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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자인은� 예술과� 다르게� 대량� 생산이나�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은�유일무이�하다는�고유성을�인정받을�수�없으나,�공공디자인�중�

은행권,�신분증,�여권�등�고유한�가치를�인정받아야�하는�대상들은�위조�

방지를� 위한� 그래픽�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고유성을� 확보할�

수�있을�뿐�아니라�위조�방지를�위한�요소들이�고유성에�대한�상징성을�

가질�수�있다.�

이러한�위조�방지를�위한�그래픽�요소들은�위조�방지가�필요한�디자인물

들의�특성상�공공�디자인에�국한되어�사용된�것이�일반적이나,�공공디자

인이�아닌�일반�디자인에�위조�방지�요소를�사용한다면�그�대상이�유일

하다는� 메시지나� 의미를� 줄� 수� 있고,� 은행권이나� 상품권,� 쿠폰� 같은� 유

가증권들이�가진�속성�즉,�특화된�이미지,�권위에�대한�이미지를�제품에�

전달할�수�있을�것이다.�

일반� 디자인에도� 보안요소로� 사용되는� 그래픽을� 적용함으로써,� � 은행권

이나�유가증권�등에�사용된�보안요소를�통해�우리가�그�대상에서�무의식

적으로�느끼고�있는�가치를�일반�디자인에서도�느낄�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은행권의�

위조�방지를�위한�그래픽�요소�중�필수적으로�이용되는�기하학적�문양인�

채문�패턴(Guilloche�Pattern)을�분석하여�채문�패턴의�기능과�역할,�종

류를�알아보고�채문�패턴의�응용을�통한�다양한�활용방법을�일반�디자인

에�적용하여�작품연구를�통해�제시하고자�한다.�

채문�패턴은�정교한�패턴의�조형적�아름다움이�인지되는�가까운�거리에

서�접할� 수� 있는�디자인에� 적합하고,� 정보전달� 보다는� 장식적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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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때문에�여러�디자인�중�패키지에�적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

었다.�본�연구자는�모티브가�되는�채문�패턴을�다양하게�만들고�그�채문�

패턴들을�형태별로�크게� 4가지로�구분하여�패키지�디자인에�적용하였다.�

패키지�디자인�종류도�평면적,�입체적,�크기에�따라�구분하고�채문�패턴

의�형태별로�어떤�패키지�형태와�조형적으로�어울릴�것인지를�고려하여�

패턴별�3가지�종류의�패키지�디자인에�적용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은행권,� 여권,� 신분증� 등�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

해� 또,� 위조,� 변조의�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 왔던� 그래픽� 요소� 중� 채문�

패턴을�연구하여�그�적용�범위를�공공디자인에�한정하지�않고�일반�디자

인에도�적용함으로써�채문�패턴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디자인에�고유

성에�대한�의미�부여를�할�수�있는�채문�패턴의�활용방법을�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채문,�길로쉬�패턴,�은행권,�보안요소

학번� : 2017-23324� � � �이름�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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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1�연구�배경과�목적

본�연구의�목적은�은행권에�사용되는�위조방지�그래픽�요소들을�살펴보

고,� 그� 중�채문�패턴의�기능과�역할을�분석하여�채문�패턴의�응용을�통

한�다양한�활용방법을�채문�패턴을�패키지�디자인에�적용한�작품연구를�

통해�제안하고자�하는�것이다� .

은행권은�종이에�시각요소와�문자들을�화폐로서의�기능에�적합하도록�디

자인한�것에�일정한�경제적�교환가치를�부여한�것으로�은행권은�제조방

법,�구성요소의�측면에서�한�국가의�역사,�문화,�예술,�과학기술�등의�수

준을�가늠할�수�있는�종합�예술품이라�할�수�있다.1) 또한,�은행권은�국

가가�보증하는�신용거래�수단의�상징으로�기능적인�측면에서�가장�중요

시되는�것은�위조·변조� 방지이다.� 위조�방지를�위한�그래픽�요소로�채

문,� 요판잠상,� 점자,� 미세문자,� 앞·뒤판� 맞춤,� 광간섭� 무늬,� 홀로그램,�

은선,� 변색잉크,� 형광잉크,� 레인보우� 인쇄,� 평판인쇄� 등이� 있고� 이러한�

위조� 방지를� 위한� 그래픽� 요소들은� 은행권,� 신분증,� 여권� 등� 고유한� 가

치를�갖는�매체들이�갖는�상징적인�의미들을�다른�디자인물에�부여할�수�

있을�것이다.�이러한�위조방지를�위한�그래픽�요소를�공공디자인이�아닌�

다른�디자인에도� 적용을� 한다면,� 고유한�존재가�되기�위해� 명품을� 구입

하고�제품을�구입할�때�커스터마이징을�하는�등�고유함을�추구하는�사람

들과�권위나�특화된�이미지를�찾는�이들의�심리를�충족시킬�수�있을�것

이다.�

1) 임채숙,�임양택,�은행권�디자인과�위조방지�기술:�OECD�국가를�중심으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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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고찰

2.1�위조방지�그래픽�

2.1.1�위조방지�그래픽�요소의�기법�및�표현�고찰2)

은행권,� 유가증권,� 신분증이나� 여권은�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위조와� 변조의�

방지이다.� 위조� 방지를� 위한� 그래픽� 요소로� 채문,� 은화,� 요판잠상,�

미세문자,� 요판� 인쇄,� 요판� 잠상,� 레인보우� 인쇄,� 형광잉크,� � 변색잉크,�

홀로그램,�앞·뒤판�맞춤�등이�있다.

(1)�채문(Guilloche�Pattern)

원,� 타원(Oval),� 나선(Spiral),� 호선(Arc),� 물결무늬,� 직선� 등을� 이용하

여� 간격을� 준� 지닌� 기하학적� 그물형태의� 문양으로� 위조� 방지에� 효과를�

낼�수�있는�은행권�디자인의�필수적인�구성요소이다.�

2) 임채숙,� 임양택,� 은행권� 디자인과� 위조방지� 기술:� OECD� 국가를� 중심으로(2004),�

p.437-439�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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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르웨이 은행권, 50크로나, 1999

김재민, 『은행권 위조방지 기법 및 표현 연구』, 2010

그림 1 오스트리아 은행권 20실링, 1986

김재민, 『은행권 위조방지 기법 및 표현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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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덜란드 지폐, Robert Oxenaar, 50 굴덴, 1982

김재민, 『은행권 위조방지 기법 및 표현 연구』, 2010

네덜란드 은행에서 1982년 발행한 해바라기를 소재로 디자인 된 50굴덴 은행권. 꿀벌 

이미지로 은화를 구성함.

(2)�은화(water�mark)

은행권�용지에�도안이나�문자를�넣어�평상시에는�보이지�않지만�빛을�

비추었을�때�특정�부분에�문양이나�문자가�나타나게�된다.�

(3)�미세�문자(micro� lettering)�

육안으로는�식별이�어렵도록�인쇄된�아주�작은�미세�문자이며,�확대경을�

이용하여� 적용부분을� 자세히�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복사기나� 프린터로�

복제할�경우�글자가�퍼지게�된다.� 3)

(4)�요판�인쇄(intaglio� printing)�

은행권�위조�방지�기술의�핵심으로�특수�조각기법으로�조각된�요판으로�

인쇄하여� 인쇄된� 면을�만져보면� 볼록한� 것을�느낄�수� 있다.� 보안제품의�

문자나�문양을�촉각으로�느낄�수�있도록�인쇄판에�잉크를�채워서�보안용

지에�옮겨놓는�방식의�인쇄로�스크린�인쇄에�의해�모방이�가능하나�선예

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칼라� 출력기,� 디지털� 인쇄기� 등을� 이용하여�

요판인쇄�효과를�재현하는�것은�불가능하다.4)

3) 한국조폐공사�홈페이지,�위조방지요소�용어설명

� � � https://www.komsco.com/contents/research/02/research_06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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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판�잠상(intaglio� latent� image)�

요판으로�인쇄된�글자나�문양이�보는�각도나�빛의�방향에�따라�선명하게�

보이도록�하는�인쇄기법이다.

(6)�레인보우�인쇄(rainbow� printing)

색상이�다른�잉크가�혼합되어�무지개�색�효과를�나타내는�인쇄방식으로�다색의�

잉크를�롤러(roller)에� 묻혀서�한번에�찍어내며�색도와�색도�사이에는�간격

을�두어�잉크가�자연스럽게�혼합되도록�한다.�

(7)�형광잉크(Fluorescent� Ink)�

자외선� 조사시� 원색과� 다른� 형광색을� 발휘하는� 물질을� 함유한�

잉크이다.5)

(8)�변색�잉크(OVI� :� optically� variable� ink)�

광반사� 특성이� 상이한� 물질로� 제조된� 특수� 잉크로� 보는� 각도에� 따라�

상이한�색상이�나타난다.

(9)�홀로그램(Hologram)�

레이저� 및� 전자빔을� 이용하여� 미세한� 회절격자를� 구현한�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회상� 및� 색상이� 변하는� 위조방지장치이며,� 컬러� 출력물로�

위조된�인쇄물에서는�변화가�없다.

(10) 앞·뒤판�맞춤(See-Through� register)

여러� 판의� 인쇄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앞면의�

화선과� 뒷면의� 화선을� 정확하게� 맞추는� 인쇄기법으로� 빛에� 비추어�

4) 세계의�디자인과�기술:�기념주화·은행권·우표·훈장,�임양택,�임채숙�공저,�2006

5) 한국조폐공사�홈페이지,�위조방지요소�용어설명

� � � https://www.komsco.com/contents/research/02/research_06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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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의�일치�여부를�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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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채문�패턴(Guilloche�Pattern)

2.2.1�채문�패턴(Guilloche�Pattern)의�개념�및�특성

채문� 패턴은� 원,� 타원(Oval),� 나선(Spiral),� 호선(Arc),� 물결무늬,� 직선�

등을�이용하여�폭을�지닌�기하학적�그물형태의�정형�및�비정형�문양으로�

유가증권�디자인의�필수적인�구성요소이다.� 6)

영문으로는� Guilloche� Pattern으로� 표기하는데� Guilloche와� 채문의� 사

전적�의미는�다음과�같다.�

<국어�사전>

채문7) 彩紋

1.�아름답게�채색한�무늬.�

2.�물결�모양,�호선(弧線),�원형�따위를�써서�정밀하게�그린�기하학

적� 무늬.� 흑채문과� 백채문이� 있으며,� 지폐나� 증권� 따위의� 위조를�

막기�위하여�그�도안의�바탕�그림으로�쓰기도�한다.�

<한자�사전>�

彩紋8) 채문�

채색�채,�무늬�문

①채색(彩色)의�무늬�　②물결�무늬

6) 남광현,�『우리나라�은행권의�채문디자인에�관한�연구』,�청주대학교�산업경영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석사학위�논문,� 1994

7)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95bf0be99574295abbbe3c0b23eaaa3

8) 디지털�한자사전�e-한자�

https://hanja.dict.naver.com/word?q=%E5%BD%A9%E7%B4%8B&cp_code=0&sou

nd_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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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시�(guilloche)9)

새끼� 무늬,� 꼰� 끈장식을� 의미하며� 몰딩� 혹은� 평탄한� 면을� 장식한

다.�연속�인터레이스의�곡선�띠장식으로서�아시리아,�그리스,�로마,�

중세,�르네상스�시대의�장식에�공통된�디자인으로서는�원형�프렛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스트랩� 워크와도� 관련이� 있다.� 길로시

는� 때로는� 스네어� 워크(snare� work)라고도� 불리며,� 모티프는� 꽃�

혹은�잎의�덩굴,�또는�묶어진�리본을�상기시키기도�한다.

길로슈�(guilloche,� guillochais)10)� �

프랑스어로는�기요셰로,�새끼줄이나�끈을�꼰�것처럼�띠모양의�장식

이� 고리로� 엉켜� 연결되면서� 같은� 간격을� 두고� 이어져서� 구성되는�

문양을�말한다.� 기원이� 오래되고� 분포도�넓어�수메르에�이미�있었

고�아시리아에서도�즐겨�사용했다.�페르시아에서도�보이며�또한�그

리스�·�로마�건축�및�모자이크와�도기화�등의�장식에서�대표적인�

모티브의� 하나이다.� 나아가서는� 스키타이의� 금속그릇이나� 중국의�

태화불(太和佛)�등에도�표현되어�있다.�서양�근대�이후에도�이탈리

아�르네상스,� 루이� 14세식� 및� 16세식�클래식�스타일�가구의�가장

자리�장식이나�소벽�사이�등에�띠모양�장식으로�새겨지며�또한�글

라스�그릇의�문양에도�사용되었다.

<영어�사전>�

guilloche11) 미국식�[ɡilóuʃ]�영국식�[-lɔʃ́]�

(기둥·벽�등의)�노끈을�꼰�모양의�무늬�

9) [네이버� 지식백과]� 길로시� [guilloche]�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저자:� 패

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5702&cid=42822&categoryId=42822

10) [네이버�지식백과]�길로슈�[guilloche,� guillochais]�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저

자:�한국사전연구사�편집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59319&cid=42635&categoryId=42635

11) 동아출판�프라임�영한사전�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7827c2e63fca4ba7ab2ad

3e5d175a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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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사전>

guilloché12) [gijɔʃe]�

1.�형용사.�노끈을�꼰�모양의�문양이�새겨진� �

2.�남성형�명사.�노끈을�꼰�모양의�문양이�새겨진�제품� �

<독일어�사전>

guilloche13) [ɡɪljɔʃ́]� � � � �

여성형�명사.�물결무늬,�어자문(魚子紋);�물결무늬를�새기는�도구.�

채문� 패턴은� 주로� 윤곽이나� 지문(Background)에� 사용되는데� 강판,� 동

판,� 황동판,� 유리네거� 필름� 등에� 채문조각기로� 디자인하여� 위조나� 변조�

방지가�필요한�인쇄제품의�품위를�높이고�은행권�디자인의�구성요소들과�

함께�사용하여�제품의�위조나�변조의�방지에�효과를�낼�수�있는�문양을�

총칭한다.14)

채문�패턴은�은행권의�위조나�변조를�방지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

기�때문에�은행권의�필수적인�디자인�요소로�사용되고�있다.�

12) 동아출판�프라임�불한사전�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7827c2e63fca4ba7ab2ad

3e5d175a233

13) 민중서림�엣센스�독한사전�

https://dict.naver.com/dekodict/#/entry/deko/7fbac55ecff845029ad9dc578e8fa828

14) 우리나라�은행권의�채문디자인에�관한�연구,�남광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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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osette형그림 4 Normal형 

2.2.2�채문�패턴의�종류

이�부분은�남광현의『우리나라�은행권의�채문디자인에�관한�연구』를�참

고로�정리한�내용이다.�

채문은�용도에�따라�모양,�조밀도,�굵기�등을�다르게�사용하는데,�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그물형태의� 선은� 사인곡선(Sine� Curve)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각곡선(Triangular� Curve)과� 사각곡선(Rectangular�

Curve)도�생성할�수�있다.�

은행권에�사용되는�채문은�요판인쇄에�적합한�윤곽용과�평판인쇄에�맞도

록� 디자인되는� 지문용으로� 구분된다.� 남광현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채

문디자인에�관한�연구』에서�채문�패턴의�종류를�모양과�형태에�따라서�

기본채문,� 장채문,� 환상채문,� 와선형� 채문,� 바이어스� 채문,� 몰레트� 채문,�

백채문,�컴퓨터�채문�등으로�구분하고�있고�내용은�다음과�같다.�

(1)�기본채문(Basic�Guilloche)

1) 일반채문(Nomal�&�Rosette�Guilloche)

위조방지나�심미성을�위해�기본적인�도형에서�다각형까지�다양하게�채문

으로�디자인하여�윤곽이나�지문으로�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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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형판채문

2) 형판채문(Template�Guilloche)

채문의�꽃이라�할�수�있는�형판채문은�형판을�최초의�기본형태로�제작한�

후� 채문조각기의� 반복기능을� 이용하여� 그� 윤곽형태를� 연결하여� 다양한�

모양으로�디자인할�수�있다.�



- 12 -

그림 8 레이스형의 가장자리 채문

그림 9 일반형 가장자리 채문

그림 10 일반형태의 장채문

(2)�장채문(Longitudinal�Guilloche)�

장채문은� 원형의� 기본채문이나� 형판채문� 등을� 길게� 펼쳐놓은� 채문으로�

가장자리�장채문과�윤곽형�장채문이�있다.�

1) 가장자리�장채문(Border�Guilloche)

채문의� 폭을� 2-3mm정도로� 하여� 윤곽이나� 그림,� 문자� 등의� 가장자리�

부분에�많이�이용되는�채문이다.�

2) 윤곽형�장채문(Layout�Guilloche)

가장자리�채문에�비해�폭이�두껍고�문양의�형태를�다양하게�디자인할�수�

있다.�증권이나�채권�등의�윤곽에�많이�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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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그물형태의 복합 장채문

그림 12 바탕채문

3) 바탕채문(Background)

바탕채문은�바탕의�문양으로�이용되는데,�사방연속의�정형문양이나�비정

형�문양으로�디자인되며� 요판의� 윤곽용으로도�사용된다.� 초상,� 액면,� 문

자�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2-3도로� 분해한� 후� 레인보우� 인쇄하여� �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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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환상채문

그림 14 와선형 채문

(3)�환상채문(Fantasy�Guilloche)

환상채문은� 일정한� 형태의� 그물모양의�채문이�아니라�원,� 타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형태가� 기본형을� 이루고� 기본선이� 1회전되면서� 각도와� 화

선�크기가�바뀌어�그�모양도�점차�변화되는�채문을�말한다.�

(4)�와선형�채문(Spiral�Guilloche)�

중심에서�외부로�회전되어�나가면서�형성되는�채문이다.�유가증권,� ID카

드�등의�바탕채문으로�많이�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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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바이어스 채문

그림 17 몰레트 채문

(5)�바이어스�채문(Bias�Guilloche)�

중심이�한�방향이나�양방향�등으로�기울어져�만들어진�형태의�채문을�말

한다.�

(6)�몰레트�채문(Mollette�Guilloche)�

채문조각기에서� 원형이나� 길이방향으로�부각문양을� 만들어�다양한� 디자

인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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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단독 전사백채문그림 19 단독 전사백채문  

(7)�백채문(White� Line�Guilloche)�

1) 전사백채문(Transfer�White� Line)

채문조각기에서�흑채문을�직접�조각한�후�전사기(Transfer�Machine)를�

통해�다른�강판에�전이하여�선의�형태가�검정색에서�흰색으로�만든�채문

이다.�

선의�형태가�예리하고�섬세하여�위조방지�요소로�이용된다.

2) 부식백채문(Etching�White� Line)

채문조각기에서�흑채문을�만들고�사진작업을�통해�네거(Nega)형태로�만

든�후�강판에�소부작업으로�전이하고�부식액으로�부식하여�만든�채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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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단독 조립백채문

그림 21 기계작업의 조립장형백채문

3) 조립백채문

기본�백채문을�원형이나�긴�형태로�조립해서�만든�채문을�말한다.�

� � � � � �

(8)�컴퓨터�채문(Computerized�Guilloche)�

컴퓨터�채문은�기계채문조각기에서� 만들어지는� 채문을� 기본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을�통해�기계채문은�뿐만�아니라�기계에서�디자인�되지�않

는�다양한�채문들을�만들�수�있다.�

1) 컴퓨터�기본채문(Basic�Computerized�Guilloche)

채문조각기의�기능을�기본으로�컴퓨터의�소프트웨어를�통해�기계의�기본

채문�뿐�아니라�기계채문을�능가하는�다양한�채문을�만들�수�있다.�기본

채문,�환상채문,�확장환상채문이�있다.

2) 세이프�필링(Shape-Filling)�채문

내부와� 외부의� 2개의� 정다각형� 사이에� 곡선을� 만들어� 채문을� 만들� 수�

있고,� 2개의�정다각형의�시작점을�다르게� 설정하여�변화된�채문도� 디자

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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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Basic형 컴퓨터 채문

그림 25 Shape-Filling 채문  

그림 23  Basic+Bias형 컴퓨터 채문

그림 24 일반형 Shape-Filling 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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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apping 채문

그림 27 5자형 Filling 채문

3) 매핑(Mapping)�채문

형판채문의�한계를�초월한�문양으로�같거나�서로�다른�내부와�외부의�2

개의�윤곽선�사이에�곡선을�생성시켜�만든�채문이다.�

4) 필링(Filling)�채문

개방된�2개의�선과�선�사이에�곡선을�생성시켜�디자인된�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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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pline 채문

그림 30  Super-Line 채문 그림 29 Normal 채문 

5) 스플라인(Spline)�채문

내부의�형태에서�외부의�다른�형태로�주어진�선분만큼�점차�변화되면서�

패턴을�형성하는�채문이다.�

6) 슈퍼�라인(Super-Line)�채문

CAD에서� 이용되는� 특별한� 선들을� 슈퍼� 라인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채

문을�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하여�폭을�갖는�슈퍼�라인으로�변환시킬�수�

있고,� 폭을� 지정하는� 설정� 값을� 조절하여� 채문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

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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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채문�패턴의�기능과�역할

은행권�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소재,� 패턴,� 색상,� 규격,� 레터링� 등과� 위조�

방지� 요소들이� 있다.15) 채문이� 다른� 구성요소들과� 어떻게� 혼용되는지�

살펴보고�채문의�기능과�역할을�알아보고자�한다.�

(1)�채문+소재

은행권�디자인의�소재는�권종을�판별하는�중요한�요소로�주로�인물초상,�

조각상,�건축물,�동식물,�문화유적�등을�사용한다.�채문은�평판지문,�부각

문양,� 장채문,� 요판바탕채문,� 환상채문,� 기본채문� 등을� 이용하여� 소재를�

보완하고�강조하는�효과를�나타낸다.16)

        채문+ 액면숫자                  채문+ 지문형 부소재   바탕채문+ 액면문자

  채문+ 이탈리아 국장                             바탕채문+ 주소재

그림 31 이탈리아 은행권 5000리라(126x70mm), 

남광현, 『우리나라 은행권의 채문디자인에 관한 연구』, 1994 참조

출처 https://www.banknoteworld.com

15),� 16)�남광현,�『우리나라�은행권의�채문디자인에�관한�연구』,�청주대학교�산업경영

대학원�산업디자인학과�석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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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채문+레터링

독일, 5Deutsche Mark, 출처 https://www.banknoteworld.com

(2)�채문+레터링

레터링을�단독채문,�환상채문,�바탕채문,�평판지문과�함께�이용하여�액면

가,� 문자,� 레터링을� 부각시키고� 조형미를� 높여� 레터링의� 시각효과를� 돋

보이게�하는�역할을�한다.17)

(3)�채문+잠상

위조�방지를�위해�채문�속에�어떤�문자나�문양,�숫자�등을�숨겨�넣는�기

법으로� 빛을� 향해� 비스듬히�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면� 나타나고� 각도와�

방향에�따라�문양이나�글씨가�사라지는�현상이�발생한다.18)� � �

(4)�백채문+흑채문

한� 개의� 채문을� 백발과� 흑발로� 나누어� 조각하여� 제품의� 조형미와� 위조�

방지�및�시각효과를�얻을�수�있다.19)

17),� 19)�남광현,�『우리나라�은행권의�채문디자인에�관한�연구』,�청주대학교�산업경영

대학원�산업디자인학과�석사학위�논문,� 1994

18) 한국조폐공사�홈페이지,�위조방지요소�용어설명

� � � https://www.komsco.com/contents/research/02/research_06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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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흑채문+백채문

남광현, 『우리나라 은행권의 채문디자인에 관한 

연구』

그림 34 채문+잠상

김재민, 『은행권 위조방지 기법 및 표현 

연구』, 2010

(5)�앞뒷면�맞춤20)(See-Through� register)용�채문

기본선을� 이용한� 단독채문이나� 단독채문+일반문양을� 혼합한� 후� 은행권

의� 앞면과� 뒷면의� 같은� 위치에� 같은� 도안을� 분할하여� 시스루

(See-Through)문양으로�이용한다.�

20) 앞뒷면� 맞춤(See-Through� register):� 주로� 은행권에� 적용하는� 요소로� 앞뒷면의�

동일한�위치에�한가지�문양을�앞뒤로�분리,�인쇄하여�밝은�빛에�비추었을�때�앞뒤�문

양이�정확히�일치되게�하는�인쇄�기법이다.�

� � �한국조폐공사�홈페이지,�위조방지요소�용어설명

� � � https://www.komsco.com/contents/research/02/research_06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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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작품연구

3.1�작품개요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은행권이나� 유가증권,� 신분증이나� 여권� 등에서�

사용된�채문�패턴은�정교하고�섬세한�작업,�차별화�된�디자인을�통해�위

조나�변조가�어렵게�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어�왔다.�이러한�채문�패

턴은�복제나�위조,�변조가�어렵게�하기�위해�주로�공공�디자인에�국한되

어�사용되어�왔으나�채문�패턴을�공공�디자인이�아닌�일반�디자인에�사

용한다면,� 은행권,� 신분증,� 여권� 등� 고유한� 가치를� 갖는� 매체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른� 디자인물에� 부여할� 수� 있을�것이다.� 고유한�가

치를�갖는�매체들의�상징적�의미들은�고유함을�추구하는�사람들의�심리

를�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연구를�위해� Excentro,� Guilloche� Pattern� Generator�프로그램을�이용

하여�채문�패턴� 이미지� 생성을� 테스트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이

미지들을�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하

였다.

채문�패턴은�정보전달�보다는�장식적인�역할이�크기�때문에�여러�디자인�

중�패키지에�적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었다.�패키지�디자인�종류

도� 평면적,� 입체적,�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채문� 패턴의� 형태별로� 어떤�

패키지� 형태와� 조형적으로� 어울릴� 것인지를� 고려하여� 패턴별� 3가지� 종

류의�패키지�디자인에�적용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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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구과정

3.1.1�연구과정

3.1.2� �채문�패턴(Guilloche�Pattern)을�이용한�디자인�사례연구

앞서�살펴본�채문�패턴이�은행권,�여권,�신분증과�같은�공공디자인이�아

닌�제품� 디자인에�적용된�사례들을�찾아보았다.� 채문�패턴이�이미� 많은�

제품들에�이용되고�있어서�다양한�디자인에�응용할�수�있는�가능성과�가

치를�볼�수�있었다.�

(1)�Czapek�&�Cie�채문�패턴을�이용한�시계21)

시계의�다이얼에�그물형태의�채문�패턴을�매우�정교하게�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있다.�

21) 출처

https://www.hodinkee.com/articles/czapek-quai-des-bergues-guilloche-aqua-bl

ue-han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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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zapek & Cie 시계

그림 37 Czapek & Cie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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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BREGUET 시계 다이얼

(2)�BREGUET_�채문�패턴을�이용한�시계22)

시계의�다이얼에�방사형,�그물�형태의�채문�패턴�등을�입체적이고�

정교하게�표현하여�제품의�고급스러운�이미지를�나타내고�있다.�

22) 출처�

https://www.breguet.com/it/maison-breguet/segni-distintivi/il-quadrante-guill

och%C3%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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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파버 카스텔 만연필

(3)�Graf�Von�Faber-Castell� Guilloche23)

파버�카스텔은�만년필에�채문�패턴을�이용하여�다른�제품의�디자인과�

차별화를�주고�있다.�

23) 출처�https://www.graf-von-faber-castell.com/series/guill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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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Cartier Guilloche Double C Logo Motif Cufflinks

(4)�Cartier�Guilloche�Double�C�Logo�Motif� Cufflinks24)

까르띠에의�로고�모티브�커프스버튼은�커프스버튼에�방사형의�채문�

패턴을�적용하여�디자인하였다.�

(5)�Yellow�Gold�Guilloche�Amulette� de�Cartier� Ring25)

까르띠에�링은�반지에�물결무늬의�채문�패턴을�음각기법으로�디자인하였

다.

24) 출처�
http://www.rinusbon.nl/gold-cufflinks-replica-cartier-guilloche-double-c-lo

go-motif-cufflinks-og000114-p-192.html

25) 출처�� https://www.cartier.com

그림 41 Yellow Gold Guilloche Amulette 

de Cartier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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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로얄살루트 21

(6)로얄살루트�2126)

스카치�위스키인�로얄살루트는�영국산�코니쉬(Cornish)�점토로�빚어�완

성된�불투명한�도자기�병과�격자무늬(guilloche� pattern)를�적용한�마개

를�사용하여�바틀을�디자인하였다.

26) 출처�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009505970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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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OLIVARI의 Guilloche 도어핸들 

(7)�OLIVARI의�Guilloche�도어핸들27)

OLIVARI사는 도어핸들에�물결무늬,�격자무늬�등의�채문�패턴을�넣어�

디자인하였다.�

27) 출처�https://www.olivari.it/manig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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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TKINSONS

그림 45 PAINTED PRETZEL

(8)�ATKINSONS28)

ATKINSONS�향수는�향수�마개�부분을� 그물�모양의�채문�패턴을� 이

용하여�입체적으로�디자인하였다.�

(9)�프레즐29)

프레즐�과자의�라벨�부분에�원형의�채문�패턴을�사용하여�디자인하였다.�

28) 출처�https://blog.naver.com/jenny0228/220691995919

29) 출처�https://www.flickr.com/photos/14443796@N08/386262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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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중시계

1890년�Patek� Philippewatch에서�제작한�회중시계로�케이스를�채문�패

턴으로�가공하여�자연주의적이고�기하학적인�모양이�대비가�되는�문양으

로�장식하였다.30)

그림 46 채문 패턴으로 장식된 회중시계

Patek Philippewatch, 1890

시계 제작자: Antoine-Henri Rodanet

Les Arts Décoratifs collection in Paris

30) 출처�https://www.olivari.it/en/guill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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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LE GRAMME의 피라미드 길로쉬 링

(11)�Guilloche�Pattern� design� by�LE�GRAMME31)

LE� GRAMME는�채문�패턴을�반지에�적용하여�디자인하였는데,� 피라미

드�형태,�수직적인�형태,�수평의�형태�등의�채문�패턴을�이용하였다.

그림 47 LE GRAMME의 길로쉬 링

31) 출처�https://legramme.com/en/families/wedding-rings/guilloche-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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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ERBREUIL32)

VERBREUIL은�스파이럴�형태의�채문�패턴을�핸드백�디자인에�적용하

여�감각적이고�개성있게�표현했다.

그림 49 VERBREUIL 핸드백

32) 출처�http://verbreuil.com/porte/?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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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Guilloche Pattern Generator를 이용한 채문 패턴 이미지

3.1.3�선행연구

(1)�채문(Guilloche�Pattern)�이미지�제작�

Excentro,�Guilloche�Pattern�Generator�프로그램을�이용하여�채문�

패턴(Guilloche�Pattern)�이미지�생성�테스트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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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Guilloche Pattern Generator를 이용한 채문 패턴 이미지

그림 51 Guilloche Pattern Generator를 이용한 채문 패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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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Guilloche Pattern Generator를 이용한 채문 패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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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채문�패턴의�적용범위와�방법

(1)�채문�패턴의�구분

본�연구자는� Excentro,� Guilloche� Pattern� Generator�프로그램을�이용

하여�채문�패턴� 이미지� 생성을� 테스트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이

미지들을�형태에�따라�크게� 4가지로�구분하고�각각�아래와�같이�이름을�

정하였다.� 방사형이나� 스파이럴� 형태는� 원형,� 꽃무늬� 형태의� 문양은� 로

제트형,� 배경으로� 쓸� 수� 있는� 형태는� 면형,� 긴� 선형은� 띠형으로� 구분하

였다.�

a.�원형(Circular�Guilloche)

b.�로제트형(Rosette�Guill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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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면형(Background�Guilloche)

d.�띠형(Longitudinal�Guilloche)

(2)�적용�범위�및�적용�매체

패키지�중에서도�평면적,�입체적,�크기에�따라�종류를�구분하고�채문�패

턴의�형태에�따라�어떤�패키지�형태와�조형적으로�어울릴�것인지를�고려

하여�패턴별로�패키지�디자인에�적용을�하였다.

패키지�디자인�중� �Box,�Wrapping� paper,� Shopping� bag,� Bottle,� Tag

에� 채문� 패턴을� 적용하기로� 하고� 원형(Circular� Guilloche)은� Box,�

Shopping� bag,�Tag에�로제트형(Rosette�Guilloche)은�Box,�Wrapping�

paper,� Tag에�면형(Background� Guilloche)은� Box,� Bottle,� Tag에�띠

형(Longitudinal� Guilloche)은� Box,� Bottle,� Wrapping� paper에� 각각�

채문�패턴을�적용하였다.



- 41 -

그림 59 적용 매체

그림 58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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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Excentro 프로그램 화면

3.2�최종작품

3.2.1�모티브�이미지�제작

Excentro�프로그램을�이용하여�채문�패턴을�만들고�모티브�이미지로�사

용하였다.�

Excentro� 프로그램은� Sine� wave33),� Cycloid34),� Eight� shape,� Brace�

shape� ,� Polygon� 등을� 이용,� Frequency(진동수),� Phase(위상),�

Amplitude(진폭)�등�조절하여�채문�패턴을�만들�수�있다.�

원형(Circular� Guilloche),� 로제트형(Rosette� Guilloche),� 면형

(Background� Guilloche),� 띠형(Longitudinal� Guilloche)� 이렇게� 4가지

로�구분하고�테스트한�이미지들�중� 6개를�선택하여�모티브�이미지로�정

하였다.�형태별�모티브�이미지들은�다음과�같다.�

33) Sine� wave:� 사인파는�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진동하는� 가장� 간단한� 파동을� 말한

다.� 사인함수로� 기술되므로� 사이파라고� 부르나,� 코사인함수도�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
을�기술한다.�(출처:�물리학백과)

34) Cycloid:평면상의�한�직선을�따라�원이� 미끄러지지�않고� 회전할�때�원주상의�정점�

P가�그리는�궤적.(출처:�사이언스올�과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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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Circular Guilloche LJY #102 Cotton Candy

·원형(Circular�Guilloche)

Excentro� 프로그램으로� Sine� wave를� 이용하여� 원형을� 반복하여� 만든�

방사형의�채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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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Rosette Guilloche LJY #202 Oh Rosette 2

·로제트형(Rosette�Guilloche)

선� 구성이� 그물형태이고� 꽃잎처럼� 변형을� 주면서� 반복해서� 디자인하여�

장미를�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Excentro� 프로그램으로� Sine� wave,�

Cycloid,� Eight� shape을�이용하여�만든�채문�패턴.



- 45 -

그림 63 Background Guilloche LJY #301 Dancing Number 8

·면형1(Background�Guilloche)

Excentro� 프로그램으로� Eight� shape,� Brace� shape을� 이용해서� 만든�

채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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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Background Guilloche LJY #302 Jumping Leaves

·면형2(Background�Guilloche)

Excentro� 프로그램으로� Sine� wave,� Cycloid를� 이용하여� 만든� 비정형�

문양의�채문�패턴.



- 47 -

그림 66

Longitudinal Guilloche LJY #401 Big Wave

그림 65 Longitudinal Guilloche LJY #402 Spring Breeze

·띠형1(Longitudinal�Guilloche)

폭이�두껍고�길게�펼쳐놓은�형태로�Excentro�프로그램으로�Sine�wave,�

Cycloid,� Eight� shape을�이용하여�만든�채문�패턴.

·띠형2(Longitudinal�Guilloche)

폭이�두껍고�길게�펼쳐놓은�형태로�Excentro�프로그램으로�Sine�wave,�

Cycloid,� Brace� shape을�이용하여�만든�채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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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채문�이미지의�적용

·원형(Circular�Guilloche)

원형의�채문�패턴을�패키지�디자인�중� shopping� bag,� box,� tag에� 적용

하였다.�

원형의�형태가�잘�드러날�수�있도록�원형의�가장자리가�잘�보이게�패턴

의�크기를�조절하여�디자인하였고�패키지의�형태나�크기�별로�채문�패턴

의�밀도를�달리하여�적용하였다.�

그림 67 Circular Guilloche LJY #102 Cotton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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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Circular Guilloche LJY #102 Cotton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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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Circular Guilloche LJY #102 Cotton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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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트형(Rosette�Guilloche)

로제트형(Rosette� Guilloche)은� Box,� Wrapping� paper,� Tag에� 채문�

패턴을� 적용하였다.� 로제트형(Rosette� Guilloche)은� 꽃잎� 모양을� 연상

시키는�채문�패턴으로�크기나�배치를�자유롭게�구성하였다.�

그림 70 Rosette Guilloche LJY #202 Oh Rosette 2

그림 71 Rosette Guilloche LJY #202 Oh Roset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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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1(Background�Guilloche)

면형(Background� Guilloche)은� Box,� Bottle,� Tag에� 채문� 패턴을� 적

용하였다.� 면형(Background� Guilloche)는� Eight� shape,� Brace� shape

을�이용해서�만든�패턴으로�직선적인�느낌이�강하고�완만한�곡선이�함께�

조합되어�있다.�수직적인�용기의�구조에�맞추어�수직적�형태로�배열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72 Background Guilloche LJY #301 Dancing Number 8

·면형2(Background�Guilloche)

면형(Background� Guilloche)은� Box,� Bottle,� Tag에� 채문� 패턴을� 적

용하였다.� 면형(Background� Guilloche)채문� 패턴은� Sine� wave와�

Cycloid를�이용하여�만들었으며�큰�웨이브�형태를�띄고�있어�세로로�긴�

용기의�형태에�맞추어�수직적으로�배열하여�사용하였다.



- 53 -

그림 73 Background Guilloche LJY #302 Jumping Leaves

그림 74 Background Guilloche LJY #302 Jumping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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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형1(Longitudinal�Guilloche)

띠형(Longitudinal� Guilloche)은� Box,� Bottle,� Wrapping� paper에�채문�

패턴을� 적용하였다.� 띠형(Longitudinal� Guilloche)� 채문� 패턴은� 바이어

스� 같은� 느낌으로� 세로로� 긴� 형태의� 용기를� 가로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75 Longitudinal Guilloche LJY #401 Big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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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Longitudinal Guilloche LJY #401 Big Wave



- 56 -

·띠형2(Longitudinal�Guilloche)

띠형(Longitudinal� Guilloche)은� Box,� Bottle,� Wrapping� paper에�채문�

패턴을� 적용하였다.� 띠형(Longitudinal� Guilloche)� 채문� 패턴은� 바이어

스�같은�느낌으로�세로로�긴�형태의�용기의�모서리를�따라�의류에�바이

어스를�처리하는�방식처럼�적용하였다.�

그림 77 Longitudinal Guilloche LJY #402 Spring B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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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box에 적용된 채문 패턴 

그림 79 box에 적용된 Background Guilloche LJY #301 Dancing Numb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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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tag에 적용된 채문 패턴  

그림 81 tag에 적용된 채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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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전시 모습

그림 83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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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은행권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다양한�그래픽�요소들이� 사용된다.� 본� 연

구자는�은행권의�위조�방지를�위한�그래픽�요소�중�필수적으로�이용되는�

기하학적� 문양인� 채문� 패턴(Guilloche� Pattern)을� 연구,� 분석하여� 일반�

디자인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채문� 패턴을� 이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은행권,�신분증,�여권�등�고유한�가치를�인정받아야�하는�대상들에게�부

여할�수� 있는� 고유함에� 대한� 상징성이나�메시지가�전달되기를� 또,� 위조

방지를�위한�그래픽�요소들을�통해�우리가�무의식적으로�느끼고�있는�특

정�대상에�대한�가치를�일반�디자인에서도�느낄�수�있게�되기를�기대하

였다.� � � �

연구를� 위해� Excent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문� 패턴� 이미지� 생성을�

테스트하였다.� 이� 과정에서�만들어진�이미지들을�형태에�따라�크게� 4가

지로�구분하고�패키지�디자인에�적용하였다.

채문�패턴은�정보전달�보다는�장식적인�역할이�크기�때문에�여러�디자인�

중�패키지에�적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었다.�패키지�디자인�종류

도� 평면적,� 입체적,�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채문� 패턴의� 형태별로� 어떤�

패키지� 형태와� 조형적으로� 어울릴� 것인지를� 고려하여� 패턴별� 3가지� 종

류의�패키지�디자인에�적용을�하였다.�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 이미지의� 확장된�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제품을�통해�은행권이�갖는�권위나�특화된�이미지,�고급스러움을�보여주

고�싶을�때�채문�패턴이�이용될�수�있을�것이다.�채문�패턴은�고급�제품

을�위한�그래픽�표현에�적합해�보이며�물성을�근본으로�한�커뮤니케이션

에�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을�것이다.�

� �본�연구자는�채문�패턴을�패키지�디자인에�적용하여�채문�패턴을�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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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양한�활용방법을�작품연구를�통해�제시하고자�하였다.�채문�패턴은�

은행권,� 여권,� 유가증권� 등� 특화된� 분야의� 디자인�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욱�다양한�디자인�분야에�응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이�연구가�디

자인�실무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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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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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oche� Pattern

Lee� Jung�Yun

Design�Department,� Visual�Communication�Design

The�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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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an� be� copied� indefinitely� as�mass� produced,� unlikely� art.�

So,� Design� can� not� be� uniquely� recognized.� However,� In� public�

design,� objects� that� need� to� be� recognized� as� unique� values� such�

as� bank� notes,� ID� cards,� passports,� etc.,� can� not� only� achieve�

functional� uniqueness� by� using� graphic� elements� for� prevention�

of� forgery,� but� also� elements� for� prevention� of� forgery can� have�

a� symbolism� of� uniqueness.�

It� is� general� to� use� such� graphic� elements� for� anti-forgery�

restrictively� to� public� design� due� to� the� nature� of� designs� that�

require� prevention� of� forgery,�However,� if� they� are� used� in� other�

general� design� than� public� design,� the� message� or� significance�

that� the� object� is� uniquely� placed,� can� be� given,� and� i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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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to� show� the� properties� of� securities� such� as� bank� notes,�

gift� certificates,� coupons,� and� may� act� as� a� symbol� to� convey� a�

message� that� it� is� not� replicable.�

By� applying� the� graphic� used� as� a� security� element� to� the�

general� design,� the� security� elements� used� for� bank� notes� and�

securities� will� enable� us� to� feel� the� unintentional� value� of� the�

object� in� the�general� design� as�well.�

In� this� study,� I� examine� the� design� elements� focusing� on� bank�

notes� and� analyze� the� guilloche� pattern,� which� is� a� geometric�

pattern� and� is�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forgery� of� bank�

notes� not� only� to� investigate�guilloche� pattern's� function,� role� and�

kinds� but� to� apply� the� various� application�methods� to� the� general�

design� and� present� them� through� the�study� of� the�works.�

It� was� judged� that� guilloche� pattern� is� appropriate� to� apply� the�

design� to� the� package� of� various� designs� because� the� drawing� is�

more� ornamental� role� than� information� transfer.� I� made� various�

motif� patterns� and� applied� them� to� the� package� design� by�

dividing� them� into� four� large� types.� The� package� design� typ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s� well� according� to� two�

dimension,� three� -� dimension,� and� the� size� to� apply� to� three�

types� package� design� by� pattern,� considering� to� which� package�

type� they� are� matched� plasticly�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guilloche� pattern.�

This� study� investigates� guilloche� pattern� among� the� pattern� of�

the� graphic� elements� that� have� been� used� for� the� recognition� of�



- 66 -

unique� values� such� as� bank� notes,� passports,� and� ID� cards� and�

the� prevention� of� forgery� and� tampering� to� extend� guilloche�

pattern's� applying� scope� and� propose� a� variety� of� ways� to� utilize�

the� guilloche� pattern� that� can� give� meaning� to� the� uniqueness� in�

the� design� by� applying� it� to� general� design� without� limiting� its�

scope� of� application� to� public�design.

Keyword� :� Guilloche�Pattern,� Bank�Note,� Security�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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