈에 띄게 장식하여 단색으로 쓴 본문의
일정한 글자와 구분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장식이 없는 머리글자로, 이
32)

김대신, 2012, 『수사본의 역사와 이해』, 서울: 일진사,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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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점차 그 장식의 정보와 밀도가 약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2세기 이후 수
사본 장식은 지나친 규격화로부터 멀어져 더욱 자유롭게 표현되었다33). 존 하탄John
Harthan은 장식 머리글자를 장식된 것purely decorative with a foliage or
strapwork design과 글자 안에 그림이 있는 것pictorial with a little illustration
inside the letter shape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다34). 미셸 브라운Michelle P.
Brown은 장식 머리글자 형식을 소재에 따라 Decorated, Anthropomorphic,
Zoomorphic, Zoo-anthropomorphic, Gymnastic, Inhabited, Historated로 구분하
고 있다35).

<그림 70> 성경 속 장식글
자 I
천지창조의 일곱 장면과 예
수의 십자가 고난이 그려져
있다.
프랑스

성경,

47x32.2cm,

1270
JPGM,

경,
Ms.

Ludwig I 8, Vol.1, fol.10v.

33)
34)
35)

김대신, 2012, 『수사본의 역사와 이해』, 서울: 일진사, p.p.60-61.
John Harthan, 1983, An Introduction to Illuminated Manuscripts, Maryland: Owings Mills, p.7.
Michelle P. Brown, 1995, Understanding illuminated manuscripts : a guide to technical terms, The
J. Paul Getty Museum and The British Library Board,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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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Decorated initial P
Epistles of Saint Paul. 프랑스 1520-30년경. Leaf:
16.4x10.3cm. JPGM, Ms. Ludwig I 15(83.MA.64),
fols. 1v-2.
장식들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자 주변에
곤충과 식물로 꾸몄으나 문자와 그림의 구역과 역할이 명
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림 72> Anthropomorphic Initial A
인물 도상으로 구성된 머리글자이다. 세
밀하고 사실적인 그림 장식이 문자 형태
보다 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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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Liber Landavensis
약 1120- 1134 경.
식물무늬로 장식된 머리글자를 볼 수
있다.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그림 74> Decorated initial W
Hengwrt manuscript의 첫 페이지 부분,
15세기 초.
문자 주변에 보조적으로 식물 장식이 있
다. 색과 필치를 일치시킴으로써 문자와
그림 장식이 위화감 없이 조화를 이루도
록 하고 있다. 문자 주변의 장식이 경계
선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Hengwrt Manuscript Digital Facsi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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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Inhabited initial B
성무일과서. 이탈리아, 1153.
19.1x13.2cm. JPGM, Ms. Ludwig IX
1, fol.216v.
챕터나 문단의 첫 글자를 크게 확장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그려놓은 장식글자.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나 어떤
장면이 묘사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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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Decorated initial D
독일 혹은 스위스, 10세기 후반,
27.7x19.1cm. JPGM, Ms. 16, fol.33
식물 그림으로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문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식적으로 변형되어 있다.

2.3.6. 문자도文字圖

서양에 장식 머리글자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세계
를 지닌 조선시대 민화 중에는 글자 획 안에 그림을 채워 놓은 문자도가 있다. 민화
에 등장하는 문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용龍, 호虎, 구龜 등 수호
적 상징을 가진 문자, 둘째는 부귀富貴, 수복강녕壽福康寧, 다남多男 등 길상吉祥을
뜻하는 문자, 셋째는 효제도孝悌圖라 불리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
廉, 치恥의 여덟 폭 문자도 병풍이다36). 미술평론가 유홍준은 저서 『문자도』에서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를 두고 민화가 민중 속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식미가 창출
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는 그림으로 평가하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각 커뮤니케
이션의 관점에서도 문자도는 문자의 형태부분을 도화지로 사용하여 그 내용을 설명
한 일러스트레이션이며, 그 자체로 실용적 장식화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어 ‘효’자에는 진晋 나라 사람인 왕상이 한 겨울에 계모에게 얼음을 깨
고 잉어를 잡아 드린 ‘왕상빙리王祥氷鯉’나 오吳 나라 사람인 맹종이 한겨울에 노모
36)

유홍준, 1993, 『문자도』, 서울: 대원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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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죽순을 따낸 ‘맹종설순孟宗雪荀’의 효행 고사를 그려 넣었다. 그 이야기의
상징물인 잉어와 죽순이 주로 그려졌다37).

<그림 77> ‘효’자 문자도
75x42cm, 개인 소장

<그림 78> 효제문자도(부분)
18세기 후반, 장지에 먹과 채색, 각폭
74.2x42.2cm, 호암미술관 소장.
민화 문자도의 현존 작품 가운데 비교적
시대가 오래된 작품으로 추정되는 전통적
인 양식이다. 여덟 글자가 혁필의 준경한
필세로 쓰여지고 그 획 속에 각종 도상들
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채색에 있어
서는 화려의 극을 달릴 정도로 원색을 많
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37)

유홍준, 1993, 『문자도』, 서울: 대원사,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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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효제문자도(부분)
18세기

후반,

종이에

목판,

각폭

30.5x37cm, 동산방 소장.
해서체의 굵고 단정한 액서풍 문자에 각
글자의 내용과 함당한 고사를 담은 문자
도의 원형을 도화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으로 추정된다. 표현된 내용이나 서술 기
법이 정조 때의 <오륜행실도>(1797)에서
가져온 것이며 고사도 함께 묘사된 구름,
학 등 길상문은 18세기 초상화의 의문⾐
紋 형식과도 상통한다.
‘효’가는 고사도 대신 이룡⼆⿓과 해태,
천도복숭아를 입에 문 학, 구름무늬를 그
렸다.
‘예’자에는

‘현가습례

대수춘풍絃歌習禮

⼤樹春⾵’이라 쓰고 공자가 어려움을 당
했을 때, 현가를 계속한 것에서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현가불철絃
歌不輟 고사를 담았다. ‘⾖’ 부분에 공자
가 거문고를 타는 모습이 표현되고, 나머
지 부분에 국화, 도화와 복숭아, 파초, 학
과 구름, 봉황 등을 그렸다. ‘⽰’ 윗점에는
계수나무와 토끼가 불사약을 찧고 있는
월상을 담았다.

18세기에 들어와 집안치레와 병풍 사용이 유행되면서 효제충신 예의염치孝悌
忠 信禮義廉恥라는 여덟 가지 덕목을 문자도로 만들어 여덟 폭의 병풍으로 꾸민 것
이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문자도는 처음에는 글자를 해서체로 하고, 각 획에 삽입
되는 그림은 각 덕목에 해당하는 고사성어의 내용을 도해圖解하는 방식으로 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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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문자 의미에 맞는 고사 및 그에 따른 상징적 형상을 덧붙여 문자도로서의 기본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80> 효제문자도(부분)
19세기 후반, 장지에 먹과 채색, 각폭 56x39cm,
개인 소장.
이 문자도에 이르러서는 그림의 도해는 완전히 무
시되었고 오직 파도 무늬와 국화, 매화, 모란, 연
꽃 등의 도안적 처리만 되었다.
글자의 구성을 획의 굵기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
는 예서체를 따르면서 계화計畵를 그릴 때 쓰는
방식으로 자를 대고 줄을 긋고 획의 머리와 꼬리
부분만 괄호형으로 마무리 짓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81> 효제문자도(부분)
19세기 후반, 각폭 60.9x36.4cm, 종이에 채색,
운향미술관 소장
부분적으로 곡선을 남기면서도 직선위주로 단순화
된 문자 형태가 세련미를 느끼게 하고 획에 삽입
되는 그림도 내용보다 장식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또한 나중에는 그 양식이 각 지방에서 혹은 제작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나
갔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문자는 아주 단순화되고 삽입되는 그림은 본래 내용보다도
38)

유홍준, 1993, 『문자도』, 서울: 대원사, p.6.

- 57 -

장식적인 효과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39). 시각적 즐거움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조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처음에는 획 속에 한정적으로 그려지던 그림이 보다 과감
하게 획 밖에까지 그려지거나 획의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획의 일부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에서는 특히 문자와 그림의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서로가 상승효과를 내는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을 주목할 만하다.

<그림 82> 효제문자도(부분)
19세기 후반, 장지에 수묵, 각폭 40.5x57cm.
이 문자도 병풍은 형상 표현이 극히 절제되어 단
순화되어 있고 문자 표현에 역점을 둔 것이 특색
이다. 각 문자의 외형은 비백서⾶⽩書형에 행서의
흘림을 접목시켰으며, 정형화된 서풍을 크게 벗어
나 민화적인 감각으로 회화화되었다. 연단 담먹으
로 각 글자의 상징물을 장식하였다.

<그림 83> 효제문자도(부분)
19세기 중엽, 장지에 먹과 채색, 각폭 129.8 x
40.2, 개인 소장.
문자도 위에 책거리 그림이 함께

배치한 작품으

로 이와 같은 예는 19세기에 들어와 유행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데포르메이션된 그림이 글씨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손글씨 느낌이 강한
문자 표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39)

유홍준, 1993, 『문자도』, 서울: 대원사,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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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효제문자도(부분)
19세기 후반, 장지에 먹과 채색, 각폭 33.5 x
62cm, 개인 소장.
글자 모양새가 정형의 서체에서 벗어나 굵고 가늘
기의 변화가 강하다. 문자를 그리는 데 먹의 번짐
효과를 이용한 점이 특이하다.

지금까지 조명한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로
부터 현대까지 문자와 그림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그
배경을 분석해보면, 주술적 의미나 종교적 신앙심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금과 같
은 고가의 재료로 장식함으로써 가치나 권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며,
문자의 의미를 형상화함으로써 의미를 재현하고 강조하고자 하기도 했다. 또한 문자
에 그림 요소를 추가하여 그림화化함으로써 병풍이나 감상용 그림 등 실용적인 기능
과 접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문자 놀이 등 일종의 시각적인 유희로서 존재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킬 만한 방법을 모두 아이
코노텍스트적인 표현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그림과 문자를 결합하는 아
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이 풍부한 함의와 시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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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의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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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와 그림의 관계로 본 그림책
3.1. 그림책에서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3.1.1. 문자와 그림

이 연구에서는 문자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바로 ‘그림책’에
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글과 그림, 즉 문
자와 그림이다.
박일우는 연구논문 ‘글과 그림’40)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순수하게 정보 전달
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한다.

1) 그림이 주정보를, 글이 잉여정보redundance를 전달하는 경우
2) 글이 주정보를, 그림이 잉여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1)의 예로는 글이 생략되거나 작게 표시된 픽토그램을 2)의 예로는 삽화를 들
었다. 그림책도 이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책에서는 단순히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함
의를 통해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기호체계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류 외에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는 제3의 경우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장점이
자 특성이기도 하다.
현은자는 저서 『그림책의 그림읽기』41)에서 그림책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관
계를 그 내용상 대응관계, 상호보완관계, 굴절관계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1) 대응관계: 글에 대하여 그림이 상황을 축소하거나 정교화시킨다.
40)
41)

박일우, 1995, “글과 그림”, 『기호학연구』 1권 1호, 한국기호학회.
현은자, 2004,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 마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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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보완관계: 글에 없는 것을 그림에서 그림에 없는 것을 글에서 서로 보
완적으로 제시한다. 글과 그림 둘 중 하나만을 가지고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상호보완관계는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a. 확장: 글에 설명되어 있지 않는 과정이나 상황을 그림이 자세히 보여주
며 부연역할을 한다.
b. 보충: 글이나 그림에 없는 것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글과 그림을
함께 읽어야만 정확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경우이다.
c. 교차전진: 그림이나 글이 이전상황이나 이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글
과 그림이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3) 굴절관계: 글과 그림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묘사하지만 이를 통해 전체적
주제는 더욱 잘 드러나는 경우이다. 굴절관계는 다시 아이러니irony와 대위
counterpoint로 나눌 수 있다.

엘런 로버츠 Ellen E. M. Roberts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림책의 글과 그림에
서 표현하는 것과 생략할 것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감각이 그림책 작가 자질에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서 독자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만들거나, 그림을 생략하여 이야기의 일
부분을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요술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무엇을 독자
의 상상에 맡길지에 대한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그림책 작가는 그 균형에 작가의 생명을 걸어야 하며,
여기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42)

스기우라 고헤이杉浦 康平는 단순하고 하나의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기호를 만들거나 설계할 때 가능한 한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분의 것을
배제하고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인간은 이런 기능적인 처리만으로는 만족할
42)

엘렌 E. M. 로버츠, 2002, 『그림책 쓰는 법』 The Children's Picture Book: How to Write It, How

to Sell It (1987), 김정 옮김, 파주: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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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읽을 때나 말할 때에도 많은 ‘잉여성redundancy’이 포함되지요.
사실 문자나 언어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
며 의사 소통해왔습니다.”43)

캐더린 맥코이Katherine McCoy는 “언어는 이미지화 될 수 있다. 타이포그래
피는 읽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므로 시각적, 언어적 양면이 동시에 표출되어
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44).
스기우라와 맥코이는 기호로서의 문자의 기능 뿐 만 아니라, 조형적 측면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자의 조형성이나 도상성을 활용하여 문자를 표현하면, 문자
의 다의적인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시각적인 즐거움 또한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1.2. 파라텍스트paratext

주네트Gérard Genette에 의하면 서사텍스트에서 파라텍스트란 ‘곁’이란 뜻의
‘para’와 ‘text’로 구성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서사와 관계되는 서사 외부의 물질, 즉
텍스트 곁에 있는 요소로서 책에서의 표지, 제목, 속표지, 면지 등의 속성을 의미한
다.’45) 김정선은 연구논문 ‘그림책 파라텍스트: 표지, 속표지, 면지(1)’46)그림책에서
의 파라텍스트는 책의 형태를 구성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의미의 기호라고 지적했다. 그림책의 파라텍스트에는 표지, 속표지, 면지, 판형,
페이지, 종이, 제본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브루노 무나리Bruno Munari의 『안개 속의 서커스The Circus in

the Mist』47)를 보면 안개 속을 걸어가 마주치는 서커스단을 표현하기 위해 반투명

43)
44)
45)

스기우라 고헤이, 2006, 『아시아의 책·문자·디자인』,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pp.100-101.
원유흥․서승현, 2004,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파주: 안그라픽스, p.18.
Gérard Genette,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Richard Macksey, Cambridge

46)

University Press, p.1
김정선, 2013, “그림책 파라텍스트: 표지, 속표지, 면지(1)”, 『조형미디어학』 16권 4호, 한국일러스아

47)

트학회
Bruno Munari, 1969, The Circus in the Mist, New York: Putnam P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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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이로 된 페이지가 사용되었다. 독자들은 반투명지를 넘기면서 조금씩 짙어지는
서커스단 천막을 보게 된다. 이렇듯 그림책에서는 페이지를 구성하는 종이 속성 자체
가 내러티브의 일부분이 되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림 86> The Circus in the Mist
Bruno Munari, 1969, New York: World Publishing

고미 타로五味太郞의 『창 너머まどからおくりもの』48)에서는 창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를 통해 독자가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림책에서는 페이지의 형태 자체가 그림책의 내러
티브를 담은 제3의 텍스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87> 『まどからおくりもの』 부분
五味太郞, 1983, 東京: 偕成社
네모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페이지가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 역할을 하고 있다. 페이지가 단
순히 글과 그림을 담는 화면이 아니라 물질이 되
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그림책은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메시지를 읽는 매체이기 때문에 페
48)

五味太郞, 1983,『まどからおくりもの』, 東京: 偕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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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형태, 종이 재질 등 책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도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된다.

3.1.3. 그림책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림 88> 그림책에서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정리하자면, 그림책은 문자와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파라텍스트라는 세 가지
시각 언어를 이용하여 그들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독자가 페이지를 넘김으로써 커
뮤니케이션하는 매체인 것이다.

3.2. 문자 그림책에 대한 고찰
3.2.1. 문자 그림책의 기원
실비A. Silvey는 “서양의 학교와 유아원에서 200년 전부터 변함없이 내려오는
두 가지 모습은 아이들과 알파벳 그림책이며, 변화된 것은 알파벳 그림책의 수량과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어린이에게 문자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식”49)이라고 했다.
문자 그림책은 문자를 이용한 그림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자 기능을 바탕으로 하
되 다양한 표현의 변화가 있어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 중 문자 그림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빠른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초기 문자 책은 영국에서 유포된 알파벳 학

49)

A. Silvey, 2002, The Essential Guide to Children’ Book and Their Creators, NewYork: Houghton
Mifflin. 현은자·김세희, 2005,『그림책의 이해2』, 파주: 사계절, p.2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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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서 혼북Hornbook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혼북이란 나무판 위에 대문자와 소문자
를 합한 알파벳 26자와 아라비아 숫자 99표, 음절 문자표 등을 쓴 종이를 붙인 것이
었다. 16세기 중엽의 튜더 왕조 이후에는 라틴어 등의 어린이용 학습서인 ‘초보 독본
Primer’에 영어 알파벳이 추가되었다. 그 후 16~17세기의 ‘습자장Copy Book’에도
알파벳 문자가 담겨 일반 어린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었으나 이러한 교재에 그림은
실리지 않았다.

<그림 89> 『영국의 초등 교육The New England Primer』, 1763
벤자민 해리스, 목판

문자 그림책에 그림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부터이다. 철자의 의미
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삽화가 추가되었다. 혼북을 중복시킨 형태인 바틀 도르Battle
dore로 발전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시기에 존 뉴베리John Newbery를 비롯한 아
동 교육자들이 어린이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에
는 당시 유행하던 최초의 대중서적 ‘챕북Chap Books’ 형태의 문자 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습서가 아닌 본격적인 문자 그림책이 형성되는 것은 에드먼드 에번스
Edmund Evans의 ‘토이북Toy Book’부터이다. 19세기 이후 유럽 각국은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우수한 인재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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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서가 출간되었고 그림책 제작에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50).

3.2.2. 아이코노텍스트 관점에서 분류한 문자 그림책 유형

문자와 그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문자 그림책 표현유형을 분석하여 분류하
도록 한다. 착안점이나 표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자 그림책을 선정
하여

1) 문자와 그림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것과
2) 서로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경계가 모호한,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을 한 것

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1) 문자와 그림의 역할이 서로 분리된 유형은 글과 그림의 관계에서
a. 대응관계
b. 상호보완관계
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었고,

2)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을 한 것은
a. 문자 형태에 초점을 맞춘 유형
b. 문자 형태와 더불어 의미 표현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유형
으로 나눌 수 있었다.

50)

신명호, 2009, 『그림책의 세계』, 파주: 주니어김영사,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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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분리가 명확한 유형
a. 대응관계

<그림 90> The ABC Bunny
Wanda Gág, 1933, New York : Coward McCann

가그의 The ABC Bunny는 A부터 Z까지 글 텍스트로 연결되는 일련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은 글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레이아웃에서도 글의 영역과 그림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그림 91> Alligators All Around: An Alphabet
Maurice Sendak, 1962, New York: Harper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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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샌닥의 Alligators All Around: An Alphabet은 악어 가족이 등장하여
페이지마다 각 철자로 시작되는 글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없는 문자 그림책이다.
이 두 권의 그림책들에서는 ABC라는 철자 순서가 먼저 강한 축으로서 존재하
고 그와 관련된 글의 내용을 그림이 구체화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92> Bruno Munari's ABC
Bruno Munari, 2006; 6th edition,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그림 93> Take Away the A
Michaël Escoffier (Author), Kris Di Giacomo (Illustrator), 2014, Enchanted Li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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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 Munari's ABC 는 명사의 첫 글자와 그 단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교육용 문자 그림책이라 할 수 있다.

Take Away the A는 “Without the S, Snow falls now.”처럼 A부터 Z까지 각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와 거기서 한 글자가 빠진 다른 단어가 한 세트로 제시된다.
철자놀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림은 상대적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머문다.

<그림 94> The Gashlycrumb Tinies
Edward Gorey, 1963, San Diego: Harcourt Brace

일반적으로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줄 것이라는 장르적 전제
와 달리 고레이의 The Gashlycrumb Tinies는 산산조각나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A
부터 Z까지 순서대로 잉크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각 철자
는 어떤 아이의 이름의 첫 글자라는 의미만 있으나 이를 축으로 하여 책이 구성되며,
글로 설명한 상황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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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호 보완 관계

다음 사례들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글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다. 글과 그림
둘 중 하나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림 95> A Apple Pie
Kate Greenaway, 1950, London: Frederick Warne & Co

그리너웨이의 A Apple Pie 글에서는 애플파이를 둘러싼 동사를 하나씩 나열하
는 것으로 최소화한 반면, 그림에는 내러티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글에 설명되어 있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묘사함으로
써 그림만 보았을 때도 내러티브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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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Ah-Ha to Zig-Zag
: 31 Objects from 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Maira Kalman,
2014, New York: Skira Rizzoli

Ah-Ha to Zig-Zag은 “Ah-Ha”로 시작하여 “Zig-Zag”로 끝나는 재치 있는
에세이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쿠퍼 휴잇 스미소니언 디자인 뮤지엄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컬렉션 중 31개 물건을 ABC 순으로 엮은 그림책이다.
기존 활자를 쓰지 않고 문자를 모두 그리고 있다hand-writing는 점에서 글이 그림
속에 포섭된 모습을 보이지만 문자의 형태 자체가 그림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아
니므로 그림과 문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글로는 물건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 등을 적고 그림으로는 소장품의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둘의 조합이 예측 불가능하여 신선하다.

<그림 97> 『ことばのあいうえお』
고미 타로五味太郞, 1979, 도쿄: 이와사키쇼텐 岩崎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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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とばのあいうえお』 글은 일반적인 문자 그림책과 달리 명사가 아닌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감탄사 등 구어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만화에서 대사와 그림 중 어
떤 것이 없어도 제대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인 관
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98> 『あいうえおの本』
안노 미쓰마사安野光雅, 1976, 東京: 후쿠인칸쇼텐福⾳舘書店

<그림 99> 『ABCの本』
안노 미쓰마사, 1974, 도쿄: 후쿠인칸쇼텐

안노 미쓰마사의 『あいうえおの本』과 『ABCの本』은 왼쪽 페이지에 입체
적인 나무로 만든 글자 모양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치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
문자로 시작하는 물건을 보여준다. 장식적인 틀은 모두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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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를 포함해 모두 손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자는 사용되
지 않았으며, 각 문자는 한 사물처럼 표현되었다. 그러나 왼쪽 페이지의 문자 일러스
트레이션과 오른쪽 페이지의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이 서로 구획지어 제시된 점에서
그려진 문자가 어느 정도 기호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물 일러스트레
이션은 재현의 역할에 충실하여 문자와 그림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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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경계가 모호한 유형
a. 문자 형태에 초점을 맞춘 유형

<그림 100> The A-Z Book
Thomas Ockerse, 1969, New York: Colorcraft-Brussel Publishing

The A-Z Book은 A부터 Z까지 자형의 공통적인 형태를 매개로 문자들이 연
결된다. 페이지를 넘길 때 보게 되는 부분적인 형태변화를 통해 조형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부각된다.

<그림 101> 『생각하는 ㄱㄴㄷ』
이지원·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Iwona Chmielewska, 2005, 서울: 논장

『생각하는 ㄱㄴㄷ』는 한글 자음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다. 단순한 한글의 조
형미에 초점을 맞추어, 한글 자모 ㄱㄴㄷ의 각 낱자 모양에서 연상되는 형태를 일러
스트레이션으로 표현했다.
『한글이 된 친구들』은 한글 자음을 조합하여 등장인물들이 구성되어 있다.
한글 자음의 조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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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한글이 된 친구들』
이호백, 2008, 파주: 재미마주

b. 문자의 형태와 내용 표현illustrating을 동시에 고려한 유형

<그림 103> Bembo’s Zoo: An Animal ABC Book
Robert de Vicq de Cumptich, 2000, New York: Henry Holt & Co

Bembo’s Zoo: An Animal ABC Book은 각 동물 이름을 지칭하는 알파벳 낱
자를 이용하여 해당 동물 형상을 연출한 책이다. 예를 들어, 사자는 Lion의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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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I, I, O, o, N, n 등의 낱자를 가지고 사자를 표현하였다. 캘리그램의 한 형태로
도 볼 수 있다.

<그림 104> 『움직이는 ㄱㄴㄷ』
이수지, 2006, 파주: 길벗어린이

『움직이는 ㄱㄴㄷ』은 가두다, 녹다, 다치다 등 명사가 아닌 동사로 각 자음
을 소개한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 동사의 뜻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그림 105> Unruly Alphabet
Aaron McKinney, 2010, New York: Mark Batty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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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uly Alphabet은 알파벳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보편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질
을 비유적인 내러티브로 표현한 책이다. 각 알파벳 형태가 의인화되어 그대로 내용을
설명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일부가 되어있다.

<그림 106> Animal Alphabet
Bert Kitchen, 1984, Dial

키친Bert Kitchen의 Animal Alphabet은 문자의 형태를 이용하여 그 문자로 시
작되는 동물의 그림과 얽힌 상태로 제시함으로써 문자이면서 그림인 상태를 보여준
다.

Work: An Occupational ABC은 ‘직업’이라는 테마를 가진 문자 그림책이다.
각 직업을 묘사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에 각 알파벳 형태를 포함하여 표현했다.

<그림 107> Work: An Occupational ABC
Kellen Hatanaka, 2014, Toronto: Groundwoo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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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양한 문자 그림책 사례를 문자와 그림에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였다.
1) 문자와 그림의 역할이 서로 명확히 분리된 경우에는 글이 내용 구성의 바탕
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림이 글을 부연설명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
반면에, 2) 문자와 그림의 역할이 서로 결합된 아이코노텍스트적인 문자 그림
책에서는 문자와 그림의 조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자
와 그림은 기호와 재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지만, 조형성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서로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 점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 풍부한 시각적 유희
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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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과 관련된 심리학 이론 고찰
모든 ‘본다’는 행위는 대상을 지각하는 일이다. 지각은 그 대상이 놓여 있는 전
체 시각 요소에 대한 총합적 판단의 산물로, 지각을 위해서는 의미가 인식되어야 한
다. 사람이 어떤 의미를 인식할 때 무질서하게 나열되던 데이터들이 맥락과 의미를
이루어 ‘정보’가 된다. 탁월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데이터들에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감각기억을 스쳐 지나가는 자극들을 단기기억으로 끌어오고 단기기억의 시
간을 늘려준다.
기억과 지각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 장
에서는 기억의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그림과 같은 시각적 자극
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학 이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4.1. 그림의 심상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각자의 개별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오감 중
에서도 주로 시각을 통해 지각하게 되는 정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와 같은 그림이 효과적인 기억을 돕는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바우어Bower는 이미지화하는 방법이 기억재생을 증가시킴을 밝혔고51) 나이
젤 홈즈Nigel Holmes는 수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흥미를 주는 요소들, 즉 그래픽 이
미지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표현을 활용하여 정보에 대한 기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52).
심리학에서는 이미지를 ‘심상imagery’이라고 말하며 ‘어떤 개념이나 이들 개념
에 대한 관계의 시각화’53) 로 정의된다. ‘imagery’는 ‘심상성’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51)
52)
53)

大村彰道, 1980,『人間の記憶―認知心理学入門』, 東京: 東京大学出版部, p.94.
오병근·강성중, 2008, 『정보 디자인 교과서』, 파주: 안그라픽스, p.28.
Lutz, K. A., & Lutz, R. J., 1977, Effects of interactive imagery on learning: Application to
advertis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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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단어를 보았을 때 그 단어가 표상하는 대상의 심상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54). 심상성은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구체 명사는 ‘사과, 종이, 연필’ 과 같은 구체적 개념을
표상하고 추상 명사는 ‘희망, 정의’ 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표상한다. 구체 명사의
경우 지칭하는 대상이 구체적이며 시각적으로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
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추상 명사의 경우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시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상성이 낮다. 심상성은 많은 인지적 조
작 중 특히 기억에서 그 중요성이 보고된 이후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어왔다. 예를
들어,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로 구성된 각각의 목록을 실험 참가자에게 주고 암기하
도록 한 후 각 목록의 회상 정도를 관찰한 실험55)에서, 구체 명사의 회상률이 더 높
음이 관찰되었다. 심상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 외에 어휘판단 과제를
통해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 코니어스Kounios와 홀컴
Holcomb56)은 어휘판단 과제를 이용하여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의 판단 시간을 측
정하였다. 그 결과 구체명사의 어휘 판단이 추상 명사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
다. 또한 제임스James57)는 구체적인 개념을 표상하는 심상성이 높은 단어가 추상적
개념을 표상하여 심상성이 낮은 단어보다 재인속도가 빠르며, 더 정확하게 기억된다
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구체적인 개념을 표상하는 높은 심상성 단어가 더 빠르게 처
리되는 것을 구체성 효과concreteness effect라 명명하였다58). 이러한 이론들에서 입
증하는 내용들은 연구자가 앞서 연구배경 및 제작의도에서 언급한 방향성과 일맥상

54)

Paivio, A., 1971, Imagery and verbal process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Reprinted(1979). Hillsdale. NJ: Erlbaum.
55)
Nittono H., Suehiro M., & Hori T., 2002, Word imageability and N400 in an incidental
memory paradig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 physiology, 44, pp.219-229.
Paivio, A., 1986, Mental representations: A dual coding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6)
Kounios, J., & Holcomb, P. J., 1994, Concreteness effects in semantic processing: ERP
evidence supporting dual-coding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0(4), pp.804-823.
57)

James, C. T., 1975, The role of semantic information in lexical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2), pp.130-136.
58)

김민정, 이승복, 정범석, 2009, “단어재인에 미치는 연상과 심상성의 영향”, 『인지과학』 20권 2호, 한
국인지과학회,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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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다. 연구자는 언어학습에서 구체성 및 귀납적 접근방식을 중요시한다고 밝혔는
데, 이러한 이론들은 이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리적 근거로 타당성을 뒷받침해준
다.

4.2. 심상정보처리이론

실험광고에 대한 재인recognition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 등으로 그림이 문자보
다 더 쉽게 기억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이 또한 그림이 언어
요소보다 심상유발을 더 자극하기 때문이다. 심상을 통한 정보처리가 촉진되면 기억
효과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전달하고자 하는 속성의 수가 많은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기억해야할 속성의 수가 단기기억의 용량을
넘어서면 입력 시 한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59). 그러나 심상정보처리에서는 기억
의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60). 심상정보의 처리과정과 기억은 감각을 동반한 경험
이기 때문에 감각경험이 결여된 추론적 정보의 기억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심상기억
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으로 생생하게 재생되는 반면 언어적 회상은 심상 정보
보다 자세하지 못하다. 따라서 단기기억에서 언어적이 자극에 의한 청각코드의 형태
가 기억된다 하더라도 장기기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심상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파비오Paivio는 심상정보가 기억에 저장되는 매커니즘으로 이중 부호화dual
coding theory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부호화 이론은 비언어적인 심상과 언어적
인 기억을 구별하기 위한 이론이다. 어떤 한 가지 코드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서로
간에 관련성이 높은 두 가지 코드를 동시에 기억할 때 정보가 더 잘 기억된다61)는

59)

이두희·권오영, 1999, “광고의 그림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가 심상정보처리 효과와 기억효과에 미치는

60)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0권 2호, 한국광고학회, p.162.
Martin, D., & Kiecker, P., 1990, Parallel processing models of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Their impact on consumer research metho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7,

61)

pp.443-448.
Paivia, A., 1969, Mental imagery in associative learning and memory, Psychological Review, 76(3),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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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중 부호화 이론은 두 개의 분리된 의미체계를 가정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개념을 표상하는 구체명사(예:사과)는 단어의 정보가 언어적linguistic 의미체
계와 비언어적nonlinguistic 의미체계인 심상적imagistic 의미체계에 함께 저장되어
있다. 반면, 추상적 개념을 표상하는 추상명사(예: 기쁨)의 정보는 단지 언어적 의미
체계에만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명사의 재인에는 언어적, 심상적인 두 가지 의
미체계 활성화가 사용되지만, 추상명사의 재인에서는 언어적 의미체계만 활성화된
다. 구체명사는 추상명사와 달리 다양한 참조적 의미체계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재인에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62). 예를 들어, 어휘판단 과제에서 ‘손’ 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보다 빠른 반응시간을 보인다63).
시각적 심상은 학습과 기억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쌍연
상 학습Paired associate learning 패러다임에 의하면, 학습자가 두 가지 항목을 서로
연결해 기억하는 경우가 단순히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 속에 남을 확률이
높다64)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지금까지 개관한 심상이론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림과 문자의 시각정보가 함
께 제시될 때, 메시지의 회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특히 구체 명사와 함께 제시될
때 정보의 입력과 연결, 정보의 저장과 인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 차이가닉 효과 The Zeigarnik Effect

1927년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차이가닉Bluma Zeigarnik은 일련의 실험을
62)

Paivio, A., 1986, Mental representations: A dual coding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aivio, A., 1991, Dual coding theory: Retrospect and current statu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45, pp.255-287.
63)

Phillip J. H., John K., Jane E. A., & Coreline W. W., 1999, Dual-Coding,

Context-Availability, and Concreteness Effects in Sentence Comprehension: An
Electrophysi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25, pp.721-742. 김민정, 이승복, 정범석, 2009, “단어재인에 미치는 연상과 심상성의 영향”, 『인
64)

지과학』 20권 2호, 한국인지과학회, p.246에서 재인용.
이두희·권오영, 1999, “광고의 그림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가 심상정보처리 효과와 기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0권 2호, 한국광고학회, p.162.

- 83 -

통해 종결되기 전에 방해로 인해 중단된 과제가 기억에 남기 쉽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65). 이러한 차이가닉 효과는 폐쇄성이라는 게슈탈트 원리의 한 변형이다. 하나
의 그림에 담긴 시각적 긴장이 일정수준─모호함, 환영, 혼란, 색다른 경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달하면 시각상의 차이가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해답을 못 찾은
수수께끼는 풀려서 종결될 때까지 우리의 기억에 남아 회상하고 숙고하게 만든다66).
연구자 선행연구 중에 일본 화가 이와사키 치히로 작품에 대해 연구한 바 있
다67). 연구자가 치히로 작품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도 생략과 여백의 활용을
통한 절제된 표현에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적이고 묘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배경이
나 인물의 표정, 동작에 표현된 부분적인 정보만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을 유
발하고 보는 이의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림 108> 커튼에 숨는 소녀

<그림 109> 나뭇잎으로 노는 누나와 남동생

이와사키 치히로, 1968, 종이에 연필·수채,

이와사키

30.1x59.8cm,

54.5x78.2cm, 『あかちゃんのくるひ』, ⾄光社

치히로,

1969,

종이에

수채,

『あめのひのおるすばん』, ⾄光社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부하듯이 모든 내용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방식이
아닌, 설명이 조금 결여되어 있으나 보는 이가 스스로 의문을 품고 찬찬히 살펴보고
생각을 유도하는 표현을 지향하고자 한다.

65)

Stroebel, Leslie, Todd, Hollis N, and Zakia, Richard D., 1980, Visual concepts for photographers.

66)

Focal Press New York, pp.166-167
리차드 자키아 Zakia, Richard D., 2007, 박성완∙ 박승조 옮김. 『시지각과 이미지 : 사진으로 본 시지

67)

각 원리·지각 심리』Perception and Imaging (2002), 파주: 안그라픽스, p.70.
사카베히토미, 2012, “물화(物化)적 표현을 통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와사키 치히로의 『작은 새가
온 날』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권 5호, pp. 251-259
사카베히토미, 2013, “물화(物化)적 관점에서의 이와사키 치히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홍익대학교 대
학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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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작품: 가나 문자 표현 연구
5.1.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의 적용
5.1.1. 아이코노텍스트 적용 방안

앞선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의 사례들은 크게 두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자를 형상화하여 그림을 구성하는 경우와 그림으로
문자 형태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본 작품제작에서는 문자 가나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림 110>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의 두 가지 유형과 연구 작품 방법

가나라는 문자를 그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림=이미지’의 구상성과 ‘글=문
자=기호’의 추상성이 결부되어, 거기서 생성되는 ‘긴장’이 제3의 텍스트, 즉 아이코
노텍스트 층위에 조성된다. 옐름슬레우L. Hjelmslev의 표현을 빌리면, 이 상태는 ‘표
현의 형태’와 ‘내용의 실질’이 서로 맞닿아 있는 형국으로, 바로 이 특성 때문에 하나
의 도상텍스트에서도 ‘기술성’과 ‘서술성’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68). 아이코노텍스
트적 표현을 통해 문자(발음)의 연상작용과 그림의 연상작용이라는 두 요소를 합하
여 더 넓은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각 가나마다 해당 가나로 시작하는 단어의 이미지
로 문자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즉각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자의 형태로도 지
각될 수 있는 ‘문자인 동시에 그림’인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가나’라는 도상적인
성질의 문자를 구상적 이미지로 구성하면서도 기호로서의 추상적 형태를 갖추도록

68)

서정철, 1998,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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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자 한다.

<그림 111> 가나의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의 작용 구조

5.1.2. 가나의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을 통한 기대 효과

<그림 112> 가나의 아이코노텍스트적 표현에 의한 효과

문자 가나를 해당 가나로 시작하는 단어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재구성함으로
써 아이코노텍스트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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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성: 그림의 구체적인 심상성은 기억재생을 증진한다. 상징적 기호인 문
자를 구체적 그림으로 구성함으로써 문자와 구체적 사물을 연결지어 기억할 수 있다.
2) 다의성: 한 음절에서 시작하는 사물 그림 여러 개가 동시에 제시된다. 이들
간에도 서로 연결고리와 관계가 형성되면서 다의성이 생겨난다.
3) 유희성: 기호로서의 문자를 소재로 하되, 문자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그림의
도상적 성질과의 경계에서 시각적으로 유희한다.
4) 장식성: 문자에서 기호의 기능에 더해 도상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잉여 정
보가 부여되고 풍요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생겨난다.
5) 상징성: 구상이 처음에는 구체적 개체로 받아들여졌다가 점차 아이콘처럼
한 부류를 대표하는 추상적 기호 형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상징적 기호인 문자
의 형태와 구체적 사물의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인지되고 뒤엉켜 작용한다.

5.2. 연구 소재: 일본 문자 가나
5.2.1. 히라가나 平仮名

모음이 5개와 자음 10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50가지 발음을 나타내는 가나
도표를 ‘50음표’라고 한다. 과거에 나눠쓰던 발음이 통합되면서 현재 실제로 사용되
는 히라가나는 46개이다.

5.2.2. 가타카나 片仮名

현재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며, 히라가나와 마찬가지로 46개
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을/를’의 뜻을 가진 조사 ‘を’(히라가나)와 ‘ヲ’(가타카나) 및 단어 첫 글
자로 사용할 수 없는 ‘ん’(히라가나)와 ‘ン’(가타카나)는 사물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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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히라가나 50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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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타카나 50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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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품 제작
5.3.1. 목적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하여 92개에 달하는 가나를 익히는 데 있어서 마주
치는 어려움은 특히 비슷한 형태가 많다는 데서 기인한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안에
서 뿐만 아니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간에도 유사한 형태가 섞여 있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표 7> 서로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く ku

へ he

ろ ro

る ru

ぬ nu

め me

は ha

ほ ho

ま ma

わ wa

れ re

ね

さ sa

き ki

ち chi

な na

た ta

に ni

ne

こ ko

いi

り ri

<표 8> 서로 형태가 유사한 가타가나

アa

マ ma

ク ku

タ ta

サ sa

セ se

ウu

ワ wa

ラ ra

コ ko

ユ yu

エ

ナ na

チ chi

テ te

フ fu

ヌ nu

メ me

ノ no

シ shi

ツ tsu

ソ so

ンn

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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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최종형태를 고안하고자 한다. 기존 가나 그림책에서는 테마가 정해져 있거나
그림 작가별로 각 히라가나 음절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아이
코노텍스트적인 가나 그림책 표현을 연구한다. 최근 문자 그림책은 더 이상 단지 교
육용 책이 아닌 다양한 해석과 표현으로 새로운 예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일본 문자를 배우고자 하는 독자를 포함한 시각적 즐거움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폭넓게 열려 있으며,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의 가능성 탐구와
시각적 유희를 목적으로 한다.
칸트 Immanuel Kant는 『판단력비판』에서 미적 감정의 독특성은 바로 상상
력과 지성 간의 자유로운 ‘놀이’에 의해 펼쳐진다고 보았다69). 그는 “미적 예술은 하
나의 표상 양식이며, 이 표상 양식은 그 자체로 합목적적이고, 비록 무목적적이라 하
더라도 사회적 소통을 위해 마음의 힘들의 배양을 촉진하는 표상방식”70)이라고 주
장했다. 예지(叡智)를 구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목적을 묻지 않고 인간이 인간이
기에 하는 행위이므로 필연적으로 무목적성이 내재돼 있으며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
다고 하겠다.

69)

이웅규, 2008, “놀이 개념의 의미에 관한 심층적 고찰 - 가다머에 의한 칸트 미학의 비판을 중심으로

70)

-”, 『국제관광연구』 5권 1호, 국제관광학회, pp.86-7.
Wilhelm Weischedel, 1998, Immanuel Kant Werke in Sechs Bänden, Band V: Kritik der Urteilskraft

und Schriften zur Naturphilosophie, ohne Verlagsangabe, S.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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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문자 표현

시도 1) 한 가지 사물 이미지로 질감texture 표현

해당 발음으로 시작하는 사물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자 형태를 구성하면서 일
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113> 1차 시도를 위한 스케치 일부

<그림 114> 히라가나 あ 스케치
a(あ)를 あめ(사탕)로 표현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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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히라가나 き 스케치
ki(き)를 きりん(기린)로 표현한 스케치

<그림 116> 히라가나 く 스케치
ku(く)를 くり(밤)로 표현한 스케치

<그림 117> 가타가나 ア 스케치
a(ア)를 アイスクリーム(아이스크림)로 표현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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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가타가나 コ 스케치
ko(コ)를 コイル(코일)로 표현한 스케치

<그림 119> 가타가나 ユ 스케치
yu(ユ)를 ユーカリ(유칼립투스)로 표현한 스케치

시도 2) 다수의 흑백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문자 구성

해당 발음으로 시작하는 다수의 사물들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이들
을 가지고 문자 형태를 구성하였다. 색채를 검정색 하나로 제한한 이유는 이 작업은
‘사물의 재현’과 ‘자형 구성’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의 경계에서 시각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발음으로 시작하는 사물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인식될 필요
성이 비교적 얕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별 사물을 인식할 수도
있고, 회색 농도를 가지고 자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기능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과슈와 수채물감을 사용하여 필치의 농담 등을 회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자 본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림적인 요소가 인식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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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히라가나 く 스케치
く로 시작하는 다음 사물의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くじゃく(공작새)
くものす(거미줄)
くちきがた(썩은 나무 표피 상태를 도안
화한 무늬)
くつ(구두)
くま(곰)

<그림 121> 히라가나 へ 스케치
へ로 시작하는 다음 사물의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へいこうぼう(평행봉)
へこきむし(노린재)
へび(뱀)
へびいちご(뱀딸기)

<그림 122> 히라가나 め 스케치
め로 시작하는 다음 사물의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め(싹)
めがね(안경)
めざましどけい(자명종)
めじな(벵에돔)
めだか(송사리)
めんぼう(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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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히라가나 ぬ 스케치
ぬ로 시작하는 다음 사물의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ぬいぐるみ(봉제인형)
ぬいめ(솔기)
ぬかづけ(야채를 소금겨에 담근 것)

<그림 124> 히라가나 ろ 스케치
ろ로 시작하는 다음 사물의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ろおり(올을 성기게 짠, 하복지로 쓰는 견
직물의 일종; 사紗)
ろば(당나귀)
ろうそく(초)
ろうばい(납매)

<그림 125> 히라가나 る 스케치
る로 시작하는 다음 사물의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るいようしょうま(노루삼)
るいようぼたん(꿩의다리아재비)
るつぼ(도가니)
るりかけす(Garrulus lidthi: 일본 어치)
るりそう(자반풀)
るりたては(청띠신선나비)
るりとらのお(꼬리풀)
るりはこべ(뚜껑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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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3) 다수의 채색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문자 구성 = 최종 채택안

복수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나의 문자를 구성하는 데 조금 더 개별 사물
의 구상성이 강조되게 하려면 채색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문자를 구성하는 것도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무채색에 한정하지 않고 총천연색의 그림 문자를 구성
하였다.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그 자체로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다고 믿는다. 문자 또한 의미기호이기 이전에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같은 발음
(소리)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그 형태들끼리 서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선적인 표현과 면적인 표현이 모두 자유로우면서 색채도 다양하며 연구자의 개
성인 회화적이고 형태 왜곡 · 단순화 등의 터치가 가능한 수채 물감을 선택하였다.
재료와 도구는 때에 따라 작가의 기술과 의도만큼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사전을 통해 각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시작하는 사물들의 목록을 만든다.

<그림 126> 각 음절별 목록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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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할 사물 목록을 추려 그린다. 이들을 편집·
구성하여 각 문자를 완성하였다.

<그림 127> 세 번째 표현방법으로 그린 사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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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라가나

<그림 128> あ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あおとんぼblue dasher
あおくさduckweed
あかかぶred turnip
あかしでJapanese red-leaf hornbeam
あかこっこizu thrush
あかとんぼred-veined darter
あかねmadder
あげはちょうtiger swallowtail butterfly
あげまきむすびsauvastika knot
あゆswee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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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い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いいずなstoat
いかsquid
いがぐりchestnut burr
いたちweasel
いのししwild boar

- 99 -

<그림 130> う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うきよだんごukiyo dumpling
うぐいすまめsweetened green peas
うきごりgoby
うさぎrabbit
うちわhand fan
うなぎeel
うめぼしumeb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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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え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えいray
えぞりんどうezo gentian
えだまめgreen soybean
えびshrimp
えびせんべいshrimp cracker
えまwooden wishing plaque
えのぐpaint
えんどうまめpea
えんぴつ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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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お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おうむparrot
おおかみwolf
おしどりmandarin duck
おしんこJapanese pickles
おにぎりrice ball
おりがみart of paper 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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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か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かいseashell
かえでmaple leaf
かえるfrog
かきpersimmon
かさumbrella
かまきりmantis
かめturtle
かもduck
からすcrow
かわせみcommon king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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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き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ききゅうhot-air balloon
きくchrysanthemum
きつねfox
きのこmushroom
きゅうりcucumber
きりふきsprayer
きりぎりすtettigoniidae
きりんgir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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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く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くしcomb
くじゃくpeacock
くすりmedicine
くまbear
くものすcobweb
くるみwalnut
くわがたstag bee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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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け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けいかんかcockscomb
けいきょくthorn
けいきんhaegeum
けいとyarn
けっしょう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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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こ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こまtop
こんぺいとうsugar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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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さ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さいrhinoceros
さいころdice
さくらcherry blossom
さくらんぼcherry
さつまいもsweet potato
さといもtaro
さとうsuger
さる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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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し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しかdeer
しそperilla
しまうまzebra
しゅんぎくcrown 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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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す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すいせんnarcissus
すいれんwater lily
すしsushi
すすきJapanese pampas grass
すずらんlily of the valley
すみれ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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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せ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せっけんsoap
せんすfolding fan
せんぬきbottle opener
せんにちこうglobe amaranth
せんのうげLychnis
せんりょうSarcandra gla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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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そ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そうぎょgrass carp
そうめんかぼちゃspaghetti squash
そくずChinese elder
そらまめbroad bean
そりsledge
そろばんJapanese aba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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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た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たいsea bream
たいこdrum
たいやきtaiyaki
たかhawk
たぬきraccoon dog
たまねぎonion
たんぽぽdande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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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ち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ちくわtubular fish‐paste
ちしまぎきょうhairyflower bellflower
ちゃわんrice bowl
ちょうみりょうflavoring
ちりめんJapanese raw silk crê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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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つ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つきmoon
つきみそうevening primrose
つつじazalea
つばきcamellia
つみきbuildin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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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て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ていかかずらAsiatic jasmine
ていてつhorseshoe
ていへいportable ceramic jar
てうちぐるみoriental walnut
てっかまきtekkamaki
てまりJapanese hand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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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と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とうがんwinter melon
とうもろこしcorn
とかげlizard
ところてんtokoroten
とっくりsake bottle
とどSteller sea lion
とらtiger
とんび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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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な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なしpear
なすeggplant
なずなshepherd’s purse
なっとうnatto
ななかまどmountain ash
なわ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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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に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にじrainbow
にらChinese chive
にりんそうwindflower
にわとりfowl
にんじんcarrot
にんにく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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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ぬ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ぬいぐるみstuffed toy
ぬいめst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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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ね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ねぎwelsh onion
ねこcat
ねこざめbullhead shark
ねこじゃらしfoxtail
ねこはぎLespedeza pilosa
ねささdwarf bamboo ねじscrew
ねじぬきばいJapelion hirasei
ねじばなSpiranthes sinensis
ねったいぎょtropical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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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の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のあずきdunbaria villosa
のうるしEuphorbia adenochlora
のしnoshi
のこぎりsaw
のしゅんぎくErigeron thunbergii
のり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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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は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はこbox
はさみscissors
はしchopstick
はブラシtoothbrush
はなびfireworks
はり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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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ひ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ひがんばなred spider lily
ひつじsheep
ひとでstarfish
ひのきhinoki
ひまわりsunflower
ひらめflatfish
ひよこ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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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ふ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ふえpipe
ふきのとうfuki
ふくろbag
ふたlid
ふでbrush
ふとんfu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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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へ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へいこうぼうparallel bars
へちまsponge gourd
へびいちごIndian strawberry
へび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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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ほ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ほおずきground cherry
ほたてがいscallop
ほたるfirefly
ほとけのざhenbit deadnettle
ほととぎすlittle cuckoo
ほととぎすtoad lily
ほやsea squ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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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ま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まいたけmaitake
まくわうりoriental melon
まくらpillow
まごのてback scratcher
またたびsilvervine
まつpine
まつぼっくりpine cone
まんねんひつfountain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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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み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みかんmandarine orange
みずばしょうskunk cabbage
みつばmitsuba
みどりのカーテンgreen wall
みみかきearpick
みみずくowl
みょうがJapanese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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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む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むぎbarley
むぎわらぼうしstraw hat
むくどりgray starling
むささびgiant flying squirrel
むらさきしきぶJapanese beautyberry
むれすずめSiberian peash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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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め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めぎJapanese barberry
めぐすりeye drop
めざましどけいalarm clock
めじろwhite-eyes
めだかkillifish
めてざしJapanese short sword
めなもみSigesbec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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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も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もくせいJupiter
もぐらmole
もくれんmagnolia
もなかmonaka
もみじred leaves
もみのきfir tree
ももpeach
もやしbean sprouts
もんぺwork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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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や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やぎgoat
やくもそうLeonurus japonicus Houttuyn
やぐるまそうRodgersia
やしcoco palm tree
やつでfatsia
やなぎw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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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ゆ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ゆずcitron
ゆばtofu skin
ゆびわring
ゆみやarrow
ゆりlily
ゆりかごcra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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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よ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ようじtoothpick
ようかんazuki-bean jelly
ようしゅこばんのきBreynia disticha
よしずreed blind
よもぎmug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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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ら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らいちょうsnow grouse
らくだcamel
らっかせいpea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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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り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りすsquirrel
りんごapple
りんどうgen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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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る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るいざruiza teapot
るいようしょうまbaneberry
るいようぼたんblue cohosh
るこうそうcypress vine
るりあげはblue triangle
るりかけすLidth’s jay
るりちょうSiberian blue robin
るりとらのおbeach spee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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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れ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れぶんそうOxytropis megalantha
れんぎょうforsythia
れんげchina spoon
れんげlotus flower
れんこんlotus root

- 139 -

<그림 170> ろ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ろsilk gauze
ろうそくcandle
ろうちょうcaged bird
ろうばいwintersweet
ろざしembroidery pattern ro
ろばd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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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わ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わかめseaweed
わけぎturfed stone leek
わさびwasabi
わすれなそうAlpine forget-me-not
わにcrocodile
わらびbracken
わりばしdisposable chop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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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타카나

<그림 172> ア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アーチェリーarchery
アーティチョークartichoke
アーモンドalmond
アイスクリームice cream
アイスピックice pick
アカシアac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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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イ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イーゼルeasel
イヤリングea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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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ウ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ウイルスvirus
ウインナーVienna sausage
ウィンナーコーヒーespresso con panna
ウエハースwafer
ウェディングケーキwedding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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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エ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エアブラシairbrush
エアプランツTillandsia
エキザカムExacum
エキナセアpurple coneflower
エスプレッソespresso
エメラルドemerald
エンゼルe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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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6> オ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オーロラaurora
オクラokra
オリーブolive
オルゴールmusic box
オレンジ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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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カ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カーネーションcarnation
カクテルcocktail
カステラsponge cake
カメラcamera
カリフラワーcauliflower
カリブラコアCalibrachoa
カレー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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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8> キ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キーkey
キーホルダーkeychain
キーボードkeyboard
キウイフルーツkiwi fruit
キャラメルcaramel
キューピーKew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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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9> ク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クリスマスツリーChristmas tree
クリップclip
クレープcrepe
クレヨンcrayon
クロッカスCrocus
クロワッサンcroi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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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ケ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ケーキcake
ケールkale
ケストルムCestrum
ケチャップketchup
ケラトスティグマCerato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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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コ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コアラkoala
コインcoin
コーンcorn
コーンスープcorn soup
ココアcocoa
ココナッツcoconut
コップcup
コロッケcroqu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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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サ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サルビアSalvia
サンダルsandal
サンドイッチ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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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シ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シーソーseesaw
シーマニアSeemannia
シクノチェスCycno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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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 ス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スイッチswitch
スイートピーsweet pea
スーツケースsuitcase
スカーフscarf
スターフルーツstar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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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セ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セダムSedum
セロリce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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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6> ソ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ソーダsoda
ソフトクリームsoft serve
ソブラリアSob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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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 タ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ターコイズturquoise
タイムthyme
タイルtile
タオルtowel
タランチュラtaran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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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8> チ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チーズcheese
チーズケーキcheesecake
チケットticket
チャイブchive
チューリップtu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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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ツ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ツイードtweed
ツタンカーメンTutankhamun
ツルバキアTulbag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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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0> テ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ティアドロップteardrop
ティアラtiara
ティーバッグtea bag
ティーポットteapot
ティッシュtissue
ティラミスtiram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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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ト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トーストtoast
トマトtomato
トパーズtopaz
トリュフtruffle
トレンチコートtrench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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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 ナ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ナイチンゲールnightingale
ナイトknight
ナイトキャップnightcap
ナイフknife
ナゲットnugget
ナチョスnachos
ナプキンna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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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ニ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ニードルneedle
ニットknitwear
ニッパーnipper
ニッポニテスNipponites
ニョッキgnoc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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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 ヌ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ヌーwildebeest
ヌードnude
ヌードルnoodle
ヌガーnou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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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5> ネ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ネイルアートnail art
ネグリジェneg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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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6> ノ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ノートnotebook
ノブknob
ノズル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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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7> ハ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ハードディスクhard disk drive
ハンカチhandkerchief
ハンガーhanger
ハンバーガー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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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 ヒ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ヒベルティアHibbertia pedunculata
ヒポエステスHypoestes
ヒヤシンスhyac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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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 フ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フィルムfilm
フォークfork
フライパンpan
フリルf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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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 へ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へーべHebe
へゴtree fern
ヘリコプターhelic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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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ホ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ホイップクリームwhipped cream
ホースラディッシュhorseradish
ホックhook clasp
ホッチキスstapler
ホットカーラーhot roller
ホットケーキpancake
ホットパンツhot pants
ホブhob
ホルスターholster
ホルトそうcaper spurge
ホルン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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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 マ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マスカラmascara
マフラーmuffler
マニキュアnail polish
マリーゴールドmarigold
マルチーズmalt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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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 ミ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ミサイルmissile
ミハルスmiharusu
ミルクレープmille crepe
ミルフィーユmille-feuille
ミント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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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4> 厶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ムースmoose
ムースケーキmousse cake
ムームーmuumuu
ムールがいmu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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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メ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メガホンmegaphone
メッシュmesh
メダルmedal
メトロノームmetronome
メロン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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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6> モ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モナルダmonarda
モルモットguinea pig
モロヘイヤTussa jute
モンキーツリーKleinia
モンステラMons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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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7> ヤ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ヤーコンyacón
ヤックyak
ヤトロファJatropha

- 177 -

<그림 208> ユ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ユーカリeucalyptus
ユーフォーUFO
ユッケyukhoe
ユリオプスデージーGray-leaved eury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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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9> ヨ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ヨーヨーyoyo
ヨーグルトyogurt
ヨット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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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ラ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ライオンlion
ライラックlilac
ラジエーターradiator
ラズベリーraspberry
ラベンダーlavender
ラムネra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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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リ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リボンribbon
リパリスLi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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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ル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ルアーlure
ルイボスrooibos
ルークrook
ルージュrouge
ルビーruby
ループタイbolo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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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レ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レインコートrain coat
レウイシアLewisia
レースlace
レタスlettuce
レモン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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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ロ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ローズマリーrosemary
ロープrope
ロケットrocket
ロブスターlo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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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ワ 최종 문자 표현
다음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ワインwine
ワイングラスwineglass
ワックスフラワーwaxflower
ワッフルw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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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자를 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9> 각 문자를 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션 목록

문자

문자를 구성하는 사물 일러스트레이션
あおとんぼblue dasher あおくさduckweed あかかぶred turnip

あ

あかしでJapanese

red-leaf

hornbeam

あかこっこizu thrush

あかとんぼ

red-veined darter あかねmadder あげはちょうtiger swallowtail butterfly あげ
まきむすびsauvastika knot あゆsweetfish

ア

い
イ
う

ウ

アーチェリーarchery アーティチョークartichoke アーモンドalmond アイスク
リームice cream アイスピックice pick

アカシアacacia

いいずなstoat いかsquid いがぐりchestnut burr いたちweasel
いのししwild boar
イーゼルeasel イヤリングearring
うきよだんごukiyo dumpling うぐいすまめsweetened green peas うきごりgoby
うさぎrabbit うちわhand fan うなぎeel うめぼしumeboshi

ウイルスvirus

ウインナーVienna sausage

ウィンナーコーヒーespresso con

panna ウエハースwafer ウェディングケーキwedding cake
えいray えぞりんどうezo gentian えだまめgreen soybean えびshrimp

え

えびせんべいshrimp cracker えまwooden wishing plaque えのぐpaint
えんどうまめpea えんぴつpencil
エアブラシairbrush エアプランツTillandsia エキザカムExacum

エ

エキナセアpurple coneflower エスプレッソespresso エメラルドemerald
エンゼルengel

お

オ

か
カ

おうむparrot おおかみwolf おしどりmandarin duck おしんこJapanese pickles
おにぎりrice ball おりがみart of paper folding
オーロラaurora オクラokra オリーブolive オルゴールmusic box
オレンジorange
かいseashell かえでmaple leaf かえるfrog かきpersimmon かさumbrella
かまきりmantis かめturtle かもduck からすcrow かわせみcommon kingfisher
カーネーションcarnation カクテルcocktail カステラsponge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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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メラcamera

カリフラワーcauliflower カリブラコアCalibrachoa カレーcurry

き

キ

く

ク

け

ケ
こ
コ

さ

ききゅうhot-air balloon きくchrysanthemum きつねfox きのこmushroom
きゅうりcucumber きりふきsprayer きりぎりすtettigoniidae きりんgiraffe
キーkey キーホルダーkeychain キーボードkeyboard キウイフルーツkiwi fruit
キャラメルcaramel キューピーKewpie
くしcomb くじゃくpeacock くすりmedicine くまbear くものすcobweb
くるみwalnut くわがたstag beetle
クリスマスツリーChristmas tree クリップclip クレープcrepe

クレヨンcrayon

クロッカスCrocus クロワッサンcroissant
けいかんかcockscomb けいきょくthorn けいきんhaegeum けいとyarn
けっしょうcrystal
ケーキcake ケールkale ケストルムCestrum ケチャップketchup
ケラトスティグマCeratostigma
こまtop こんぺいとうsugar candy
コアラkoala コインcoin コーンcorn

コーンスープcorn soup ココアcocoa

ココナッツcoconut コップcup コロッケcroquette

さいrhinoceros さいころdice さくらcherry blossom さくらんぼcherry
さつまいもsweet potato さといもtaro さとうsuger さるmonkey

サ

サルビアSalvia サンダルsandal サンドイッチsandwich

し

しかdeer しそperilla しまうまzebra しゅんぎくcrown daisy

シ

シーソーseesaw シーマニアSeemannia シクノチェスCycnoches

す

ス

せ
セ

すいせんnarcissus すいれんwater lily すしsushi すすきJapanese pampas grass
すずらんlily of the valley すみれviolet
スイッチswitch スイートピーsweet pea スーツケースsuitcase スカーフscarf
スターフルーツstar fruit
せっけんsoap

せんすfolding fan

せんぬきbottle opener

amaranth せんのうげLychnis せんりょうSarcandra glabra
セダムSedum セロリce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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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んにちこうglobe

そ
ソ

た

タ

ち

チ

つ

ツ

て

テ

と

ト

な

ナ

そうぎょgrass carp そうめんかぼちゃspaghetti squash そくずChinese elder
そらまめbroad bean そりsledge そろばんJapanese abacus
ソーダsoda ソフトクリームsoft serve ソブラリアSobralia
たいsea bream たいこdrum たいやきtaiyaki たかhawk たぬきraccoon dog
たまねぎonion たんぽぽdandelion

ターコイズturquoise タイムthyme タイルtile タオルtowel
タランチュラtarantula

ちくわtubular fish‐paste

ちしまぎきょうhairyflower bellflower

ちゃわんrice

bowl ちょうみりょうflavoring ちりめんJapanese raw silk crêpe

チーズcheese チーズケーキcheesecake チケットticket チャイブchive
チューリップtulip

つきmoon つきみそうevening primrose つつじazalea つばきcamellia
つみきbuilding block
ツイードtweed ツタンカーメンTutankhamun ツルバキアTulbaghia
ていかかずらAsiatic jasmine ていてつhorseshoe ていへいportable ceramic jar
てうちぐるみoriental walnut てっかまきtekkamaki てまりJapanese handball

ティアドロップteardrop

ティアラtiara

ティーバッグtea bag

ティーポット

teapot ティッシュtissue ティラミスtiramisu
とうがんwinter melon

とうもろこしcorn

とかげlizard

ところてんtokoroten

とっくりsake bottle とどSteller sea lion とらtiger とんびkite

トーストtoast トマトtomato トパーズtopaz トリュフtruffle
トレンチコートtrench coat

なしpear なすeggplant なずなshepherd’s purse なっとうnatto
ななかまどmountain ash なわrope
ナイチンゲールnightingale ナイトknight ナイトキャップnightcap ナイフknife
ナゲットnugget ナチョスnachos ナプキンna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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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

ニ

にじrainbow にらChinese chive にりんそうwindflower にわとりfowl
にんじんcarrot にんにくgarlic

ニードルneedle ニットknitwear ニッパーnipper ニッポニテスNipponites
ニョッキgnocchi

ぬ

ぬいぐるみstuffed toy ぬいめstitch ぬりえcoloring book

ヌ

ヌーwildebeest ヌードnude ヌードルnoodle ヌガーnougat
ねぎwelsh onion ねこcat ねこざめbullhead shark ねこじゃらしfoxtail

ね

ねこはぎLespedeza pilosa ねささdwarf bamboo ねじscrew
ねじぬきばいJapelion hirasei ねじばなSpiranthes sinensis
ねったいぎょtropical fish

ネ

の
ノ
は

ハ

ひ

ネイルアートnail art ネグリジェnegligee
のあずきdunbaria villosa のうるしEuphorbia adenochlora のしnoshi のこぎり
saw のしゅんぎくErigeron thunbergii のりpaste
ノートnotebook ノブknob ノズルnozzle
はこbox はさみscissors はしchopstick はブラシtoothbrush はなびfireworks
はりneedle
ハードディスクhard disk drive ハンカチhandkerchief ハンガーhanger
ハンバーガーhamburger
ひがんばなred spider lily ひつじsheep ひとでstarfish ひのきhinoki
ひまわりsunflower ひらめflatfish ひよこchick

ヒ

ヒベルティアHibbertia pedunculata ヒポエステスHypoestes ヒヤシンスhyacinth

ふ

ふえpipe ふきのとうfuki ふくろbag

フ

フィルムfilm フォークfork フライパンpan フリルfrill

へ
へ
ほ

ふたlid ふでbrush ふとんfuton

へいこうぼうparallel bars へちまsponge gourd へびいちごIndian strawberry
へびsnake
へーべHebe へゴtree fern ヘリコプターhelicopter
ほおずきground cherry

ほたてがいscallop

ほたるfirefly

ほとけのざhenbit

deadnettle ほととぎすlittle cuckoo ほととぎすtoad lily ほやsea squ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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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イップクリームwhipped cream ホースラディッシュhorseradish

ホ

ホックhook

clasp ホッチキスstapler ホットカーラーhot roller ホットケーキpancake
ホットパンツhot pants ホブhob ホルスターholster ホルトそうcaper spurge
ホルンhorn

まいたけmaitake

ま

まくわうりoriental

melon

まくらpillow

まごのてback

scratcher またたびsilvervine まつpine まつぼっくりpine cone
まんねんひつfountain pen

マ

マスカラmascara マフラーmuffler マニキュアnail polish
マリーゴールドmarigold マルチーズmaltese

みかんmandarine orange みずばしょうskunk cabbage みつばmitsuba

み

みどりのカーテンgreen wall みみかきearpick みみずくowl
みょうがJapanese ginger

ミ

む

ム

め

メ

も

モ

や

ミサイルmissile ミハルスmiharusu ミルクレープmille crepe
ミルフィーユmille-feuille ミントmint

むぎbarley むぎわらぼうしstraw hat むくどりgray starling むささびgiant flying
squirrel むらさきしきぶJapanese beautyberry むれすずめSiberian peashrub
ムースmoose ムースケーキmousse cake ムームーmuumuu ムールがいmussel
めぎJapanese barberry めぐすりeye drop めざましどけいalarm clock

めじろ

white-eyes めだかkillifish めてざしJapanese short sword めなもみSigesbeckia

メガホンmegaphone メッシュmesh メダルmedal メトロノームmetronome
メロンmelon

もくせいJupiter もぐらmole もくれんmagnolia もなかmonaka もみじred leaves
もみのきfir tree

ももpeach もやしbean sprouts もんぺwork pants

モナルダmonarda モルモットguinea pig モロヘイヤTussa jute
モンキーツリーKleinia モンステラMonstera
やぎgoat やくもそうLeonurus japonicus Houttuyn やぐるまそうRodgersia
やしcoco palm treeやつでfatsia やなぎw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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ヤ

ヤーコンyacón ヤックyak ヤトロファJatropha

ゆ

ゆずcitron ゆばtofu skin ゆびわring ゆみやarrow ゆりlily ゆりかごcradle

ユ

よ

ユーカリeucalyptus ユーフォーUFO ユッケyukhoe
ユリオプスデージーGray-leaved euryops
ようじtoothpick ようかんazuki-bean jelly ようしゅこばんのきBreynia disticha
よしずreed blind よもぎmugwort

ヨ

ヨーヨーyoyo ヨーグルトyogurt ヨットyacht

ら

らいちょうsnow grouse らくだcamel らっかせいpeanut

ラ

ライオンlion ライラックlilac

ラジエーターradiator ラズベリーraspberry

ラベンダーlavender ラムネramune

り

りすsquirrel りんごapple りんどうgentian

リ

リボンribbon リパリスLiparis
るいざruiza teapot るいようしょうまbaneberry るいようぼたんblue cohosh

る

るこうそうcypress vine るりあげはblue triangle るりかけすLidth’s jay
るりちょうSiberian blue robin るりとらのおbeach speedwell

ル

れ

レ

ろ

ロ

わ

ワ

ルアーlure ルイボスrooibos ルークrook ルージュrouge ルビーruby
ループタイbolo tie
れぶんそうOxytropis megalantha れんぎょうforsythia れんげchina spoon
れんげlotus flower れんこんlotus root

レインコートrain coat レウイシアLewisia レースlace レタスlettuce
レモンlemon

ろsilk gauze ろうそくcandle ろうちょうcaged bird ろうばいwintersweet
ろざしembroidery pattern ro ろばdonkey
ローズマリーrosemary ロープrope ロケットrocket ロブスターlobster
わかめseaweed

わけぎturfed stone leek

わさびwasabi

forget-me-not わにcrocodile わらびbracken

わすれなそうAlpine

わりばしdisposable chopsticks

ワインwine ワイングラスwineglass ワックスフラワーwaxflower ワッフルw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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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응용 형태
5.3.3.1. 문자 그림책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근현대 사회에서 문자를 소재로 한 책으로 가장 많
이 활용되는 방법은 문자 그림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가 유사한 문자들끼리 혼동
이 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발음을 하는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한 펼침면
에 짝지어 동시에 제시하는 형태로 그림책을 제작하였다.

시안 1) 소프트커버 1차 제본

차이가닉 효과를 위해 그림 개체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의도적으로 생략하였
다. 독자가 스스로 개체의 명칭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을 통
해 문자 표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며, 문자의 형태 및 발음과 문자를 사용한
단어를 보다 선명하게 복합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페이지에
부록 형태로 문자를 구성하는 사물 일러스트레이션 목록을 실었다. 필요시 수수께끼
의 정답을 확인하듯이 단어 목록과 내지 일러스트레이션을 대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216>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1 앞표지

<그림 217>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1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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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가나 음절들을 구성했던 모든 일러스트레이션을 겹친 형태로 모은 것을 앞
표지 이미지로 삽입하고, 뒤표지에는 가타카나 음절들을 구성했던 모든 일러스트레
이션을 모은 이미지를 삽입하였다.

<그림 218>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1 내지 및 속표지

내지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한 펼침면에 나란히 배치하여 보여준다.

<그림 219>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1 내지  일러스트레이션 목록

히라가나를 왼쪽 단에, 가타카나가를 오른쪽 단에 배치하고 서로 시작 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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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으로써 같은 발음끼리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안 2) 양장제본, 표지 변경

<그림 220>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2 앞표지

<그림 221>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2 뒤표
지

가나 문자표에서처럼 각 음절을 구성하는 사물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책 표지를
구성하였다. 앞표지에는 あ행에서 た행까지 일러스트레이션이 포함되고 뒤표지에 な
행으로부터 わ행까지 일러스트레이션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림 222>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2 p.1

<그림 223>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2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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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 전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은 가나 음절순으로 맨 앞에 오는 あ(ア)
로 시작하는 사물들로 구성했다. 그림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나 음절순으로 마지막
음절인 わ(ワ)로 시작하는 사물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닫았다.

시안 3) 표지 변경, 목록에 영단어 추가

<그림 224>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3 앞표지

<그림 225>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3 뒤표지

<그림 226>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3 내지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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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3 내지

앞표지에는 あ부터 わ까지 음절을 구성하는 사물들을 겹친 모습을 이미지로 삽
입하고, 뒤표지에는 가나 문자표처럼 음절순으로 배치된 사물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28> 가나 문자 그림책 시안 3 내지  일러스트레이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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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록 목록에 영어 해석을 더하여, 외국인 독자를 배려하였고 일어 사용자
도 동음이의어의 단어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새 little cuckoo
와 꽃 toad lily 모두 일본어로는 같은 발음인 ‘ほととぎすhototogisu’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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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4) - 최종 문자 그림책 A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그림 229> 최종 가나 문자 그림책 A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사진: 박정인, 2016

가나를 어느 정도 익힌 독자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즐기면서 감상하기도 하고 각
개체가 궁금해지면 뒤에 해당 음절에 있는 목록(영단어 포함)을 참고하면서 볼 수
있는 차이가닉 효과를 강도 있게 사용한 문자 그림책이다. 목록에 있는 영단어 외에
는 모두 일본 가나 문자를 사용했다.
표지에 사용한 서체를 내지 문자와 스타일을 맞추어 명조 계열 서체로 변경했
다. 마지막 페이지에 종이 및 서체 등 책에 관한 제반 정보를 추가로 표기하였다.
문자 표현에서는 제외했던 を·ヲ와 ん·ン도 마지막 페이지(p.100)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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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p.1, p.93

<그림 231>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p.72, p.73

<그림 232>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p.100,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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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5) - 최종 문자 그림책 B Pictorial AIUEO with Romaji

<그림 233> 최종 문자 그림책 B Pictorial AIUEO with Romaji
사진: 박정인, 2016

가나에 문외한인 독자에게 조금 더 쉽게 각 사물 발음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한
문자 그림책을 한 권 더 제작하였다. 뒤에 원할 때만 볼 수 있도록 삽입했던 단어
목록을 일러스트레이션 옆에 표기하였다. 또한 일본 발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하
는 로마자Romaji를 옆에 표기하여 발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들어가는
페이지에 있던 あ·ア로 시작하는 사물 일러스트레이션과 마치는 페이지의 わ·ワ로 시
작하는 사물 일러스트레이션은 가나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에게는 그 의미가 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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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수 있어 매끄러운 도입과 마무리를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234> 최종 문자 그림책 B

Pictorial AIUEO with Romaji 내지
p.2

<그림 235> Pictorial AIUEO with Romaji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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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Pictorial AIUEO with Romaji pp.38-39

<그림 237> Pictorial AIUEO with Romaji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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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문자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를 문자표로 제작
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안 1)
학습서 등에서 사용하는 빨간색과 녹색 셀로판지로 부분적으로 덮었다가 제거
하였다가 하면서 가려지는 부분을 암기하는 방식이 있다. 이 형태를 차용하여 히라가
나와 가타카나 문자 형태를 서로 포개어 볼 수 있도록 겹쳐진 형태의 문자표를 제작
하였다. 빨간색 셀로판지로 덮으면 히라가나가 가려져 가타카나 형태만 보인다.

<그림 238> 문자표 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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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번에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 셀로판지로 가리지 않았을 때 문자표로서
의 역할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형태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강조하여 부각하는 역할은 영상 표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시안 2)
곡선이 많은 히라가나와 직선적인 가카타나의 특징을 시각화한 문자표를 리소
그라프risograph 2도 인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39> 문자표 시안 2

<그림 240> 문자표 시안 2  히라가나 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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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문자표 시안 2  가타카나 표 부분

곡선이 많은 히라가나 배경에는 곡선 그래픽을, 직선이 많은 가타카나 배경에
는 직선 그래픽을 배치하여 직관적으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시안 3)
시안 2에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으나 각 일러스트레이션의 기타 응용형태와
의 시각적 통일감을 고려하였을 때 본래 일러스트레이션 색채를 살리는 것이 더 효
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시안 3을 제작하였다.
히라가나 문자표에서는 각 히라가나 아래에 영문으로 발음을 표기하였다. 가
타카나 문자표에서는 각 가타카나 아래에는 해당 문자 히라가나를 표기하여 히라가
나와 가타카나를 짝지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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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문자표 시안 3

<그림 243> 문자표 시안 3 부분

시안 4)
문자표에서는 각 문자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기존 활자를 사용하
여 표현하고 해당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 중 한 사물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문자 주
변에 곁들여 표현하는 방식의 시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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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문자표 시안 4

<그림 245> 문자표 시안 4 부분

시안 5)
그림책에서 문자가 모두 손그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서체 대신 손글씨와 함께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치한 문자표 시안 또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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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문자표 시안 5 부분

시안 6) 최종 문자표

<그림 247> 문자표 시안 6  히라가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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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에서는 컬러로 각 개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문자표에서는 각
일러스트레이션 개체보다 그것들이 모여 이룬 문자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
표현의 두 번째 스케치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모노톤으로 처리하였다.
여백을 조정하고 종이를 선택하여 최종 문자표를 제작하였다.

<그림 248> 최종 문자표
크래프트지 120g에 디지털 프린트, 각 420 ×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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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영상

<그림 249> 가나 영상화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서로 겹치거나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히라
가나와 가타카나의 형태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을 돕는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우선 형태가 유사한 문자는 부분적으로 강조하기도 하면서 히라가나와 가타
카나를 한 행씩 순서대로 모두 보여준다.

<그림 250> 영상화면 - あ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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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영상화면 - か행 소개

<그림 252> 영상화면  가타카나 シ·ツ 비교 및 さ행·た행 연결

<그림 253> 영상화면  な행 히라가나 가타카나 비교 및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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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영상화면  は행과 ま행 소개

<그림 255> 영상화면  は행과 ま행 히라가나가 가타카나로 변환

모든 음절을 소개하고 나면 유사한 형태의 히라가나를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해당 가타카나와 함께 짝 지어 볼 수 있는 화면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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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く와 へ 비교

<그림 257>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く와 へ 비교

<그림 258> 영상화면  가타카나로 변환되는 히라가나 く·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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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ぬ와 め 비교

<그림 260>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ぬ와 め 비교

<그림 261>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は·ほ·ま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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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영상화면  ね·れ·わ 히라가나 제시

<그림 263>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な·た·に·こ·い·り 비교

이어서 유사한 가타카나 형태를 집중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화면이 등장한다.

<그림 264>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가타카나 ア와 マ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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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가타카나 ア와 マ 비교

<그림 266>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가타카나 ク와 タ 비교

<그림 267>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가타카나 ク와 タ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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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영상화면  형태가 유사한 히라가나 ウ·ワ·ラ 비교

<그림 269> 영상화면  ウ·ワ·ラ 히라가나 제시

마지막에 모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보여주면서 맺는다.

<그림 270> 영상화면 - 히라가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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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영상화면 - 가타카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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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단어 포스터

아이코노텍스트의 사례로 살펴보았던 효제문자도는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정착된 문화 형태의 반영이었다. 그 기능 측면을 본다면 민간
에서 사용하던 장식용의 치레 그림, 행사 그림, 액막이 그림이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현대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현대 디자이너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을 포스터 형태
로 제작하고자 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하라 켄야가 저서 『내일의 디자인』에서 일본의 전통적 미의
식을 ‘delicatenessせんさい繊細’, ‘thoroughnessていねい丁寧’, ‘meticulousnessちみ
つ緻密’, ‘simplicityかんけつ簡潔’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 ‘ん’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 ‘thoroughness(ていねい)’과 ‘meticulousness(ちみつ)’
를 히라가나 포스터로 제작했다. 그 외에 ‘정갈(きれ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
또한 외래어 표기를 위해 사용하는 가타가나 포스터는 “clear(クリア)”, “natural(ナ
チュラル)”, “wit(ウィット)”라는 단어로 제작했다.

<그림 272> 단어 포스터 wit

<그림 273> 단어 포스터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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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단어 포스터 tho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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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단어 포스터 meticul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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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단어 포스터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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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단어 포스터 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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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낱말 놀이 카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낱말 놀이 카드 ‘카르타かるた’가 있다. 이
는 포르투갈 어 carta에서 유래한 단어로, 글 카드에 적힌 어구를 읊으면 그 첫 글자
로 시작되는 내용의 그림 카드를 먼저 찾아 잡는 게임이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엮어 글 카드와 그림 카드 내용을 고안하였다. 심상정
보처리이론 중 쌍대연결학습 이론에서 두 가지를 연결하여 제시할 때, 한 가지를 반
복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이중부호화이론에서는 연
관된 언어코드와 비언어코드를 함께 제시할 때 더 잘 기억된다고 했다. 이러한 이론
을 토대로 할 때, 낱말 놀이 카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여 문자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응용형태이다.

<그림 278> 낱말 놀이 카드 제작 과정  글 카드(좌), 그림 카드(우)

<그림 279> あ·い·う·え·お 그림 카드와 お 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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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0> 낱말 놀이 카드 슬라이드식 상자
슬라이드식과 덮개식 상자를 제작하였다.

<그림 281> 그림 카드 뒷면 / 글 카드
그림 카드 뒷면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단어가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있다. 글 카드에는 히라가나와 가타
카나가 엮인 글이 쓰여 있다. 예를 들어, ‘아치(アーチ)를 지나가는 개똥지빠귀(あかこっこ)’, ‘이스터 에그
(イースターエッグ)를 굴리는 멧돼지(いのしし)’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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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시

2016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졸업전시
를 하였다. 출품한 작품 사이즈 및 매체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282> 전시장 풍경

<그림 283> 전시된 그림책과 낱말 놀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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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시 작품 정보

제목

매체

사이즈

비고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그림책

20×22cm

101pages

Pictorial AIUEO
with Romaji

그림책

20×22cm

92pages

AIUEO & aiueo

영상

1920×1080px

5'00"

히라가나 표

포스터

42×29.7cm

디지털 프린트

가타카나 표

포스터

42×29.7cm

디지털 프린트

clear

포스터

42×18cm

디지털 프린트

meticulousness

포스터

30×30cm

디지털 프린트

natural

포스터

60×18cm

디지털 프린트

neat

포스터

42×18cm

디지털 프린트

thoroughness

포스터

30×30cm

디지털 프린트

wit

포스터

18×49cm

디지털 프린트

あいうえおとアイウエオ

카드

8.5×6.5cm
8.5×5.5cm

디지털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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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구텐베르크 이후 문자가 그림보다 우위적 위치를 유지해 오다가 현대사회에서
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수단이 문자매체에서 이미지· 영상매체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통방식 또한 문자적이고 선형적인 방법보다는
이미지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시점
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문자와 그림의 관계를 고찰하고 일본 문자
가나를 소재로 아이코노텍스트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표현을 연구하였다.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은 적합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내용/메시지를 보는
이에게 인식시키는 것이고, 보는 이에게 내용이 잘 전달되면 결과적으로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문자수가 많은 가나를 소재로 표현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제작함으로써
익히기 어려운 문자를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문자의 형성과정을 조명해보면 문자와 그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서로를 긴밀하게 얽혀왔으며, 그 복합적인 표현의 다양한 시
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먼저 문자와 그림의 복합적인 표현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명함으로써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이 풍부한 함의와 시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문자와 그림을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그림책에서의 비주얼 커뮤티케이션
을 고찰하였다. 특히 문자 그림책은 문자를 소재로 하는 그림책으로 문자와 그림의
복합적인 관계 및 표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국내외 문자 그림
책 사례를 통해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의 양상과 특성을 논하였다.
이론적 고찰 마지막 단계로 기억과 관련된 심리학 이론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그림의 심상성 때문에 문자보다 그림이 기억하기 쉽다는 주장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끼리 연관 지어 함께 제시할 때, 문자와 그림을 동시에 제시할 때, 추상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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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상명사를 제시할 때, 그리고 너무 명확하고 설명적인 그림보다 약간의 모호
함, 환영, 혼란 등의 시각적 긴장이 담긴 화면을 제시할 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실
험결과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인용을 통해 문자와 그림의 복합적 표현이 기억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헌조사와 분석 토대로 본 연구는 문자수가 많은 일본 문자 가나를 연구 소재
로 연구자의 선행연구 맥락을 고려한 아이코노텍스트적 문자 표현을 모색하였다. 또
한 한 음절에 두 가지 표기방법이 있어 문자수가 많고 유사한 형태도 많아 혼란을
야기하는 가나의 특징을 고려하여, 문자 그림책, 영상, 문자표, 단어 포스터, 낱말 놀
이 카드라는 다섯 가지 결과물을 통해 각 매체 속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나 표현을
제시하였다.
문자 그림책에서는 연구 작품이 결과적으로 문자 형상의 기억을 유도하되, 반
복적 쓰기 연습을 유도하는 ‘학습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사물의 형태와 언어를 연결
시킨 감상 가능한 예술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물건의 형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
떤 의미를 가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형태들을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문자의 형태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지었다. 사물과 문자 모두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
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차이가닉 효과를 잃지 않도록 지나친 세부 설
명과 정보를 함께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억에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 그림책
을 표현을 제안하였다.
영상은 문자의 크기, 위치, 형태, 불투명도,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서로 유사하
여 자주 혼동되는 문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문자표에서는 각 문자를 구성하는 오브젝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색을 배제하여
사물의 도상보다 기호로서의 문자 형태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표현하였
다.
단어 포스터에서는 문자도나 첫머리글자처럼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표현에 의한
장식성과 유희성의 효과가 강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식용 그림 형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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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놀이 카드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연결하여 제시하면 기억하기 쉽다는 쌍
연상 학습 패러다임 및 관련성이 높은 언어적 코드와 비언어적 코드 두 가지를 동시
에 제시할 때 한 가지만 제시할 때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이중 부호화이론을 고려하
여 제작하였다. 각 그림 카드마다 히라가나로 시작하는 사물 하나와 가타카나로 시작
하는 사물 하나를 함께 엮은 그림과 히라가나, 가타카나 문자를 제시하였다. 글 카드
에서는 수식어와 명사 형식을 빌어 두 사물이 엮여 있는 그림을 설명하였다.
이 일련의 연구 작품을 통해 선행연구 맥락에 부합하는, 그림과 문자, 도상과
기호, 구상과 추상, 심상과 언어가 서로 유기적으로 뒤섞이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시각적 유희와 자극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6.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가능성

문자를 소재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연구하는 데 있어 비주얼 커뮤니케이
션 언어인 문자와 그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함에 따라 아이코노텍스트적 표
현으로 작품이 귀결되었지만 이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거나 가장 진보된 접근
이기에 선택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행 연구의 맥
락에 따라 문자와 그림의 복합적인 표현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자 그림책의 사례에서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된 그림책 위주로 언급
하였다. 중동이나 중국 등의 문자는 상형성이 도드라져 독특한 아이코노텍스트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로 인해 사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림과 문자, 도상과 기호, 구상과 추상, 심상과 언어의 관계는 다각도에서 논
의될 수 있는 주제이며, 조형 언어 및 시각적 표현을 연구하는 창작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만한 소재이다. 앞으로 더 많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언어의 아
이코노텍스트적 표현 및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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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ictorial Expression
in Japanese Kana Characters

SAKABE, Hitomi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letters and pictures play conflicting roles. However, the two have a
common ground in their roots as both are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lso, regardless of the symbolic meanings, both letters and pictures have a
‘shape.’ In that sense, letters and pictures have an interesting relationship in
which they are both contrasted and, simultaneously, have similarities. Modern
communication relies heavily on images unlike in the past when it used to center
around letters. As digital culture is spreading rapidly, research on pictorial
expressions is needed.
Meanwhile, in order to learn forms of characters, repeated visual perception
and exposure is essential. For that reason, for a language that uses a large
number of letters, research on effec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necessary.
The Japanese letter set ‘Kana(仮名)’ has one of the largest numbers of characters
among languages around the world, and the same syllables can be written in two
different letters: Hiragana and Katakana. This study investigated Kana and
illustration, i.e. expression of letters using pictures.
First, the formation process of letters derived from pictures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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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regarding how letters and pictures formed an organic and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examples of iconotext, which combines text and images, were discussed.
Second, the study discussed communication in picturebooks, which are
mainly based on text and pictures, especial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tters and pictures in ABC books that focus on letters.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types of expressions found in ABC book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new expressions.
Third, the study reviewed psychology theorie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tters and pictures in memory. Based on theories that suggest pictures
are easier to remember than text and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present both text
and pictures than to present only one of the two, the study provided theoretical
background as to how letter expression using illustrations can be helpful for
memorization. Also, the study used the inspiration from the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of memory for setting a specific direction for letter express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a specific expression of Kana
letters by using illustration. As application of such expression, I created ABC
books, letter character tables, motion graphics, vocabulary posters, and word
game flashcards.
This study use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letters and pictures and
organically combined the two in illustrations in order to provide a new visual
experience and show expressions based on theories of memory. In creating the
artwork proposed in the study, the relevant analysis and exploration was based
on my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attributes and relationship of the concrete and
the abstract, non-substituability of imagery or inductive approach, and visual
storytelling through interaction between letters and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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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Number : 2013-31322

- 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