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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패턴(pattern)은 인류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온 하나의 

시각적인 양상으로서, 시각적 혹은 주술적인 효과 등을 위하여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패턴의 기원을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백의 공포’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장식욕구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으며, 일종의 에크리튀르(Écriture, 근원문자)로서의 

표현의 욕구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식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하는 

패턴은 피장식물(被裝飾物)에 대해 종적(從的)인 관계를 맺어왔다. 우리는 

다양한 제품이나 공간 등에 적용되어진 패턴들을 통하여 패턴과 피장식물의 

다양한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패턴은 전통적으로 

피장식물과 별도로 논해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소비사회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상품들은 다양한 컨텍스트(Context) 

아래에서 판매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체의 유용성만으로 

판단받기보다는 일종의 종합적인 유희성을 지닌 가제트(gadget)로서의 

잣대를 통하여 소비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맥락은 상품들을 

브랜딩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브랜딩의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브랜드마다의 고유한 이미지를 상품에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색채와 같은 여러 시각적 

요소들이 부각되었으며, 이때 관습적으로 발전해온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패턴이다. 가제트의 매력지수를 높이는 패턴은 더 이상 

과거의 피장식물과의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주체로써 소비되는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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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인류에게 뿌리내려온 강한 시각문화로서의 패턴을 

장식성과 복잡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재고한다. 또, ‘디지털 크래프트 

그래픽스(Digital Craft Graphics)’라고 칭해지는 현대의 디지털 패턴들을 

‘패턴 그래픽(Patterning Graphic)’으로 칭하여 설명하며, 이러한 패턴 

그래픽들이 갖는 다양한 현상과 시각적 효과 그리고 기능의 확장으로서의 

‘패턴 아이덴티티(Patterning Identity)’를 연구자의 표현연구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논문의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피장식물과의 패턴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기원과 역사 및 다양한 기능과 

그 유형들에 대하여 설명하며, 패턴의 고유성(heritage)에 대하여 다룬다. 

(2) 패턴이 갖는 성질로서의 ‘복잡성(Complexity)’의 근원과 효과를 

수공예성과 엔트로피 증대효과 등을 통하여 살펴본다. 

(3) 앞서 정리된 다양한 패턴의 특성들을 높은 복잡성을 지닌 패턴의 

선행연구 ‘서울’, ‘조선’을 통하여 제시한다. 

(4) 소비사회와 디지털 사회에 들어서의 패턴 그래픽과 그 확장으로서의 

패턴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살펴본다. 

(5) 디지털 크래프트 그래픽스로서의 패턴 그래픽의 성질과 음식의 

유사성을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한과의 패턴 아이덴티티에 대한 

최종작업을 제시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피장식물의 일부로만 취급되어 온 패턴을 재조명하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도 다양한 패턴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패턴 그래픽, 복잡성, 패턴 아이덴티티, 확장, 장식, 한과 

학번 : 201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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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기에 기호를 생산해낸다. 

  We produce signs because there is something to be said.”1 

 

우리가 일련의 기호로써의 이미지를 생산하는데는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목적성이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라고도 지칭되는 그래픽 디자인은 일련의 

기호로써의 이미지의 사용이 극대화된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그래픽 

디자인의 기호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발전되어왔다.  이 중에서 

태고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 바로 ‘패턴(Pattern)’일 것이다. 인류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온 하나의 시각적인 양상으로써의 

패턴은 건축·패션·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문화 속에 자리하여 왔다. 

사물이 탄생함에 따라 그를 장식하기 위한 욕망에서 출발한 패턴의 기원은 

패턴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음을 잘 보여준다. 과거의 패턴은 

이러한 장식의 목적성에 의해서 피장식물인 사물에 종속된 형태로 자리하여 

왔다.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가치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는 과거에는 그 기능성으로써 가치를 

판단받던 제품들에 가제트적인 가치가 접목되면서, 상품들이 더이상 단순한 

사물을 넘어선 맥락들을 내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소비의 기능을 가진 상품들은 저마다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의 기호로 표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호들은 고유색의 선점, 

고유 심볼, 고유 패턴과 같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펜톤에서 올해의 
                                   
1움베르토 에코,『기호	  :	  개념과	  역사』,	  	  김광현	  옮김,	  열린책들,	  2009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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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넬리로디와 같은 트렌드 분석 회사에서 

올해의 패턴과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기호로써의 패턴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거의 장식에 종속되었던 패턴들은 그 자신이 주가 되는 소비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디바이스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로의 확장을 꾀하게 되었다. 

 

근현대의 시각적 양식을 흔히들 ‘모더니즘(Modernism)’이라고 칭하며, 

바우하우스에서 비롯된 단순한 형상에 대한 갈망이 현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치부되어지곤했다. 그러나 ‘장식과 예술(Pattern & Decoration) 운동2’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잡성(Complexity)은 단순성의 

시대에서도 그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회귀의 욕망, 시각적인 

만취감 등을 위한 복잡성의 예술은 지속되어왔으며, 복잡한 패턴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구매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더 이상 현대의 시각성을 미니멀리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에 주요 경향을 이루었던 미술 운동. 
지극히 이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미니멀리즘이 지배적이던 1970년대 중반에 일군의 
미술가들이 소위 ‘장인적 기술’ 작업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장식미술을 
금기시하는 미술계에 반기를 들었다. 월간미술,『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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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과 목적 

 

<그림 1> 논문 전체 개괄도 

 

본 논문은 그래픽 디자인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한 패턴에 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선 원론적으로 인류의 시각문화와 함께 성장해온 패턴에 

대하여 ‘복잡성’과 ‘장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분석해 본다. 연구자는 

이러한 패턴이 갖는 시각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역사적인 맥락하에 

다루어 볼 것이다. 

 

자본주의의 소비성과 함께 출현한 가제트적인 사물의 등장은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적인 열망에 단단한 결속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그래픽 

디자인의 많은 요소들은 자본주의적 컨텍스트에 놓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의 사회하에서 그래픽 디자인이 브랜딩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 

발전을 거듭하게 될 때의 ‘패턴’이라는 그래픽적 요소가 갖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피장식물을 벗어난 패턴의 

확장성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보며, 이를 패턴 그래픽(Patterning Graphic)과 

패턴 아이덴티티(Patterning Identity)라는 개념을 통하여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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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적 시점까지의 패턴이라는 

시각적인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패턴이 갖는 다양한 효과중 

복잡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피장식물의 일부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그 위상이 전환된 패턴의 확장성을 ‘패턴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으로 재진단 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해온 기호로써의 패턴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들이 갖는 다양한 기능성과 고유성에 대해서 다루어본다. 또, 패턴의 

여러 분류방식들에 유형을 분석하여 본다. 

(2) 복잡성이 갖는 시각적인 효과에 대하여 논하며, 이를 다양한 예술적, 

과학적 사례와 함께 다루어본다. 

(3) 앞서 정리된 복잡성이 갖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써의 선행연구 

작업들을 제시한다. 

(4) 소비 사회에서의 패턴 그래픽(Patterning Graphic)에 대해서 논하며, 

이때의 패턴들의 확장성을 패턴 아이덴티티(Patterning Identity)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한다. 

(5) 예시로써 ‘한과’에 대한 패턴 그래픽 연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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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각문화에서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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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패턴의 기원과 역사 : 피장식물(被裝飾物)과 패턴 

 

무늬 혹은 문양으로 칭해지는 ‘패턴’은 예부터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인류의 정치적·문화적인 발전과 함께해왔다. 패턴이 

시각문화 속에 등장한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으나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  

 

인류의 시각문화에서는 표현의 수단으로써의 기호학적인 형상들이 줄곧 

존재하여왔다. 이러한 형상들은 일종의 기록의 수단 혹은 일련의 표현의 

기호로써의 에크리튀르(Ecriture, 근원문자)라고 칭해진다. 분명한 것은 

문자라는 표현양식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사실적인 그림과 형상이 

의사소통 체계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3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자보다 주관적이고 이미지적인 근원적인 표현의 욕구를 

함축하고 있는 기호들은 벽화나 도구들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로써의 기호들은 일련의 시각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것들은 마치 오늘날의 패턴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  

 

인류가 도구를 제작하게 되면서 장식(Ornament)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도구와 의복등의 사물의 구분이나 고유성의 강조를 위한 일종의 욕망이 

장식이라는 시각적 현상으로 이어졌다. 장식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가되는 것이며 심리학적으로는 공간 회포에 

따르는 충전물로서 설명된다4는 점에서B.C.9000년경에 아리에주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림 2>의 채색조약돌이나 <그림 3>의 조몬토기나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일련의 목적성을 지닌 사물의 표면을 꾸미는 

                                   
3   조르주	  장,『기호의	  언어』,	  	  김형진	  옮김,	  시공사,	  1989,	  11p발췌 
4	  월간미술,『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장식[裝飾, ornament]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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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은 언어로써의 기호의 기능 이전에 기능적·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장식의 기원으로 작용한다. 

 

<그림 2>아리에주 지방의 채색조약돌 (B.C.9000), 『기호의 언어』 발췌 

 

<그림 3> 조몬토기 

 

이러한 장식으로써의 기호들은 일련의 반복성을 보이는 형태를 띈다는 

면에서 패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물의 표면에 

새겨지거나 덧입혀지기 위한 장식으로써의 기능이 패턴의 출발점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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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패턴은 시각적 형태가 회화적이거나 

추상적인 기하학성을 지니는 지에 관계없이 피장식물 (被裝飾物)과의 

주종관계 속에 있었다. 선사시대부터 장식과 피장식물간의 주종관계는 

오랜시간 지속되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패턴 중에서도 

장식의 목적을 갖는 일부의 패턴들은 피장식물의 형태에 의존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접시와 같은 식기에 사용되는 패턴들이 

있다. <그림 4>를 통해서 식기의 형태와 중앙 부위에 음식을 놓는 기능에 

따라서 구획되어진 피장식물로써의 패턴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토기를 빗살무늬와 같은 것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그 장식의 대상물을 위해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로얄코펜하겐의 접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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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턴의 기능 

 

시각적인 장식의 욕망에서부터 탄생한 패턴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바탕으로 인류의 역사속에서 발전하여왔다.  

 

피화기복(避禍祈福)하는 주술적(呪術的) 기능 

고대의 패턴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능은 일종의 주술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염원의 열망은 무엇인가를 바랄때 흔히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반복해서 말하는 언어적인 표현처럼 연속적인 반복에 의한 패턴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왔다. 

 

<그림 5> 언어적 패턴과 시각적 패턴 

 

<그림 6> 중세 카바라 부적(좌)과 도교에서의 부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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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은 피화기복의 주술의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담은 패턴이자 일종의 

구체시라고 할 수 있다. 바라는 열망을 단순히 문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반복적인 양상을 통해 빼곡히 패턴화한 형태를 통하여 열망의 

성취에 한 발 더 다가가려는 인간을 볼 수 있다. 주술적인 용도로써 

사용되어지는 이미지는 단순성이 아닌 복잡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안에 참여하였던 하라켄야 

디자인연구소(原軒哉デザイン研究所)는 고대의 빼곡한 주술적인 염원이 

담긴 영적인 형상을 통하여 베이징 올림픽의 심볼을 디자인하고, 이를 

일종의 패턴으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각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형문자화한 오브젝트들이 밀도감있게 모인 형상은 당나라의 28축 

거울과 같은 고대의 염원을 담은 사물들의 형상과 맞닿아 있었다. 일종의 

스포츠 정신과 중국의 고대의 정신 그리고 아시아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담은 주술적인 열망을 담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복적인 양상의 

패턴은 일종의 주술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당나라 28축 거울, 하라켄야의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공모작, 파이스토스 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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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정치적 권위 

종교적인 공간 혹은 권력의 힘이 필요했던 왕조나 귀족들의 생활 공간 혹은 

종교적·정치적인 용도의 사물에서 과도하게 증식된 장식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일종의 과다함을 통한 

만취감을 맛보게 하고, 일종의 경외감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로써 작용된다. 

일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복잡한 패턴을 눈앞에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그 앞에서 숭배·믿음의 감정을 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극도로 복잡한 형상이 주는 시각적인 힘이다.  

 

복잡한 패턴으로 구성된 장식은 제작에 큰 노력과 시간이 수반된다. 이러한 

복잡성은 일련의 수공예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공예성은 

복잡한 패턴을 특별하고 고귀한 것으로 정의하게 하였다. <그림 8>과 같은 

종교적인 방식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극도의 복잡한 패턴의 

양식들이 범인이나 일상의 시각물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아즈텍 십자가(좌), 만다라 문양(중앙), 후기고딕의 별모양 패턴(우) 

필사본이나 종교적 건축물의 장식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일종의 수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나 성당과 같은 건축물의 설계자나 필사본을 

끝없이 만들던 수도사들은 종교에 대한 경외감과 스스로의 신앙심을 



 23 

고조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복잡한 패턴을 증식시키는 행동을 취하였던 

것이다. 사진가 오노 이치로의 사진집의 제목이기도 한 ‘울트라 

바로크(Ultra	 Baroque)5’는 이러한 장식의 과잉의 최고조를 보여주는 

건축물들의 양식을 뜻한다. 이러한 울트라 바로크적 건축물들은 공간을 

장식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패턴들의 원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라고 할 수 있다.6 종교성과 정치적인 

권력이 울트라 바로크적인 패턴의 양상을 낳은 것이다. 

 

<그림 9> 복잡한 형상과 종교적 정치적 권위 

 

<그림 10> 울트라바로크, 오노이치로 

                                   
5 바로크는 본래 보석용어로, ‘형태가 불규칙한 진주’를 의미한다. 16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바로크 양식은 ‘일시적으로 왈칵 치솟는 감정과 화려함’을 가진 이단으로 탄생하였다.   
  松田行正, 『눈의모험』, 김경균 옮김, 2006, 150p 발췌 
6 松田行正, 『눈의모험』, 김경균 옮김, 2006, 153p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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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에서의 필연성 

의복·토기 제작 등 생활과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피장식물로써의 사물을 

장식하기 위한 패턴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때의 패턴은 일종의 피화기복을 

위한 염원이나, 종교적 혹은 심미적인 추구가 아닌 사물의 기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장식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탄생한 패턴에는 마찰력을 위한 타이어의 패턴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사물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패턴들이 발생하곤 하였고, 이러한 

패턴들은 그 형태만으로 그 사물을 떠올리게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림 12>의 타이어의 패턴을 적용한 핸드폰 케이스에서 우리는 타이어를 

연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은 패턴의 고유성(heritage)으로 이어진다. 

 

<그림 11> 점자블록 

 

<그림 12> 타이어패턴과 그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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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패턴의 고유성(Heritage)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사물들에 적용되어진 패턴들은 무수한 패턴들 사이의 

질서를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질서는 특정한 패턴의 인상(印象)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인상을 갖는 패턴들은 저마다의 

고유성(Heritage)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역으로 고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패턴을 사용하게 되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발소의 패턴이나, 체스의 패턴은 이러한 

패턴이 갖는 고유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의 

대각선 스트라이프’는 그 패턴만으로 ‘이발소’라는 공간을 인지하게 하며, 

‘검은색과 흰색의 사각 격자패턴’은 체스판을 떠올리게 한다. 대상의 인지로 

이어지게 하는 패턴들은 고유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있으며, 현대의 

많은 브랜드들은 패턴을 활용하여 브랜드만의 고유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림 13> 이발소의 패턴을 통한 패턴의 고유성 획득의 과정 

 

<그림 14> 체스패턴 



 26 

버버리(BURBERRY)의 체크 : 브랜딩 패턴의 고유성 

소위 ‘명품(Luxury)’으로 칭하는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다. 그 브랜드를 통하여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확연하고 그 

역사가 뚜렷한 것이 이러한 명품 브랜드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버버리(Burberry)는 ‘패턴’이 강조되어지는 브랜드이다. 다양한 

상품에 전면적으로 낙타색, 검은색 그리고 붉은색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온 버버리의 디자인은 이러한 패턴을 ‘버버리 체크’ 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영국적인’ 

혹은 ‘고급스러운’ 인상을 버버리 체크라는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대표되어지고 소비되어지게 된 것이다. 

 

버버리의 체크 패턴 무늬는 이미 우산에서 접시 밑받침까지 쫙 퍼져 

있는 상태다. …… 많은 고객들이 여전히 버버리의 유명한 체크 패턴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7 

 

위의 문장과 같이 버버리 체크는 장기간의 성공적인 적용을 통하여 확고한 

고유성을 획득하였으며, 사람들은 그 고유성을 자신의 것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버버리 체크가 씌어진 상품을 소비하게 된 것이다. 버버리는 이러한 

체크 무늬가 자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英 버버리, 쌍방울에 소송제기…1억 원 손해배상 청구 

2014. 03.10(월) 15:5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브랜드 '쌍방울'에 

소송을 제기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글로벌 

                                   
7 The Economist, 『The Economist 선정 글로벌 CEO 132인』, 남편과원숭이, 2008, 231p 



 27 

포스트(Globalpost)를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버버리는 

쌍방울이 자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체크 패턴을 사용, 상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쌍방울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8 

 

‘체크 패턴’은 패션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소비되어지는 패턴이지만, 

버버리는 자사의 체크패턴에 대해서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의 주장은 쌍방울에 대한 소송건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를 

통하여 체크 패턴에 대한 고유성을 강조하는 버버리의 행태를 볼 수 있다. 

 

 

<그림 15> 고유성을 갖는 버버리의 체크 

                                   
8최정은 기자, <티브이데일리>, 20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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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몬(小紋), 에도의 정신 : 전통문양의 고유성 

코몬(小紋)이란 염색용 종이에 섬세한 문양을 조각하여 염색하는 기술을 

뜻한다. 그 세밀한 디자인은 에도의 멋을 전하는 문화 중 하나다.9 작은 

문양이라는 뜻이자, 가장 캐주얼한 기모노 복장을 뜻하기도 하는 코몬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무늬가 반복적으로 날염된 형태를 띈다.  

 

<그림 16>東京小紋 

<그림 16>은 스즈키 모에노(鈴木萌乃)의 오늘날에도 일본적인, 에도적인 

고유성을 띈 형태로 사랑받고 있는 코몬을 활용한 작업이다. 스즈키는 

전통적인 고유성을 띄는 코몬의 종류 중에서 마노하(麻の葉, 삼잎 문양)를 

                                   
9 原研哉＋김경균, 『Ex-formation : SEOUL×TOKYO』, 두성북스, 2014, 1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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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도쿄타워의 구조물의 형상으로, 삼구즈시(三崩し, 세개의 선을 

교차한 문양)를 점자블록의 형상으로, 세가이하(青海波, 파도 문양)를 Wi-

Fi표지 문양으로, 히가키(檜垣, 노송나무 껍질 문양)를 펜스의 형상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통해서 코몬의 고유성을 현대의 오브젝트로 전환하여 

에도의 정신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10  

 

코몬과 같은 전통문양들은 일종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민족적인 

공동체속의 사람들은 공동의 생활을 영유하며 특정한 정보의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패턴을 만드는 대칭성의 개념 또한 

문화권내에서 동일한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11 

 

<그림 17> 아프리카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는 아프리칸 패턴 

                                   
10 原研哉＋김경균, 『Ex-formation : SEOUL×TOKYO』, 두성북스, 2014, 168p  참조 정리 
11 Dorothy Koster Washburn,Donald Warren Crowe,  
  『Symmetries of Culture: Theory and Practice of Plane Pattern Analysi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24p 발췌. 원문은 다음과 같다. 
Symmetry classifications of bodies of data from ethnographic groups have revealed that 
cultural group(i.e., interacting peoples who share a common life system) have preferential 
ways of arranging design elements. That is, rather than randomly using all seven one-
dimensional classes and all seventeen two dimensional classes and numerous of the infinite 
number of finite classes, a given cultural group will consistently use only several specific 
symmetries in their desig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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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패턴의 유형 

 

사전적인 패턴의 유형 분류 

패턴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분류되어지는데,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분류는 

패턴의 조형방법·표현기술·표현내용 표현소재의 4가지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형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무늬는 자유구성 무늬와 기하구성(幾何構成) 

무늬로 나뉜다. 꽃무늬의 경우, 꽃을 회화적으로 표현함은 

자유구성이나, 그것을 원형(圓形)으로 처리함은 기하구성이다.  

무늬의 소재에 따라 구상(具象)과 추상(抽象)무늬로 대별된다. 

구상무늬는 다시 동물·식물·자연(自然: 구름·별·물결 

등)·풍경·표장(標章: 기호·문자 등) 무늬로 세분되며, 추상무늬에는 

줄·격자(格子)·마름모 등의 기하 무늬가 포함된다.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길상(吉祥) 등의 뜻을 담은 우의(寓意)무늬와 

그 미적(美的) 감정을 앞세운 심미(審美)무늬 등으로 나뉜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단독(單獨)과 연속무늬, 주(主)와 부(副)무늬 

등의 구별이 있으나, 이들은 여러 모로 중복되어 분류하기 어렵다. 

실제로 특정 종류의 무늬가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형상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며, 그것을 양식화(樣式化)하여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12 

 

<그림 18>은 위의 분류의 정의에 기준하여 정리하여 본 4가지 요소에 의한 

패턴의 분류체계이다. 이처럼 패턴은 단순한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분류되기 보다는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의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두산백과 사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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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4가지 요소에 의한 패턴의 분류 

 

대칭패턴과 비대칭패턴 

4가지 요소에 따른 분류법으로 구분한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대칭패턴에 

속하는 것들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던 패턴은 일련의 

반복적인 양식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대칭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디바이스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랜덤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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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벨라줄레즈나 레온글라스의 랜덤도트를 활용한 패턴실험은 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9> 벨라 줄레즈의 렌덤패턴 실험(좌)과 레온글라스의 랜덤도트 패턴 실험(우) 

 

수학적인 분석을 통한 대칭적 패턴의 분류 

랜덤패턴과 같은 비대칭 패턴들과 반대되어지는 대칭적인 패턴(Symmetry 

Patterns)은 일정한 규칙에 의한 형태들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칭적인 패턴의 규칙은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수많은 

수학자들이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예를 들어, 펜로즈 타일링의 경우에는 1973년 영국의 과학자 로저 

펜로즈가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평면을 같은 크기의 5각형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개의 다른 마름모꼴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열하면 

그 배열이 5회 대칭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배열도형 전체로 보면 

각각의 마름모꼴은 불규칙하게 들어서 있어 주기성은 없다. 그러나 분명 

5회 대칭구조가 보인다는 설명이다.13 

                                   
13 [네이버 캐스트], 김도향, <제3의 고체, 준결정의 발견>,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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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펜로즈 타일링 

또다른 수학적인 패턴분석의 예로는  M.C에셔의 회화에서의 패턴들을 

철저한 수학적 그리드에 의한 계산으로 분석한 것들이 있다. <그림 21>은 

이러한 에셔의 패턴들에 대한 일련의 그리드적 분석을 모아본 것이다. 

J.F.리그비(J.F.Rigby)는 ‘Circle LimitⅡ(Heaven and Hell)’와 ‘Snakes’의 

그리드를 피보나치 수와 대수나선이 반영된 그리드로 분석하였다. 반대로 

에셔는 H.S.M.콕세터(H.S.M.Coxeter)의 작업을 보고 일련의 그리드를 

제작하여 ‘Circle LimitⅠ’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 그림 21 > 에셔의 작품들과 그리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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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패턴을 수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과정을 넘어서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전통문양에서의 대칭성 전반에 대해 적용할 수있는 논리에 대해 

긴 시간 연구를 진행한Dorothy Koster Washbur과Donald Warren 

Crowe는 대칭적인 패턴의 수학적 분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Symmetries of the Plane : The Four Motions 

We will take as our starting point the fact (proved in Appendix 1) 

that every rigid motion of the plane, no matter how complicated, is 

one of four basic rigid motions 

1. reflection (in a line in the plane)  

2. translation 

3. rotation (about a point in the plane)  

4. glide reflection 

 

평면의 대칭 : 4가지 움직임 

우리는 부록1을 통해 증명한 것처럼, 아무리 복잡한 평면의 

경직운동일지라도 4가지의 기본적인 경직운동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1. reflection반사   

2. translation이동 

3. rotation 회전   

4. glide reflection미끄럼반사14 

 

크게 ‘반사(reflection)와 이동(translation), 회전(rotation), 

미끄럼반사(glide reflection)’라는 4가지의 개념으로 평면에서의 대칭 

패턴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가지의 움직임을 도식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2>와 같다. 

                                   
14 Dorothy Koster Washburn, Donald Warren Crowe, 『Symmetries of Culture: Theory and 
Practice of Plane Pattern Analysi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44p 발췌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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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칭패턴을 분석하는 4가지 수학적인 단서 

 

<그림 23> 반사(reflection)에의한 패턴의 설명 

이러한 4가지 움직임에 의한 수학적인 패턴의 분류는 <그림 23>과 같이 

적용가능하다. <그림 23>의 두가지의 격자패턴들은 각각 두개의 굵은 

실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반사(reflection)된 형태를 띄게 된다. 이처럼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턴들은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던지 

간에 4가지의 수학적인 움직임의 조합으로 설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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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잡성의 시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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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복잡성에 대한 본능 : 여백공포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단순한 것에 끌림과 동시에 복잡한 것에 매료되어 

왔다. 시각문화의 시작이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넣고자하는 

욕구에서 시작한다고 보았을 때, 복잡성은 일종의 본능적 시각성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얀 여백에 대한 동경과 함께 그것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잔재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공간을 채워나가면서 느끼는 쾌감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컬렉션의 경우도 모두 모아야 직성이 풀린다. 

이것은 일종의 ‘여백공포증’이다. 여기에서는 중심을 상실한 

여백공포증적 공간기피 장식과다공간 餘白恐怖症的 空間忌避 

裝飾過多過剩空間의 힘에 주목해보고자 한다.15 

 

 

<그림 24>장식의 증식, 눈의모험에서 발췌 

 

치밀하고 복잡한 장식에서 오는 공간적 혹은 시각적인 흥분에 대한 열망은 

일종의 ‘여백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의 피장식물이나 대상을 

                                   
15 松田行正, 『눈의모험』, 김경균 옮김, 2006, 1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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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덮는 장식을 만들어내는 힘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화 통화중에 무의식적으로 복잡한 도형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행위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는 이를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하얀 

공간을 메워나가는 것이 시각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림 24> 처럼 

장식이 극도로 증식되어가는 복잡성의 형상은 인간의 심원적인 곳에서 그 

뿌리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5> 페르디낭 슈발의 이상궁 

프랑스의 오트리브지방에 있는 페르디낭 슈발(Ferdinand Cheval)의 

이상궁(Ideal Palace)야 말로 이러한 장식과다의 여백공포증적 본능의 

산물이다. 이상궁은 우체부였던 페르디낭 슈발이 33년간 마음에 드는 

조개껍질이나 돌들을 모아, 빈공간에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쌓아서 

1912년에 완축해낸 건축물이다. 

 

세부가 다시 세부를 불러들여 증식해나가는 것처럼 많은 동물·괴물에 

의해 여백이 메워진 이 건물은 그가 좋아하는 것만을 끝없이 모은 그의 

꿈·아상의 건축물로, 그야말로 ‘울트라바로크’를 표현하고 있다.16 

 

                                   
16松田行正, 『눈의모험』, 김경균 옮김, 2006, 1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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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과잉의 결정체인 ‘울트라바로크’적인 건물들과 맥락을 함께하는 슈발의 

이상궁을 통해서 근원적인 채움과 장식의 열망과 일종의 컬렉션을 모을 

때의 쾌감과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아트브뤼(Art Brut)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라는 프랑스어인 아트브뤼(Art Brut)는 

1945년 장 뒤뷔페(Jean Dubuffet)에 의해서 정의 내려졌으며, 1972년 로저 

카디널(Roger Cardinal)이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로 불리고도 있다. ‘날 것 그대로의’ ‘다듬지 않은’ ‘야만적인’ 등의 뜻을 

갖는 ‘브뤼 brut’라는 말은 서구적인 ‘지(知)’가 배제되거나 그것에 

길들여짐을 거부하는 것, 본능과 무의식에 의해 창조된 산물을 의미하는 

것이다.17 아트브뤼는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표현욕구에서 기인하는 날것의 ‘나이브 아트(naive art)’로 정의내려진다.  

 

<그림 26> 아돌프뵐플리(좌) , 카를로치넬리(가운데) 하인리히 안톤뮐러(우)의 작품들 

잔악한 유아폭행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정신병동에서 30여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한 아돌프 뵐플리(Adolf Wölfli)는 

                                   
17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아트브뤼[Art Brut]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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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장에 달하는 이야기·일러스트레이션·악보·수학공식 등이 

꼴라주되어 거대하고 복잡한 패턴으로 보이는 것들을 남겼다.18  

 

<그림 26>의 카를로 치넬리와 하인리히 안톤뮐러의 작품이나 아돌프 

뵐플리의 일러스트레이션들은 극도로 증식된 장식의 열망을 보여주는 

아트브뤼이자, 날것의 미적감각에서 오는 채움의 미학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아트브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보여지는 이러한 시각적인 

현상들은 일종의 인간 본연의 욕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볼 때, 복잡성은 인간 본연의 시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7> 여백공포증적 복잡성의 미학  

                                   
18松田行正, 『눈의모험』, 김경균 옮김, 2006, 1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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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잡성과 유사군화(類似群化) 

 

 

<그림 28> 월리를 찾아라 

극대화된 복잡성을 직면한 인간은 그것을 독해하려는 의지를 지니며,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월리를 

찾아서’나 ‘숨은그림 찾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복잡성의 엔트로피의 증대가 단순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높아진 엔트로피를 직면하였을때, 우리는 복잡한 형태를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 단위나 구획을 통하여 구분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9>의 정보미학을 추구한 막스벤제(Max Bense)의 텍스트를 사용한 

한스이에르크 마이어(Hansjorg Mayer)의 작업과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엔트로피-증대=무질서화’의 절정은 또다른 질서를 낳음을 볼 수 있다. 

 

열 개 잎의 바리에이션 중에서 장미꽃에 관한 벤제의 여러 가지 

텍스트와 꼴라주를, 움직이는 그림처럼 오퍼레이션 한 것. 

실험 방법도 벤제의 정보미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벤제 정보미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증대=무질서화’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순간 장미의 형상이 보인다.  

이는 무질서 또는 노이즈로부터 질서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준다.19 

                                   
19 publication by edition Hansjorg Mayer, 1968 에서 발췌한, 松田行正･向井周太郎, 『원과 
사각형의 모험』, 김경균·김이분 옮김, 정보공학연구소, 2002, 207p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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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막스벤제의 <장미를 버리는 곳(rosenschuttplatz)>의 꼴라주 오퍼레이션 

 

데이빗 마르(David Marr)의 유사 군화(類似 群化)  

인간과 기계의 시각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던 데이빗 마르는 『시각:인간 

시각정보의 표현과 처리에 대한 계량수치적 연구20』등의 저서를 통하여 

뇌의 인식 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다.  

 

뇌는 자극으로부터 패턴을 발견하여 체계화하는 지각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이것은 물리세계를 인지하고 그에 유효하게 적응하는 가장 좋은 

                                   
20 원제는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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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중 하나이다. 그림에서는 뇌의 패턴인식 적응력으로 인해 원이 

이쪽 저쪽에서 나타난다.21 

	  

< 그림 30 > 데이빗 마르 David Marr의 유사에 따른 군화(群化)의 예, 1982. 

<그림 30>의 데이빗 마르의 도형에 대한 무카이슈타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오브젝트의 무한 증식이 일종의 패턴으로써 대상을 인지하게 

하는 뇌인식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군화의 사례를 통하여  

뇌인지적으로 인간이 복잡한 형상을 패턴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종의 형태를 찾으려는 인간의 뇌인지적 욕구를 잭슬폴록의 

페인팅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림 31> 잭슨폴록의 액션페인팅에서 보이는 군화 

                                   
21松田行正·向井周太郎郎, 『원과 사각형』, 김경균·김이분 옳김, 정보공학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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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잭슨폴록의 액션페인팅은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그리려고 

한 작품이 아니지만, 형태를 찾고자하는 뇌인지적인 욕구를 통하여 드로핑 

기법으로 표현된 인형이 어렴풋이 느껴지며, 이것은 추상의 절정에서 

나타나는 구상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22 

 

M.C.에셔(Maurice Cornelis Escher)와  메타몰포시스(Metamorphosis) 

 

< 그림 32 > 에셔 (Escher)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Metamorphosis	 

네덜란드의 판화가인 M.C에셔의 작업들은 현대의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진 그래픽과 같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보인다. 그의 판화 

작업들은 일련의 복잡성과 반복적 패턴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메타몰포시스(Metamorphosis) 혹은 위상기하학적원리에 따른 

환상(幻想)을 보여준다. 메타몰포시스는 본래 생물학에서 동물이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뜻하는 변태(變態)를 뜻하는 의미이지만, 에셔의 

작업에서 언급되는 메타몰포시스는 그의 기하학적 패턴 안에서의 음영의 

반전, 혹은 위상의 역전을 의미한다. 

                                   
22松田行正, 『선의 모험』, 김경균·김이분 옳김, 정보공학연구소, 2002, 20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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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에서처럼 본래는 주(主)패턴으로 표현되었던 패턴의 부분이 

기하학적인 변화들로 인하여 어느 순간 다른 형태를 띄거나, 

부(副)패턴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초현실주의에서의 데페이즈망(Depaysement)23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생물학적인 위상과 관계를 보이는 메타몰포시스적인 패턴들은 끝없는 

자기증식을 통한 자기유사성(Self Similarity)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프렉탈 

패턴이나 후쿠다 시게오(福田茂雄)의 반전되는 이미지의 포스터와 그 

맥락을 함께한다.  

	  

< 그림 33 > 펜로즈 패턴(좌)와 프렉탈 패턴(중앙) 그리고 후쿠다 시게오(우)의 자기 증식화 

                                   
23 데페이즈망이란 ‘추방’, ‘떠나나’ 등의 뜻으로 전위법(傳位法)으로 번역된다. 이는 오브제의 
위치 전환으로, 오브제의 일상적인 용도를 파기하고 엉뚱한 현실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전도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오브제는 현실 원칙에서 벗어나며, 자유롭고 엉뚱한 어울림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자아와 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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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복잡성과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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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 

 

4.1에서 다루는 선행연구 작업들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주제로 삼아 

진행한 2012년부터의 2가지 작업물이다. 각각의 작업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상으로써의 간판에 대한 작업,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작업이다. 

 

서울 121129 : 엔트로피-증대-단순화의 실험 

	  

< 그림 34 > 서울 121129의 최종 포스터 작업물 

본 작업은 서울 시내의 간판 속의 타이포그래피들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상을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수많은 간판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통해 마모되고 사용되면서 사용자의 

임의로, 혹은 세월에 의해 변화를 겪은 간판의 타이포그래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상업 공간 내에서의 타이포그래피의 시간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이때의 연구를 위한 리서치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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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지는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로 限하였다.24 리서치를 통하여 

얻어진 1000장의 사진을 레이어의 중첩을 사용하여 서울시내의 도시의 

간판이라는 영역에서의 타이포그래피의 시간성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이때의 작품의 결과물들은 ‘엔트로피-증대-단순화’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5> 작품 진행과정과 ‘엔트로피-증대-단순화’ 과정 

 

<그림 36>를 통하여 100장씩 증가한 레이어의 중첩을 볼 수 있다. 최초의 

100장의 중첩은 간판의 고유의 텍스트가 뚜렷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1000장의 중첩으로 넘어가면서 복잡함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오브젝트의 형태가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덩어리로 인식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극도의 엔트로피의 증대가 가져오는 유사군화(類似群化)의 

과정과 유사하며, 반복 나열을 통해서 각각의 개성이 흐려지고 전체가 

단단한 하나의 판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복잡성의 중첩 

효과는 시간성의 효과와 더불어 견고함을 만들어낸다. 

                                   
24청계천을 중심으로 지역들을 구성하여 본 이유는 청계천이 ‘디자인 서울’이라는 최근 몇 
년간의 서울시의 재개발 프로젝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여 양 
옆이 첨예하게 다르게 발달되어, 비개발지역과 개발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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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 121129의 작업의 과정 

, 왼쪽 위에서부터 100장씩 레이어의 중첩이 증가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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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밀도의 아파트 : 자기증식화의 실험 

 

<그림 37> 아파트 평면도의 조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평면도 패턴 

 

서울은 일종의 ‘아파트 공화국’이다. 수직상승의 욕망을 담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주거양상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작업은 아파트를 

대변하는 평면도들을 기괴한 괴물처럼 조합하여 과장함으로써, 아파트라는 

사물에 대한 욕망과 밀도감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37>은 아파트의 실제 

평면도를 극대화시켜 합쳐놓은 형상이다.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연상시키게하는 증식의 이미지로 아파트의 밀도감을 형상화 

하였다. <그림 38>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림 37>의 작업과정을 무한히 

자기증식하여 일종의 패턴으로 만든 것이다. 마치 밤에 보는 아파트의 

모습이 거대하고 많은 창문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일종의 

카오스로써의 건축물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카오스의 형상의 조합은 

모아레(Moiré)25를 이루는 <그림 39>의 이리 바로히(Jiri Valoch)의 2가지 

작업과 같은 다양한 시각적인 실험들을 연상시킨다. 

 

 

                                   
25 2개의 규칙적인 강도 분포를 겹쳤을때 둘의 공간 주파수의 차에 의해 생기는 굵은 줄무늬, 
광용어 사전 편찬회, 『광용어사전』, 일진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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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평면도들의 자기증식을 통해 만들어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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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 이리 바로히(Jiri Valoch)의 ‘E’(좌), ’L’(우) 

 

 

<그림 40> 최종결과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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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선 

수학적 패턴 그래픽과 자기증식화와의 실험 

2010년의 조선왕조의 정보그래픽 포스터 작업의 후속으로, 27명의 조선의 

왕들의 고유 패턴을 만들었다. 붓글씨의 획에서 따서 만든 '조선'이라는 

서체를 기반으로 각각의 왕들의 이름을 수없이 중첩하여서 만들어진 

만다라와 같은 문양들은 수많은 왕의 이름을 프렉탈의 원리에 따라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낸 형상이다. 이는 광해군의 예시와 같이 수학적인 움직임의 

반사와 회전의 원리를 적용한 프렉탈적인 패턴 이미지의 양상으로 

완성되었다. 

 

 

< 그림 41 >  조선왕조의 정보그래픽 포스터와 광해군의 패턴 아이덴티티 이미지의 분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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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패턴 그래픽과 패턴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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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대 사회의 패턴 그래픽 

 

바바라 크루거의 ‘I Shop therefore I am.’이라는 말처럼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물결아래에 상품들이 수없이 제작되고 

수없이 팔려나간다. 사람들은 단순한 기능이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컨텍스트(Context)아래에서 상품을 소비한다. 소비 

사회에서의 패턴들은 기존의 피장식물로써 사물과의 주종관계에서 위상을 

변화시켜 그 자신이 소비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패턴들 중에서 

그래픽물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패턴 혹은 패턴과 같은 형식을 지니는 

그래픽을 ‘패턴 그래픽(Patterning Graphic)’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장식을 위하여 직물이나 사물의 일부에 수놓아지던 

장식적인 패턴들은 그 자체로써 향유되고 소비되어지는 패턴 그래픽이 

되었다. 

 

<그림 42> 패턴과 피장식물의 위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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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간의 간극에 존재하는 패턴 

다양한 미디어가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등장은 커스터마이즈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스마트폰 케이스’라는 사물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스마트폰의 배경화면과 같은 물성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들의 소비는 소유자의 개성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에 의해 이루어졌다. 실제의 사물과 가상의 사물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써의 패턴그래픽이 탄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Lab-C라는 다양한 디바이스용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다양한 패턴디자이너들의 패턴작업을 케이스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를 

소유하고 싶도록 유도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스를 씌웠을 때의 

디바이스의 배경화면에도 동일한 패턴을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야말로 미디어의 간극 

사이에서 패턴이 작용하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43 > lab-C의 핸드폰 케이스와 바탕화면, 우에무라 유코(Uemura Yuko) 

 

Society6의 경우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고해상도의 패턴 그래픽을 

웹상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제공하면 아티스트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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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미지가 웹상에서 바로 적용되며, 이 가상의 이미지가 적용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Society6의 경우에도 미디어 사이에서 패턴 

그래픽이 존재하며, 구매로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 44 > Society6의 Tyler Spangler의 패턴을 적용한 모습 

 

이처럼 패턴들은 더이상 직물과 같은 고전적인 공간을 위한 장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매워주는 매개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패턴은 더 이상 단순히 고정된 정착물의 표면에만 

사용되지 않고, 그 영역을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하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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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패턴 아이덴티티의 확장과 응용 

 

 

<그림 45>마리메꼬의 대표적 패턴과 이를 적용한 핀에어의 비행기와 기내식기 

 

마리메꼬(marimekko)는 패턴으로 소비되어지는 브랜드의 대표적인 예이다. 

마리메꼬의 텍스타일과 자기들은 특유의 자연스럽고 단순한 반복으로 

구성된 드로잉 패턴 그래픽으로 대표되어진다. 마리메꼬의 그래픽은 다양한 

제품은 물론, 핀란드의 정신을 대표한다고도 여겨져, 핀에어(Fin 

Airlines)에서는 마리메꼬의 패턴을 비행기의 몸체나 기내용 식기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리메꼬와 같은 사례들은 패턴 그래픽이 

패턴에 일련의 고유성을 부여해주고 구체적인 아이덴티티를 대변해주는 

것을 보여준다.  

 

확장된 의미로써의 패턴 그래픽은 브랜딩과 만나면서 제품에 일종의 

함축적이며 시적이고 상징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게 되었다. 패턴 

그래픽이 가져다주는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패턴 아이덴티티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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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타야의 다이칸야마 T-Site, 패턴 아이덴티티를 입다. 

일본의 서점체인인 츠타야는 ‘어른을 위한 서점’이라는 컨셉을 걸고, 도쿄의 

다이칸야마에 전시 등의 복합공간으로써의 서점인’T-Site’를 만들었다. 

Klein Dytham Architecture에서 건축을 맡아 T-Site라는 공간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에, 츠타야에서는 기존의 로고를 T-Site의 컨셉에 알맞게 

재정비하는 VI리뉴얼을 진행하였다. 

 

T-Site의 건물과 VI디자인은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T의 모양을 따서 만든 패턴이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T-Site의 T라는 문자의 형태를 활용한 반복적인 패턴 그래픽은 

실제 로고타입보다도 브랜드와 공간에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준다. 

직접적으로 독해되는 로고타입이 아니지만 이때의 패턴은 그래픽의 기능을 

넘어선 패턴 아이덴티티(Patterning Identity)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의 심볼을 사용한 패턴으로 구성된 공간과 VI가 탄생한 

과정을 담고있는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패턴 아이덴티티가 가지게 

되는 특성들을 알아볼 수 있다. 

 

The T idea for the project came to us during the initial briefing 

session with the CEO of Tsutaya," architect Mark Dytham told 

Dezeen. "He was hoping for an iconic building, branded in a non-

branded way, without having to rely on signage." 

 

“프로젝트에 사용된 T아이디어는 츠타야의 CEO와의 첫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떠올랐습니다.” 건축가 Dytham이 Dezeen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는 사인에 의존적이지 않고 브랜딩되지 않은 것 같은 

방식으로 브랜딩된 매우 상징적인 건축물을 원했습니다.” 26 

                                   
26 <Dezeen Magazine>, 22 September 2012 발췌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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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 다이칸야마 T-Site의 건축물과 VI이미지 

 

‘브랜딩 되지 않은것처럼 브랜딩하는(branded in a non-branded way)’, 

‘함축적이고 상징적인(iconic)’, ‘심볼이 아닌 방식으로(without having to 

rely on signage)’ 라는 문장들이야 말로 패턴아이덴티티가 갖는 속성을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이고 조용하게 

표현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패턴아이덴티티였던 것이다.  

 

 

<그림 47 > 패턴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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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최종작업연구 : 한과의 패턴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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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연구자는 패턴 그래픽과 패턴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단락에서는 일정 주제를 대상으로 패턴 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함축적인 패턴 아이덴티티를 실제로 디자인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6.1 작업대상의 선정 

패턴디자인과 푸드 

 

<그림 48> 요리와 패턴디자인의 유사성 

 

먹는다는 행위에 단지 생존하기 위한 영양소의 섭취 이외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행위로써, 이때의 요리는 다양한 문화적인 

충돌을 통하여 탄생되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써의 요리는 매우 

창의적인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요리는 날것의 재료를 그대로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무한히 

조합하고 변형한다는 점에서 패턴 그래픽 디자인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재료들의 수공예적 합성의 

과정이며, 패턴 그래픽이 완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조형들이 수공예적으로 

직조되는 혼합의 과정인 것이다. 다양한 조형들의 색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패턴 그래픽의 이미지처럼 요리는 다양한 식재료의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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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사성의 원리와 더불어 패턴 그래픽들이 

음식물들의 위생을 위하여 발전한 패키지 디자인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요리와 패턴디자인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떠오르는 한식  

푸드 리서치·컨설팅 회사인 테크노믹스(Technomics)와 스털링 라이스 

그룹(Sterling-Rice Group)이 발표한 2014년도의 보고서에서는 ‘한국 

음식’이 뜬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최근 몇 년간의 핫이슈였던 

이탈리아, 지중해 음식의 인기가 저물고 한국, 중동,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전통 음식이 주목받으며, 특히 절이고 발효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27 그 가치를 재인정 받게된 한식은 다른 음식들에 

비해 혼합성이 높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  

 

한식은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음식이 특히 발전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꼽히는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식은 음식을 섞어서 비비고 삶고 하는 것이 유달리 

많은 음식이기도 합니다.28 

 

 

<그림 49> 한식의 패턴적 혼합성 

                                   
27채은미 외, <지구촌을 여행하는 미식가들을 위한 안내서-1>, elle 4월호, 2014 참조 
28최준식, <위대한 문화유산: 밥상 위에 펼쳐진, 우리 문화 한식>, 네이버캐스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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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디자인과 디저트류 

디저트류의 음식은 특히 패턴을 활용하여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디저트류가 대체로 짜고, 시고, 맵고, 달고, 쓰다는 

5가지의 맛중에서 ‘달다’는 미각만을 대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달다’는 미각은 인체에 엔돌핀을 분비시키며 사람을 이완하게 

하고 즐겁게하는 작용을 한다. 마스트 브라더스의 초콜릿 패키지 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효과적으로 달다는 감각에서 오는 즐거움을 보여주기위해 패턴 

그래픽을 사용한 예이다. 

 

<그림 50>  마스트 브라더스 초콜릿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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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기온 츠지리의 패키지 

 

<그림 52> 기린의 물을 위한 패턴디자인 

 

두번째로 디저트류는 대체로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기 보다는 재미있는 다른 

형상을 가지며, 향이나 이미지적인 대상으로써 소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형상이 없고, 이미지로써 전달이 되길 원할 때에 패턴그래픽을 사용함에 

따라 무형이 시각적 상상력으로 치환되어진다.  

 

향이라는 무형의 요소가 중요한 가치로 보여지는 차(茶)와 같은 디저트류는 

기온 츠지리의 사례처럼 패턴과 색감으로 종류를 구분하여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형에 패턴 그래픽을 적용한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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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써 <그림 53>에서 볼 수 있는 기린의 물을 위한 패턴 그래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은 무색 무취 무향의 것이지만, 자연에서 온 깨끗함이라는 

이미지를 위하여 푸른색의 패턴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세번째로는 디저트류는 다른 식품들에 비해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패키징의 시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의 

패턴의 사용은 음식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엔트로피-증대-단순화’ 효과를 거치면서 패키지의 표면을 하나의 단단한 

다른것으로 보이게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음식과 패턴 디자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한식이 갖는 높은 혼합성 그리고 

디저트류와 패턴 그래픽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을 

한과로 설정하였다.  

 

 

<그림 53> 한과의 특성과 연구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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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각화 대상 연구 

한과의 기원과 제조 

 

<그림 54> 한과의 기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과자를 가리켜 과정류(菓釘類) 또는 

우리말로 과줄이라고 한다. 본래는 생과(生果)와 비교해서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과일의 대용품이라는 뜻에서 조과(造菓)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중국 한대에 들어왔다 하여 한과(漢菓)라고도 불리다가 

외래과자[양과(洋菓)]와 구별하기 위해 한과(韓菓)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과(果)란 말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가락국기(駕洛國記) 

수로왕조(首露王條)에 처음 나오는데, 수로왕묘 제수에 과(果)가 

쓰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제수(祭需)로 쓰는 과(果)는 본래 자연의 

과일인데, 과일이 없는 계절에는 곡분으로 과일의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과수(果樹)의 가지를 꽂아서 제수로 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성호사설(星湖僿說), 1763년>에 조과가 

제수로 쓰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29 

 

 ‘菓’라는 한자의 어원과 과일이 없을 때에 곡분으로 만든 것에 과수의 

가지를 꽂아서 제수로 삼았다는 <성호사설>의 기록을 통해서 한과의 기원은 

과실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29 『고품격 한과와 음청류』,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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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예로부터 명절과 절기에 맞추어 행해지는 

풍속들이 다양했다. 이들 절기 때면 보통 그 계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계절을 맞이하곤 

하였으며, 정월 세찬, 단오, 팔월 한가위, 동지 섣달 등 계절의 변화를 특별히 

느낄 수 있는 절기에는 과자를 만들어 먹기를 즐기곤 하였다.30 과일에서 

출발한 근원에서처럼 한과는 과실이 풍부할 때는 제철의 과실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생과가 빈한 계절에는 항상 구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재료들의 조합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한과의 제조법에는 다른 나라의 

과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특징이 존재한다. 우리의 찹쌀, 두류, 

견과류, 종실류, 과일류, 채소류, 한약재뿐만 아니라 향을 내기 위한 천연 

재료 등 건강한 식재료를 원료로 오랫동안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31 

 

 

<그림 55> 한과의 제조법 

 

<그림 55>와 같은 한과의 제조과정은 <그림 56>의 표에서의 제철음식이나 

절식을 해당 시기에 만들어 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0최혜윤, <韓國 傳統 漢菓의 色彩!言語 이미지 분석에 關한 硏究>, 45p 참조 
31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과가 제사상을 내려온 까닭은?>, 2014, 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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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4절기에 따른 절식한과와 제철재료 

 

 

 

한과의 분류 

한과는 조리법을 기준으로 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숙실과, 과편, 엿강정, 

엿으로 크게 구분된다.32 8가지의 한과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과가 제사상을 내려온 까닭은?>, 2014,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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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한과의 종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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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각화의 방법 연구 

 

계절에 따른 대상 한과의 선정 

시각화의 대상인 한과를 24절기에 따른 절식한과와 제철재료의 대조를 

통하여 각 계절마다 6개씩인 24개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그림 58> 24절기에 따른 절식한과와 제철재료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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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선택한 한과 

봄 송화다식, 앵두란, 오미자과편, 진달래엿강정, 콩엿, 백련초타래과 

여름 수박과편, 녹차다식, 복분자산자, 살구정과, 오이정과, 하늘편 

가을 팥양갱, 율란, 인삼정과, 홍옥정과, 호박엿, 대추엿강정 

겨울 쌀산자, 전약, 검은콩엿강정, 파래산자, 육포다식, 흰엿 

<표 1> 최종작업을 위한 24개의 계절별 한과의 선정 

 

색의 선정 

음식에 있어서의 ‘색’은 식욕을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적절한 색상의 사용은 그자체로 식품을 연상시키게 하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잘못된 색의 사용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파란색 계열은 오히려 식욕을 억제시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만든 파란음식 사진과 같은 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림 59> 펜톤컬러로 표현한 맥주디자인 

 

제철과일이나 식물을 활용하는 한과를 표현하는 본 실험연구에 있어서 색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적절한 재료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61>과 같은 테스트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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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식욕을 억제하는 푸른음식사진 

 

 

<그림 61> 단일색과 이중색으로 표현해본 홍옥과 살구이미지 

 

홍옥과 살구를 통하여 이중색의 사용과 단일색의 사용을 비교해본 색깔 

테스트에서 홍옥의 경우에는 CMYK(16,100,84,0)	 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CMYK(0,7,21,0)를 함께 사용해준 이중색의 경우가 홍옥의 속살을 더 

잘 표현해주는 색상의 선정이었으며, 살구의 경우에도 

CMYK(1.4,18.7,76.5,0)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CMYK(0,62,70,0)을 

이중색으로 사용해주는 편이 잘익은 살구의 표면의 느낌을 더 잘 살려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생과등의 다양한 자연적인 재료들의 실제 색의 

느낌은 아래의 비교처럼 단일색보다는 이중색으로 표현하였을때에 더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한과의 패턴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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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이중색이 유리함을 판단하고, 다양한 재료들에 있어서 이중색으로 

컬러칩을 지정하였다. 

 

 

<그림 62> 한과에 사용되어진 재료들의 컬러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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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구성의 방식 

 

<그림 63>  곡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빵 브랜드 LUPAINS의 패턴디자인 

한과를 위한 패턴디자인은 각각의 재료들이 조합되고 조리되어지는 과정을 

디지털 그래픽의 효과와 형태로 치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베이커리인 

LUPAINS의 패턴 그래픽이  빵에 사용되는 곡물들의 형태를 모듈로 

지정하고,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진 것과 동일하다.  의미를 갖는 

모듈들을 배열하여 만들어지는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아메바디자인의 

‘서울정보문양’과도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64 > 서울정보문양, 아메바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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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의 하라켄야 세미나의 ‘Ex-formation : 알몸, はだか’ 속의 작업 

중에서 ‘살색, はだいろ’은 실제의 피부색이 파운데이션과 같은 하나로 섞인 

색이 아니라, 혈액과 혈관 그리고 근육과 표피의 색깔들의 조밀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적인 자잘한 패턴 

그래픽들을 피부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컬러칩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가까이 보았을 때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즐길 수 있고, 

멀리서 보았을때는 살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턴의 반복적인 

성향과 이것의 극도의 복잡성에 오는 일체화와 복잡성을 독해하고자 하는 

뇌인지적 욕구를 동시에 자극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 때의 패턴을 구성하는 모듈들은 각각의 재질감을 디지털 그래픽의 

효과로 치환하여 적용되어졌다. 예를 들어, 혈관이 투명감이 있다는 점에서 

동맥과 정맥을 표현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은 투명도(Opacity)를 조절하고, 

더하기 효과(Multiply Effect)를 적용한 것이다.  

 

한과의 패턴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도 각각의 재료들을 일정한 모듈로 

치환하고, 이들에 컬러칩으로 지정한 색을 입히며, 이것들이 갖는 재질감과 

관계성을 디지털 크래프트 그래픽스33의 방법을 통해 패턴을 만들고자 한다. 

                                   
33지난 30년 동안 컴퓨터는 그래픽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도구가 됐다. 이 작은 기계 
덕분에 자동화와 대량생산, 그리고 빠른 작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흔해빠지고 
요점마저 없는 디자인을 양산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누구든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말이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를 기존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대하는 
디자이너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컴퓨터란 악기와 비슷하다. 사용법을 익힌 후 끊임없이 
연습을 거듭한 끝에 자유자재로 자신의 작업에 컴퓨터를 끌어들인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밑바탕에는 ‘디지털 장인정신(digital craftmanship)’이 있다고 믿는다.  
크리스 로, <디지털 크래프트 그래픽스>, 월간디자인 3월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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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 > 살색 はだいろ 

 

< 그림 66 >  패턴/6월(Pattern/June),  한셔 판 할럼, 

 2012 : 디지털 크래프트 그래픽스의 대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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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각화의 과정 

 

<그림 67> 양갱을 대상으로한 한과 패턴의 5가지 실험과 분석 



 80 

 

<그림 68> 구상적이라 탈락한 일부 안들 

(좌측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곶감오림, 유자엿강정, 율란,  대추초, 땅콩잣엿강정, 홍옥정과, 곶감오림이다. 

 

6.3의 기준에따라 다양한 한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안들을 제작하는 

실험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67>처럼 팥양갱을 표현하는 패턴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패턴의 모듈들의 추상성의 정도를 정할 수 있었다. 

지나치게 기하학적인 패턴은 음식의 식감이 살아나지 않는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어 어울리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구상적인 패턴은 실제 사진을 

사용하는 것과의 차별점을 느끼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기하학적인 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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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적인 형상이 균형을 적절히 이루는 지점의 형상을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림 69> 율란을 표현하기위한 다양한 안들 

 

<그림 70> 탈락한 수많은 안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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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의 한과 종류에 따른 패턴의 직조방법 

 

<그림 71> 최종 연구를 위한 타래과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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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최종 연구를 위한 산자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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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최종 연구를 위한 정과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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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최종 연구를 위한 란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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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최종 연구를 위한 다식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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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최종 연구를 위한 편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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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최종 연구를 위한 엿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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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최종 연구를 위한 엿강정의 패턴 직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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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최종작업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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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최종작업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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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최종작업물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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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최종작업물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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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플리케이션 연구 

 

6.5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최종결과물로써의 패턴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활용되어질 수 있을것이다. 단순히 한과를 포장하는 

패키지 디자인의 일부에서 패브릭, 디지털 디바이스로의 적용 등의 폭넓은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패키지 

 

<그림 99> 한과 패키지 디자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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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그림 100> 쿠션과 테이블보에 적용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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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에코백과 손수건에 적용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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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그림 102> 패턴을 적용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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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그림 103> 핸드폰에 적용된 패턴 

 

이처럼 다양한 곳에 적용가능한 패턴들은 수많은 미디어들의 간극에서 

작용하여, 그 자체로써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되는 패턴 아이덴티티의 

힘을 발휘하여 고유성을 갖는 시각물로써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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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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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복잡성(Complexity)과 장식(Ornament)’이라는 개념과 

그 역사를 함께해온 패턴(Pattern)이라는 시각적인 양상이 소비사회에 

들어서면서 확장된 의미로써의 패턴 그래픽(Pattern Graphic)으로써의 패턴 

아이덴티티(Pattern Identity)성을 획득해 나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재료들의 수공예적 합성의 과정이며, 

패턴 그래픽이 완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조형들이 수공예적으로 직조되는 

혼합의 과정이라는 공통점과 디저트류가 갖는 환상성 등의 특질로 인해 

패턴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과를 대상으로 

하는 패턴 그래픽 실험 연구를 최종 작품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디지털 그래픽 방식을 활용하여 패턴 

그래픽으로 표현해봄으로써 한식의 패턴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이면서도 

함축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최종 작품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패턴 그래픽들은 디지털 장인정신을 바탕으로한 디지털 

작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의 간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패턴이 피장식물에게 지배받는 

장식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총체적이고 함축적인 아이덴티티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다루었으며, 이는 추후에도 다른 패턴들에 관한 실험을 통해 

심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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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visual aspect developing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ity, patterns 

have been a part of all ethnic groups and cultures for either visual effects or 

charms. There are limits in defining the origin of patterns, but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ir roots are found in the instinctive human desire for 

decoration and also that they, as a sort of Écriture, embody the desire for 

expression. Sharing context with the history of decoration, patterns have 

formed vertical relations with objects of decoration. While one can observe 

the variety of relationships between patterns and their objects of decoration 

via patterns applied on diverse products and spaces, the implication of such 

observation is that the realm of patterns had traditionally been inseparable 

from the objects of application. 

 

In the modern consumer society, numerous products are purchased under 

various contexts. They are hence consumed under standards regarding their 

value as gadgets of comprehensive amusement rather than goods of practical 

utility. This social context drove commercial products into the era of 

branding, in which designers began to utilize diverse visual elem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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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rnate unique images of respective brand on their products. Through a 

series of phases in this process, the importance of visual elements - such as 

color - was magnified, and patterns were one of such visual elements that 

customarily evolved throughout the era. As essential attractiveness-

reinforcing agents of the gadgets that they cover, patterns have diverged 

from its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 object of decoration; they 

themselves became the subject of consumption. 

 

In this study we examine patterns as a firmly established visual culture of 

humanity, employing ‘decoration’ and ‘complexity’ as key words of research. 

Furthermore, through our study of expression, we intend to explain 

‘patterning identity’ as a variety of phenomenons, visual effects and an 

expansion of functions driven from ‘patterning graphics’: modern digital 

patterns referred to as ‘digital craft graphics.’ The overall process of research 

goes as follows. 

 

(1) An explanation of the heritage of patt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and the objects of decoration, the origin and history of patterns 

as well as their various types and functions. 

(2) A look into the origin and effects of ‘complexity’ as a nature of patterns 

via characteristics found in handicraft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the constant increase in the sum of entropies. 

(3) A present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patterns organized in previous 

chapters with reference to ‘Seoul’ and ‘Joseon’, two preceding researches 

on patterns of high complexity. 

(4) A look into patterning graphic and its expansive form - patterning identity 

- in the modern consumer society and digital world. 

(5) An examination of the similarity between characteristics of patterning 

graphics - as digital craft graphics – and food, followed by cor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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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work suggesting the patterning identity of HANGWA(Korean 

traditional sweets). 

 

This research intends to find significance in that it sheds new light on 

patterns that have been perceived merely as part of the objects of decoration, 

thus encouraging follow-up studies on the more diverse use of various 

patterns. 

 

 

 

Key Words: patterning praphic, complexity, patterning identity, expansion, 

decoration, Han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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