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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형태보다 특히 동물의 형상을 선호하며, 
동물에 쉽게 감정이입을 느낀다. 수많은 어린이 그림책이나 어린이용 캐
릭터에 동물의 형상을 차용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유아
들이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에 주목하고 호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유아는 자아와 외부에 대한 개념형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서 생물과 무생물을 혼동하는 물활론(Animism)적 세계관을 가지기에 
동물에 보다 쉽게 감정을 이입하곤 한다. 한편 유아기를 벗어난 이후의 
인간 역시 일생동안 동물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감정이입을 느끼기
도 하는데, 그 예로 동물원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
거나, 사람을 쳐다보거나 반응하는 경험을 더 즐거워하며 선호하는 장면
을 흔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동물들의 심리상태를 인간
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짐작하기를 즐기며, 동물들이 마치 인간처럼 커뮤
니케이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인간은 동물을 의인화(擬人化)하여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 마치 인간처
럼 행동하는 상황을 설정하곤 한다. 의인화된 동물들은 우화에 등장하여 
인간세계를 빗대어 교훈을 전하거나, 그 이미지를 통하여 인간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갖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활용되어 왔다1). 
20세기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월트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또한 동물을 
의인화하여 이름과 성격을 부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간과 동물은 이성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 구분지어지지만, 희로
애락 등의 기본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하여 
문학, 미술 등의 예술장르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감정을 빗대
어 표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의인화한 

1) 현은령, 김민정. (2008).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표현 방식의 변화.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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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존 인간의 형태 및 기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적으
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우화의 설정을 통해 자유로운 
비유나 상징이 가능하여 보다 감정이입에 수월하다. 또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징적 성격을 통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성격 파악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가령 여우는 교활하게, 늑대는 탐욕스럽게, 사자는 용감
하고 위엄스럽게 그려진다2). 이러한 상징적 성격을 하나의 장치로 활용
하여 상반되는 캐릭터를 설정, 상반된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동물은 인간과 흡사한 본능을 가졌기에 인간의 조형세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상징의 표제가 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동물이라는 소재로 
현대인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현대인들의 심리적 이상 증세를 중심
으로 크게 4가지 캐릭터 군을 설정하고 관련된 드로잉 패턴을 개발하였
다. 사람의 이목구비 대신 동물의 형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을 투
영시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인 솔직함이나 꾸밈없는 감정이 표
출, 전달되도록 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한 캐릭터 설정 및 원화 작
업에 본 연구의 중점을 두되, 캐릭터 및 상징 패턴 등을 패브릭에 프린
트하여 추후 현대인들의 내재된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으로 확장될 여지를 두었다.

주제어: 동물 일러스트레이션, 동물 의인화, 현대인의 스트레스, 감정 

일러스트레이션, 감성 힐링

학번: 2011-23561

2) 이응백ㆍ김원경ㆍ김선풍 (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서울:한국사전연구사 

3) 김재은. (1994) 『디자인의 철학』, 서울:창지사,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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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인간과 동물

   인간은 유아기 시절부터 다른 형태보다 동물의 형상을 선호하며 동물

에 쉽게 감정이입을 느낀다. 유아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에 주목하며 다른 형태보다 특히 동물의 형태를 선호한다4). 이를 뒷

받침하는 실험의 예로, 힐드레드(Hildreth, G.)는 5세 전후의 유아들에

게 서로 다른 주제의 15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선

택하라고 하였더니 동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한다5). 심리학자 왓슨(Watson, J.)은 3~12세 사이의 아동들의 정신적 

활동 중 상상적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현

실세계에 대해 별로 새롭거나 신비함을 느끼지 못해 동화나 만화, 그림

에 흥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6).

   이러한 특징은 아동의 물활론(Animism)적 세계관으로부터 기인하는

데, 물활론적 세계관이란 아동에게 자아와 외부에 대한 개념형성이 이루

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사고활동으로, 모든 사물에게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다. 아동발달학자 피아제(J. 

Piaget)에 따르면 아동의 물활론은 다음과 같은 4단계7)를 거치며 변화

한다.

4) 이은선. (2005).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의 동물 캐릭터 이미지 표현 연구”, 홍익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24

5) 김춘일. (1985) 『아동미술론』, 미진사, p.86
6) 김제한. (1976) 『발달심리학』 학우사, p.392
7)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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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4~6세경)는 모든 사물은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2단계(8~9세경)는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3단계(8~12세경)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4단계(11~12세경)는 생물만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물활론적 사고를 극

복해 나간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물이나 동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사람과 같이 대하는 인격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수많은 어린

이 그림책이나 장난감, 동화, 애니메이션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

츠에서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는 근거를 여기에

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창작 그림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동물 또는 의

인화된 동물인 경우가 조사대상의 44.9%로 가장 많았다8)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우, 인간 캐릭터 보다는 동물캐

릭터가 등장했을 때가 흥행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9). 교육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물이 등장하는 그림책은 유아에게 통제감을 느끼

게 해주고, 성인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0). 7~12세의 

아동의 경우 규칙이나 논리적인 발달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이의 아동들에게는 인물 캐릭터보다 동물 캐릭터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11).

   인간은 아동기를 벗어난 이후에도 일생동안 동물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지속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특히 인간생활에서 더

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가축이나 반려동물의 경우 그 습성이나 생존온

8) 최현정. (2009) “그림책의 의인화된 동물캐릭터의 시각표현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인제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p.57-58

9) 이영숙, 김재호. (2009) 애니메이션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단계 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
지』 12(11) pp.1661-1670

10) 최현정, 앞의 논문, p.52
11) 명회봉. (2008) “동물캐릭터를 이용한 문구용품 개발 : 아동문구용품을 중심으로” 공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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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이 인간과 가까울뿐더러 심리적으로 친근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사육, 조련, 치료하는 등 동물과 

더 깊은 연관을 맺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가까이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맺기도 한다. 인간이 속해 있는 척추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에 해당하는 포유동물군은 인간과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욱 가까운 존재이다. 

   또한 동물행동학에서는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파악한 후 각각의 행

동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12). 동물의 

행태를 근거로 인간과 같은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많은 동물보

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생태적, 인도적 차원에서 동물을 법으로 보

호하기도 한다. 이렇듯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물은 인간과 가까운 

위치에서 공생하며 살아왔다.

12) 임신재. (2006) 『동물행동학』 서울:살림출판사,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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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스코 동굴벽화의 들소 

(부분)

<그림 2> 이집트의 반인반수 형태의 신의 모습. 호루

스, 아누비스, 세스

1.2. 동물 이미지의 시각역사

   동물의 이미지는 인간사의 시작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시

각 모티브로 등장하여 왔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부터 극도로 추상

화된 모습까지, 현대에 이르러서도 동물의 이미지는 다양한 목적 아래 

여러 방향을 갖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원시미술에서는 사냥의 대상을 

취하려는 주술적 목적으로서 동굴벽화가 그려졌고(그림 1), 이후 동서양

을 통틀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상상의 동물 이미지가 존재해 왔다. 고

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는 반인반수 형태를 한 신의 형상이 동물로 표현

되었고(그림 2) 동양에서는 용, 봉황, 해태 등이 영능을 나타내는 상징

물로서 내려왔다. 각기 다른 동물들의 속성을 반영한 동물 이미지는 국

가나 도시의 문장, 브랜드의 상징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13)(그림 3, 

4).

13) 조민상. (2009) “동물을 모티브로 한 국가상징 연구 : 축구 국가대표 엠블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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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곰이 들어간 베를린 

시의 상징 심벌. <Coat of arms 

of Berlin>

<그림 4> 독수리가 들어간 미국의 상징 

문양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회화에서도 동물은 다양한 모티브가 되어왔는데, 샤갈(Chagall, M.)

은 작가 자신을 염소나 말의 형상에 대입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였

다(그림 5). 피카소(Picasso, P.)는 동물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였으

며(그림 6), 달리(Dali, S.)는 현실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동물을 소재

로 사용함으로서 초현실세계를 표현하였다. 낙서화가로 불리는 해링

(Haring, K.)의 초기 작품은 단순화, 추상화된 새나 강아지와 같은 동

물의 형상이 주를 이룬다(그림 7).

<그림 6> 피카소, <게르니카(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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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샤갈, <나와 마을(1911)>

<그림 7> 키스 해링의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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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의인화된 동물 이미지

2.1.의인화된 동물 이미지의 시각역사

   의인화(擬人化)란 동물과 식물 등에 인간적인 성격 혹은 특성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14). 인류는 오래 전부터 구전 설화에서부터 문학 작

품, 그림의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의

인화시켜왔다. 가장 초기에 등장한 사례로 인류 최초의 우화라고 전해지

는 이솝우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화 속에는 의인화되어 인간처

럼 행동하는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들의 특성도 전형화 되었

다. 우화라고 하면 대체로 '동물우화'와 같은 개념으로 통하기도 한

다15).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에서 동물 의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세기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서는 엄격한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반향으로 예술적 판타지의 영역에서 문학과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장 활발

해졌던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 혹은 상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장르의 문학 작품을 즐겼다고 한다. 특히 주간 연재소설의 

삽화를 통해 동식물과 각종 무생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인화적 비유

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16).

   20세기 들어 영국의 조지 오웰(Orwell, G.)은 우화형식을 빌려 <동

물농장 AnimaI Farm>(1945) 같은 소설을 쓰기도 하였는데17), 구체적인 

14) 앤드류 장, 줄리 리버맨. (1993) 『일러스트레이션』 서울:디자인하우스, p.83
15) 이응백ㆍ김원경ㆍ김선풍, 위의 책

16) 앤드류 장, 줄리 리버맨. 위의 책, p.83
17) 이응백ㆍ김원경ㆍ김선풍,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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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정교한 상황설정으로 인해 인간의 내밀한 심리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동물농장에 빗대어 표현하여 현재까지도 풍자문학의 정수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8> 미키마우스의 초기 형태
<그림 9> <피터래빗 이야기(1901)>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캐릭터인 월트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또한 동물을 의인화하여 이름과 성격을 부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28

년 미국의 로이 디즈니(Disney) 형제가 세계 최초의 발성용 만화영화인 

<증기선 월리>에서 처음으로 낙천적인 성격의 생쥐 캐릭터 ‘미키마우스

(그림 1)’를 탄생시켰다18). 이후 미키마우스뿐만 아니라 미니마우스, 

도널드, 구피와 같은 디즈니사의 캐릭터 및 <아기사슴 밤비>, <아기코끼

리 덤보>, <라이온 킹>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바

탕으로 한다. 섬세한 채감이 돋보이는 <피터래빗>은 1901년 출간된 동화

책 <피터래빗 이야기(그림 2)>에서 출발한 고전 캐릭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Potter, B.)의 애완토끼 ‘벤자민’

을 소재로 만들어 졌다19).

18) 유지은. (2004) 『Hi캐릭터, Hello마케팅』 서울:미래의창 p.178
19) 유지은, 위의 책,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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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iffy at museum> 미피의 형태적 변

천사

 

<그림 11> 헌혈 및 난민구제를 위한 브루너

의 공공 포스터.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브루너(Bruna, D.)의 캐릭터 미피는 마

티스(Matisse, H.)나 몬드리안(Mondrian, P.) 등 ‘데 스틸(De Stijl) 

운동20)’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선과 대비로 이루어진 일러스트레이션

이 특징인 토끼 캐릭터이다21). 간략화된 형태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

해 단순성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원작인 그림책을 

넘어 TV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상품, 공익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

로 적용되고 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캐릭터 무민(Mumin)은 북유럽의 숲 속에 있다는 

전설의 요정 또는 요괴인 트롤(Troll)을 캐릭터화한 얀손(Jansson, T.)

의 작품이다. 1945년 그림이 삽입된 소설 <무민과 대홍수(The Moomins 

and the Grear Flood)>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TV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상품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 네덜린드에서 생겨난 신 조형주의 운동.
21) 아키야마 타카시. (2010) 『일러스트레이션 스쿨』 (이진기, 옮김) 서울:디자인하우스,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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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핀란드의 대표적 캐릭터 무민

<그림 13> 무민 캐릭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례 - Arabia와 Artek, 핀란드 우체국과의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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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인화된 동물 이미지가 주는 효과

<그림 14> 의인화 비례에 따른 캐릭터 표현 - <The Animator's Survival Kit>

   흔히 인간과 동물은 ‘이성’의 유무에 따라 본능 또는 이성을 가지

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구분지어지는 반면, 희로애락 등의 기본적인 감정

을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문학, 미술 등

의 예술장르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감정을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의인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는 다음과 같다.

-의인화된 동물은 사람의 성별, 인종, 나이 및 사회적 지위로부터 자유

롭다.

-기존 인간의 형태 및 기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적으로 창

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징적 성격을 통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성격 파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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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징적 성격을 하나의 장치로 활용하여 상반되는 캐릭터를 

설정, 상반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용맹스러울 것 같은 사자가 실

제로는 여린 감성의 소유자라는 반전된 설정을 통해 새로운 장치로 사용

될 수 있다.

   표현기법으로서 의인화의 범위는 생물에서 무생물까지 실로 그 범위

가 매우 폭넓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동물이라는 소재가 의인화된 경

우에 한해 연구하였다. 의인화 대상이 사람과 그 생물학적 구조가 점차 

멀어지는 경우 사람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이목구비, 팔다리 등을 강조하

거나 추가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카

(The Cars)의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을 눈으로, 전면부를 입처럼 표현

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의사표현, 감정표현이 가능토록 조치를 한 것을 

한 예시로 들 수 있다.

 

2.3.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단계 분류

 

   동물이 의인화된 캐릭터를 현은령, 김민정22)은 미국 애니메이션 동

물 캐릭터를 중심으로 인간형 캐릭터와 비인간형 캐릭터로 분류하였으

며, 이영숙23)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동물캐릭터와 인간캐릭터의 차

이점과 유사점이 발견되는 정도를 파악하여 인간형, 동물형, 혼합형 등

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영숙은 이를 통해 동물의인화 캐

릭터의 의인화 단계법칙을 7단계로 설계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

다.

22) 현은령, 김민정. 앞의 논문, p.375
23) 이영숙. (2010) “애니메이션 의인화 동물 캐릭터 분류 및 검색방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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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 의인화요소 - 얼굴항목(눈, 눈썹, 귀, 코, 입), 골격항목(동물 

골격과 인간 골격), 손, 발의 의인화 정도

인공적 의인화요소 - 의복, 장갑, 신발, 안경,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 

착용여부

행위적 의인화요소 - 인간적 제스처의 실시 여부 및 표정연출, 시선처

리. 비언어적 행위의 움직임, 2족 보행과 4족 보행 여부24)

   위의 기준을 통해 해당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속 동물 캐릭터가 동

물 그 자체(예: 주인공의 애완동물 역할)로 표현되는 의인화단계 0에서

부터 완전히 인간과 가까운 모습을 띠는 의인화단계 6에까지 이르는 총 

7가지 단계로 동물 캐릭터를 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주목해 볼 점으

로, 동물에서 인간에 가깝게 의인화될수록 형태적 의인화요소 중 마치 

인간과 같은 움직이는 눈썹이 생기고 행위적 요소 중 시선 의인화의 특

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4족 보행을 했던 동물들이 단계적

으로 인간과 같은 2족 보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류를 전례로 삼아, 본 작품연구에서 동물 의인

화의 단계상 얼마나 인간에 가깝고 동물에서 멀어지는가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참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

숙의 분류 기준에서 보면 단계 5에 해당하는 의인화 정도의 동물 캐릭터

가 개발되었다. 2족 보행을 하며, 선택적으로 인공적 의인화요소가 나타

난다. 특히 얼굴 표정에서 눈썹을 생성하고 시선을 처리하는 등의 의인

화 처리가 진행되었다.

24) 이영숙, 앞의 논문. pp.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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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현대인의 정서와 동물 일러스트레이션

3.1. 정서와 공감, 정서 전이

   사람이 느끼는 수많은 정서들의 기저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정

서들이 존재한다. 마치 화학 원소가 구분되듯이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이

러한 기본정서를 에크만(Ekman, P.)은 행복, 슬픔, 분노, 공포, 놀람, 

혐오 등 총 6개로 검증하고 다양한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

였다25). 다윈(Darwin, C)은 그의 저서 『인간과 동물의 정서 표현(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에서 인간과 동물의 

정서 표현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윈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 표현들 중 공포와 분노의 표현 등 몇 가지 

것들은 원숭이와 유인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

다26).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인 셈이다.

   인간은 혼자이기 보다 ‘함께’이고 싶어 하고, 정서를 ‘함께’ 느

끼고 싶어 한다. 공감이 없는 소통은 일방적인 의사전달일 뿐이며, 자신

이 느낀 것을 남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할 때에 그만큼 인간은 행복해진

다27).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받고 싶

어 한다. 공감(empathy)이란 19세기 미학과 심리학에서 기원한 단어로,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이다. 정서

전이(emotional contagion)란 타인이 정서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목소

리, 표현, 몸짓, 동작 등을 자동적으로 흉내 내고 따라함으로서 점차 그 

사람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무의식적 동작이나 현상을 말한

다28). 이러한 공감 및 정서의 전이 현상은 우리 뇌 속 거울뉴런(mirror 

25) James W. Kalat, Michelle N. Shiota. (2007) 『정서심리학』 (민경환 외 역) 서울:시그마
프레스, pp.60-61

26) James W. Kalat 외, 위의 책, pp.43-47
27) 나은영, 위의 책
28)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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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ns)이 기능한 결과이다. 인간의 공감능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거

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감정을 머릿속에서 추측하고 모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을 보면 덩달아 미소 짓게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게 한다29). 이 거울뉴런이 공감을 느

끼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30) 나아가 정서전이 현상

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주로 시각 매개체를 통해 경

험된다. 

3.2. 동물 캐릭터와 현대인의 정서 공감 및 전이

   동물은 인간의 정서 함양에 여러 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

다.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있어 정서적 유대감 및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나아가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AAT)를 통해 동물이 사

람에게 주는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훈련받은 동물들을 통해 자

폐나 치매, ADHD, 지적장애 등의 다양한 대상자들이 치료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캐릭터화한 사례로, 일본에서 개발된 힐링로봇 <파

로>를 들 수 있다. <파로>는 아기 하프물범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는

데, 음성을 인식하거나 센서를 통해 촉감을 인식할 수 있으며 사람과 같

은 감정표현을 하여 정서적 소통을 이끌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이병원의 어린이들이나 우울증 및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

리적 치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29) 범상규, 2012.11.16. “거울뉴런과 모방소비” 소비의 심리학
30) 나은영. (2012) 『행복 소통의 심리』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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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힐링로봇 ‘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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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카오톡(Kakao Talk), 라인(LINE)과 같은 스마트 폰 메신저들

은 최근 이미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빠른 감정상태 전달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를 개발하여 서비

스 한다.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라인은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각

각 활성화 되어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여 현재 

상태 및 감정을 전달하기보다 때로는 극화되고 강조된 캐릭터의 힘을 통

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낸다. 현재 부분적으로 유료화된 이

모티콘 및 스티커 시장의 경우 급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데스크톱 기반의 메신저용 이모티콘에서 진화된 형

태로 일러스트레이션의 효과적인 감정 전달이 이루어지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도 있어 이러한 메신저

의 스티커, 이모티콘 서비스는 현재 세계시장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그림 16>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그림 17> 라인의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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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대인의 심리적 이상 증세 및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심리적 이상 증세를 크게 4가지

로 선정, 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동물 캐릭터 및 패턴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기본적인 정서에서 나아가 심리적 이상 증세 및 스트레스 상황

에서 느껴질 만 한 다양한 요소 및 심리상태를 동물의 형상을 차용, 변

형하여 캐릭터화 하였다. 또한 오늘날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

는 사회 현상 및 심리적 이상 증세를 주제로 잡아 공감을 유도하였다. 

선정한 4가지 심리적 이상 증세는 다음과 같다.

3.3.1. 조울증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라고도 불리며, 상황이나 

맥락에 맞지 않게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반복되는 증상을 말한다31). 

이 중 우울증(depression)은 깊은 슬픔을 주된 정서로 하며, 생활 전반

에 있어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살아가는 재미나 의욕을 느끼지 못하

고, 죄책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조증

(mania)이란 유쾌하고 들뜨며 기쁜 감정을 주로 느끼며, 기분이 고양되

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과대망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우울증 상태와 조증 상태가 

일정 기간을 두고 번갈아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명당 3~7명

에게 발병하는데, 최근 한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의 8.8%가 조울병 의심

환자로 조사되었다고 한다32). 

31) 김광웅. (2005)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180
32) 경향신문, 2007.5.1. “대학생 8.8% 조울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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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녀 과보호

   과보호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보살핌이나 지나친 통제를 하는 

양육행태를 뜻한다33). 이로 인해 과보호를 받은 자녀는 지나친 의존성 

및 의타심을 갖게 되어 부모 분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의존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의 통제가 오히려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

고 자주성의 발달을 저해하게 되어 악순환을 야기한다. 자기애적 성격장

애를 가진 자녀는 부모가 자녀의 재능에 대해 부풀려진 시각을 갖고 비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양육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34). 또는 지나친 

의존성을 갖게 되는 자녀는 의존성 성격장애 및 분리불안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헬리콥터 부모35)’와 ‘캥거루족’과 같은 신조어

도 생겨났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나 직장에 갔음

에도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행동에서 유래한 하

나의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3.3. 에너지 드링크 남용

   한병철36)은 성과지향주의의 현대사회에서 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일컬어 ‘피로사회’라고 정의 내렸다. 과잉활동과 과잉

자극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에너지드링크의 남

용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판매량 또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00% 가까이 급성장했다. 에너지드링크가 이렇듯 대중화된 가장 큰 

요인은 전국민이 ‘각성상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37). 직장인 및 

33) 이철수 외. (2009)  『사회복지학사전』 서울:Blue Fish.
34) 홍창희 외. (2006). 『이상심리학:현재의 조망』 서울:박학사. pp. 309-311.
35) 이명희, 권지혜, 2009.11.5. “자녀 맴돌며 일일이 간섭…‘헬리콥터 부모’늘어난다” 국민일

보
36)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문학과 지성사. (김태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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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과도한 업무 및 학업을 이겨내기 위해 몸에 무리를 주면서 에

너지드링크를 과잉 섭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온 음료과 

에너지드링크를 섞어 마셔서 일명 ‘서울대주스’라고 불리는 ‘붕붕드

링크’등을 제조하는 제조법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한다. 반면 대학생 및 

직장인들은 회식이나 클럽 등에서 밤새워 ‘놀기’위해 에너지드링크와 

알코올을 섞어 폭탄주를 제조해 먹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쉬지 않고 밤새도록 깨어있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현대인들은 오늘날 

과잉각성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3.3.4.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은 사회공포증(Social Phobia)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

을 대할 때 갑작스럽게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움과 당혹감을 보이는 증세

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상황을 피

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38). 가급적 대인관계를 기피하려고 하

는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하여 망신을 당하

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온다39). 그 기저

에는 낮은 자존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등이 원인으로 존재할 수 있

고, 우울증과도 연관성이 높다. 

37) 박소연. 2013.7.5. “에너지드링크 부르는 ‘불면 사회’…‘카페인’ 규제가 최선?” 머니투데
이

38) 홍창희 외, 앞의 책, pp.133-134.
39) 김광웅, 앞의 책,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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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선행연구 1 : 동물원 드로잉 (2008) 

펜, 마카

제 4장  선행연구

4.1. 동물원 드로잉

   월트 디즈니사에서 1942년 <아기사슴 밤비>를 제작하기에 앞서, 애니

메이터들은 동물원에 직접 방문하여 동물을 스케치하고 새끼 사슴을 스

튜디오로 데리고 와서 직접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생동감 

넘치는 영화 속 ‘밤비’캐릭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디즈니사의 탄탄

한 기초훈련은 이후 <라이온 킹>에도 이어졌다고 한다40). <피터 래빗>

의 작가 포터 또한 직접 토끼 뿐 아니라 여러 가축들을 키우며 자세히 

관찰하고 메모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세밀한 묘사를 이루어 냈다. 구체적

인 형태에서 벗어난 의인화된 동

물 캐릭터라도 실질적인 관찰과 

묘사를 통해 탄탄한 기초를 구축

한 사례들이다41).

   연구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

지 동물의 다양한 형태와 습성에 

흥미를 갖고 동물원 스케치 연구

를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동물의 

기본적인 형태 및 구조를 관찰한 

바 그대로 그려 나가는 크로키 

형식으로 작업하였다. 근본적인 

동물의 구조를 어느 정도 탐구하

고 난 뒤 자연물 그대로의 답습

40) 현은령, 김민정. 앞의 논문, p.374
41) 이은선, 앞의 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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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가로서 개인의 작업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동물의 모습을 변형하거나 관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1일 이

내에 기억에 의존하여 그리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

찰한 동물들 특유의 성격이나 표출하고 있는 감정 -이를테면 동물원 안

에서 겪는  권태로움, 관람객을 바라보는 의뭉스러움 -을 특징적으로 가

정하고 점차 강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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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선행연구 2: 동물원 드로잉 (2008) 펜,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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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선행연구 4: 수족관 드로잉 (2009) 오일파스텔 

<그림 20> 선행연구 3: 동물원 드로잉 (2009) 오일파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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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선행연구 5 : 수족관 드로잉 (2009) 오일파스텔 

   선행연구 1~5를 거쳐 6에 이르기까지 동물원 드로잉 작업은 점차적으

로 구상적 형태가 연구자 개인의 감성으로 데포르메(간략화, 심벌화42))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표현 기법과 소재에 있어‘어린아이

와 같은 그림’을 표방하였다.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데포르메 

하는 행위를 통해 진실성을 추구하고, 탈원근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

42) 아키야마 타카시. (2010) 『일러스트레이션 스쿨』 (이진기, 옮김) 서울:디자인하우스,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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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어린아이의 그림과 인류가 처음으로 남긴 그

림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43). 연구자는 이러한 소재와 기법을 통해 

순수성, 혹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동물의 형태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

달하고자 하였다.

<그림 23> 선행연구 6 : 동물원 드로잉(2013) 혼합재료

43) 같은 책,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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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선행연구 7 : 지하철 크로키(서울) (2009) 콘테

4.2. 인물 드로잉

4.2.1. 지하철 크로키

   선행연구 7~9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서로 다른 

이목구비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단서를 바탕으로 캐리커쳐 해온 작업물이

다. 이러한 작업들은 동물 의인화 일러스트레이션에 앞서 인간의 얼굴 

위에 감정이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서 의미

가 있다. 또한 사람 중에서도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각기 다른 생김새에

서 오는 특성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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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선행연구 8: 지하철 드로잉(일본) (2008) 펜, 수채화 

<그림 26> 선행연구 9: 지하철 드로잉(영국) (2008) 색연필 



<그림 27> 선행연구 10-1, 2: Ice Cream People <깨닫는 할매(녹차맛)>, <더운 아줌마(쵸코딸기맛)> (2012) 

펜드로잉에 디지털 작업

4.2.2. Ice Cream People

<Ice Cream People> 연작은 끌레도르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한 전시 

‘아이스크림은 _____다’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 맛보았을 때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포착하여 화면 

위에서 드로잉을 통해  구체화시켰다. 결과물은 가상의 아이스크림 쇼핑

백 형태 위에 인쇄하여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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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선행연구 10-3 : Ice Cream People - 쇼핑백 인스톨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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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선행연구 11 : 동물 패턴 연구 - <토이공룡>, <토이펭귄>

4.3. 어플리케이션 연구

4.3.1. <토이공룡>, <토이펭귄> 동물 패턴 디자인

   선행연구 11의 경우, 단순화한 동물의 형태를 패턴화시켜 보다 상용

가능하게 제작한 작업물이다. 동물을 아이콘화한 대신 벡터이미지가 아

닌 마카 드로잉을 스캔 후 반복시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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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선행연구 12 : 곰 스케치 (2010) 

마카

<그림 31> 선행연구 13 : 스케치를 바탕으

로 만든 실크스크린 작업 (2012) 

4.3.2. 동물 실크스크린 작업

   캐릭터화된 동물 그림을 실크스크린이라는 매체에 옮겨 표현한 작업

물이다. 2~3도 이내의 제한된 판에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스케치를 분

판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쳤다. 이로 인해 기존의 디지털 4도 인쇄를 

기본 전제로 하여 만들던 작업물을 조금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제작

할 경우, 벡터 이미지가 아닌 래스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 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개념을 숙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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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선행연구 14 : <세계 원숭이들의 모험(2010)>, 실크스크린



4.3.3. <tamaneko> 캐릭터 문구 

   <tamaneko>는 일본 저가 생활용품시장을 타겟으로 기획된 드로잉 기

반의 리빙 브랜드 라인이다. 고양이를 소재로 하되 자유로운 드로잉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였다.‘tamaneko’란 

‘둥근 고양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합성어로, 가상의 브랜드 네이밍을 

토대로 잡고 로고를 제작하고 원화 드로잉에서부터 간략한 제품 시뮬레

이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작업하여 일관된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도록 하였

다.

<그림 33> 선행연구 15-1 : tamaneko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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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선행연구 15-2, 3 : tamaneko를 위한 원화 일러스트레이션 (2013) 혼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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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선행연구 15-4 : tamaneko의 문구류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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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스케치 01~03 : 오일파스텔, 브러쉬펜

제 5장 작품 연구

5.1. 작품 스케치

   현대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원초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린이 그림을 표방하되, 보다 더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재료는 선행연구 4~6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 그림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오일파스텔(크레파스) 및 수채화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본 스케치 단계

에서는 에크만의 6가지 기본정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복합적인 정서 

및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의 동물의 인상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최종작품의 캐릭터 개발을 위한 스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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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스케치 04~07 : 오일파스텔, 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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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스케치 08-11 : 오일파스텔, 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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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종작품

   앞의 여러 가지 동물 스케치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심리적 이상 증세

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동물을 설정했다. 3장의 <3.3.현

대인의 심리적 이상증상 및 스트레스> 항목에서 다루었던 증상들을 중심

으로 동물 캐릭터와 그 동물이 처한 심리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패턴 형

태를 개발하였다. 공통적으로 2족 보행의 모습에 의인화된 얼굴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상태를 표현하고자 했고, 동물 종의 선정에 있어서는 

의인화된 동물의 캐릭터에서 흔히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을 피하거나 반

전의 요소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5.2.1. 죠울리(조울증 부엉이)

<그림 39> 조증 상태의 죠울리와 평상시의 모습 패턴화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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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 그리고 평상시의 기분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성질을 지닌 부엉이이다. 기분 상태에 따라 표정 및 미간 주름의 

정도, 패턴의 성질이 변화한다. 패턴의 형태는 부엉이의 날개 모양에서 

차용하여 조증 상태가 되었을 때 더 뾰족뾰족하고 자극적인 형태를 갖도

록 하였다.

 

<그림 40> 죠울리와 죠울리,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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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죠울리 패턴 스케치 1,2

<그림 42> 죠울리 패턴 스케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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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마릴린(과보호 고릴라)

<그림 43> 마릴린과 먼로, 패턴 스케치

   자식을 과잉보호하는 어미 고릴라 마릴린이다. 자식에 대한 과한 애

정을 시각화하기 위해 진한 빨간 립스틱이라는 의인화 요소를 삽입하였

다. 과격한 보호 및 모성애의 성질을 위해 넓은 원의 형태나 하트 등의 

이미지를 패턴화하였다. 마릴린에게 안겨 있는 외아들 먼로는 그런 엄마 

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자립한 경험이 없기에 약간의 분리불

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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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아들 고릴라 먼로와 패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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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런너(하이퍼 판다)

<그림 45> 런너와 패턴 스케치 

   정적이고 게으른 동물로 유명한 팬더곰을 모티브로 하되, 에너지 드

링크의 남용으로 항상 과잉각성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었

다. 동공이 기본적으로 비어 있고 더 흥분했을 때에는 눈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온다. 항상 뛰어(날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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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하이퍼 런너 패턴 스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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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하이퍼 런너 패턴 스케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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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막스(대인기피 곰)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곰이다. 평상시에는 최대한 존재감을 숨긴 채 

교실이나 사무실 구석이나 모서리에 큰 덩치를 맞추어 조용히 지내려다

가 몸에도 각이 잡혀버렸다. 부득이한 발표나 발언과 같은 사회생활 장

면에서 몸의 근육이 더욱 어색한 형태로 긴장되고 굳어지는 증상이 있

다. 주목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림 48-49> 막스 캐릭터 스케치 및 패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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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조울증 부엉이 죠울리 - 최종 캐릭터 및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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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과보호 고릴라 마릴린 - 최종 캐릭터 및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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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하이퍼 판다 런너 - 최종 캐릭터 및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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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대인기피곰 막스 - 최종 캐릭터 및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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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어플리케이션 및 전시형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와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를 설정하고, 원화 및 패턴 개발에 우

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결과물을 기

대할 수 있다. 원화의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의 제작이나 이모티

콘 및 스티커의 개발, 나아가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캐릭터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의 상태와 원인, 증상을 우회적으

로 파악하고 나아가 치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결과물을 전시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활용도에 여지를 남기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패브릭 프린트의 형태에 적용되었다. 4가지의 각 캐릭터에 대응

하는 추상 패턴들은 각 증세 및 동물들이 표출하고 있는 감정상태에서 

단서를 얻어 출발하였으므로, 이 또한 각각에 어울리는 용도 및 속성을 

갖는 아이템으로 연결시켰다. 조울증 부엉이 죠울리는 양극단의 변화 양

상을 보이는 점에서 착안하여 리버서블 파우치, 과보호 고릴라 마릴린은 

과보호하는 성격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겹겹이 사용하는 코쿤(패딩) 

파우치를 제작했다. 하이퍼 판다 런너는 휴식과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안

대와 쿠션 셋트, 그리고 대인기피 곰 막스는 암막처리된 은폐 박스를 제

작했다. 전반적으로 해당 캐릭터와 연관된 패턴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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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최종 전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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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리버서블 파우치 - 조울증 부엉이 죠울리 어플리케이션

<그림 56> 과보호 파우치 - 과보호 고릴라 마릴린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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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수면용품 - 하이퍼 판다 런너 어플리케이션

<그림 58> 은폐상자 - 대인기피곰 막스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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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감정이란 때로 문자보다 그림으로서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즉각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기에, 단순한 의미 

전달 뿐만 아니라 감정의 직접적인 전달에 특히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이나 문자가 가진 소통의 오류

에 대한 위험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일러스트레이션은 인간사의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주된, 때때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러스트레이션만으로

는 단일 매체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여

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인지하여, 오히려 말로 표현하기 모

호하거나 막연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그 역할이 크

다.

   감정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소고이지만 때로 이를 꺼내어 놓았을 때 

다른 누군가와 공감이 생겨난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

단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동물에 빗대어 의미상으로는 동물이라는 통로

로 우회하였지만 그 감정은 즉각적으로 시각화시켜 전달이 가능하게 연

구하였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상

적 심리를 동물 캐릭터에 투영하여 표현함으로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각

종 교육적, 상업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캐릭터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그 

동안 다른 동물 캐릭터들이 기피하던 다소 부정적인 정서 및 인간의 이

상심리를 자유로운 드로잉 및 패턴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

감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한편 본 연구 역시 다양한 견지에서 단

일 이미지로 소통하기에는 감정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거나 최초 발화자

의 의도가 온전치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보다 새로

운 컨셉의 동물 캐릭터군의 형상을 통해 현대인의 내재된 스트레스를 힐

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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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nimal Illustration for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of Modern People

Han, Ji Yon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n prefer animal figures to any others from their early childhood, and they 
feel empathy for animals with ease. It is quite common to borrow animal 
figures for cartoon characters or picture books for children, and this is 
because toddlers are instinctively fond of and attentive to things that are alive 
and/or movable. Toddlers possess an animistic view of the world, which is to 
confound living organisms and non-living objects, before they form concrete 
concepts of self and the outside, and this view of the world enables them to 
feel empathetic to animals with comparative ease. Meanwhile, humans, even 
after their early childhood, feel empathy to animals by interacting with them 
directly and/or indirectly throughout their lives; for instance, it is effortless to 
visualize people enjoying feeding animals or making attempts to elicit reactions 
from animals at the zoo. This provides a basis for the idea that human beings 
relish perceiving and figuring out mind states of animals from the human 
perspective and that humans expect animals to communicate like humans to 
some degree. 

   Humans project their emotions onto animals and explain animal behaviors as 
human-like ones through personification. Personified animals have often been 
utilized in fables as a means to deliver lessons in fictional worlds that are 
relationally similar to the human world, or in media contents for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of human possession. The representative cartoon 
character of 20th century, Mickey Mouse from Walt Disney is a very typical 
case for personifying an animal and assigning a name and personalitie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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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rderline between animals and human beings is whether or not they 
behave with reason, but they share a commonality that they both innately 
contain basic emotions, such as joy, anger, and sadness. Thus, in artistic 
domains such as literature and arts, it is easy to find cases in which 
personified animals express human emotions. In the case of personification, 
more novel and original expressions can be made because it is unrestrained 
from existing human formations or standards. It is also possible in the literary 
settings of a fable to portray creative analogies and/or symbols with personified 
animals, helping readers easily empathize. Moreover, already existing stereotypic 
personalities of certain animals promote effectiv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elaborated by personification. For example, it is quite typical to portray foxes as 
sly, wolves as avaricious, and lions as brave and authoritative. Also, a twist can 
be made in terms of these stereotypical personalities, to portray contradictory 
images and characteristics.

   Animals can act as a significant theme of symbolic representation in the 
field of formative arts because they hold instincts similar to those of humans. 
This study focused on illustration work as a medium of free expression of 
modern human emotions under such theme. Four domains of characters were 
established around the symptoms for today's common mental illnesses of 
general public, and relative drawing patterns were developed. Various stress 
symptoms are to be projected onto an animal figure, instead of a human face, 
so that the laten emotions and genuine expressions of such emotions can be 
generated and delivered. The emphasis of this study is on the selection and 
original illustration of characters, but it also, by printing characters and/or 
symbolic patterns on fabrics, leaves room for an expansion to various 
applications that would help alleviate people's immanent stress.

Key words: animal illustration, animal personification, stress of modern people, 
emotion illustration, emotional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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