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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는 대부분의 저작행위를 매개하는 가운데, 디자인 또한
이러한 경향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컴퓨터가 초창기 엔지니어의
전문적인 도구였던데 반해 오늘날 디자이너의 주요한 저작도구로 자리잡는데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디자이너가
다룰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그 사용성이 발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1 는 이와 같은 사용성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디자인 저작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들은
GUI를 기반으로 기존의 연필과 지우개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도구들을 통해
이뤄지던 조형의 행위를 마우스와 타블렛 등에 담아냄으로서 아날로그
매체에 대비해 두드러지는 디지털 매체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저작환경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GUI의 등장 이전, 즉, 프로그래밍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던 시절에도 컴퓨터는 일부 엔지니어들에 의해
실험적인 수준에서나마 조형에 활용되었다. 디자이너에게 있어,
저작방식으로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은 오늘날 주도적인 저작환경이 텍스트
기반 유저인터페이스(TUI)2 기반이 아닌 이유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조형행위들에 대해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직관성과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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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GUI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림으로 된 화면 위의 물체나 틀, 색상과 같은 그래픽
요소들을 어떠한 기능과 용도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사용자를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뿐만 아니라 마우스 등의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하여 도형의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지정하거나 메뉴 항목 목록
중에서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명령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기동하며, 파일 목록을
열람하고, 기타 선택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상호 작용 방식이며, 컴퓨터 역시
작업한 결과를 도형 형태로 만들어 화면에 표시한다. GUI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작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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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TUI는 텍스트,
즉, 명령문을 통해 사용자와 컴퓨터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작업 명령은
사용자가 컴퓨터 키보드 등을 통해 문자열의 형태로 입력하며, 컴퓨터로부터의 출력
역시 문자열의 형태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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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성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러한 비교열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조형활동은 과거로부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편의성과 생산성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이 디자인
저작의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저작방식과 프로그래밍의 저작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차이가 필연적으로 그 결과물에 시각성을
야기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한 실천적인
표현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일종의 재료와 작업 공정에 대한 연구로, 재료의
물성과 작업 공정의 차이로 인해 비롯하는 작업의 특징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주류를 이루는 저작방식인 GUI 기반 소프트웨어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저작방식을 명령문-대리자 방식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명령문-대리자 방식이 미국의 개념주의 화가 솔 르윗(Sol Lewitt)이
벽 그림(Wall Drawing) 연작에 사용한 저작방식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결과물의 시각성이 유사하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서
상호간의 공통점인 저작방식과 차이점인 대리자; 사람과 컴퓨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규정했다.
2. 앞서 규정한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바탕으로, 그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인 선행작품연구 1을 제시했다.
3.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다형성의 특징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가변성이 특징이 교집합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로그래밍 기법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역사적인 맥락과
실존하는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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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다형성의 특징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요구하는 가변성과 통일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선행작품연구 2를 제시했다.
5. 앞선 이론적 연구 및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사성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밀도와 크기의 그래픽을 생성하여 이를 마커나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Cell]을 제시했으며, 그 작업과정과 결과물,
응용안들을 수록했다.
디지털 기술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렇기에 디지털과 디자인을
교집합으로 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자인을 과거의 아날로그적이라 부를 수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과 대비하여 거시적으로 조망한 것과는 달리, 미시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자인 내부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GUI 기반의 디자인
전문 소프트웨어들의 저작방식과 프로그래밍의 저작방식의 차이에 주목하고,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포착한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들에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들, 특히 오늘날
전래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연결된 상황 등 더 관점에서 드러날 수
있는 시각성을 살펴보고 더함으로서 더 온전하고, 타당한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을 규정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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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강이룬, The Greeneyl, MIT Media Lab.의 로고, 2011
그림 4.20.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에 바탕을 둔 MIT Media Lab.의 로고들
그림 4.21. MIT Media Lab.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활용 예시들
그림 4.22. MIT Media Lab.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활용 예시들
그림 5.1. [Pseudo Glitch]
그림 5.2. 글리치 이미지
그림 5.3. 글리치에서 나타나는 블록의 유형들
그림 5.4. [Pseudo Glitch]에 사용된 색상들
그림 5.5. [Pseudo Glitch]에 사용딘 패턴들
그림 5.6. [Pseudo Glitch]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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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극단적인 균형 분할과 비균형 분할의 예
그림 5.8. 표준분포가 최소인 경우, 중간, 최대인 경우의 예
그림 5.9. [Pseudo Glitch]의 GUI
그림 5.10. [Pseudo Glitch]의 GUI
그림 5.11. [Pseudo Glitch]들
그림 5.12. [Pseudo Glitch]들
그림 5.13.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그림 5.14.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그림 5.15.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그림 5.16. [그림 5.15]의 흑백 버전
그림 5.17.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그림 5.18. [그림 5.17]의 다른 색 버전
그림 5.19. [Tile]
그림 5.20. 타일의 분화와 융합
그림 5.21. 분화와 융합을 거친 타일의 그리드
그림 5.22. [Tile]에 적용된 색상들
그림 5.23. [Tile]에 적용한 모듈들
그림 5.24. 2x2의 [Tile]들
그림 5.25. 2x2의 [Tile]들
그림 5.26. 2x2의 [Tile]들
그림 5.27. 2x2의 [Tile]들
그림 5.28. 2x2의 [Tile]들
그림 5.29. 2x2의 [Tile]들
그림 5.30. 고밀도의 [Tile]
그림 5.31. 고밀도의 [Tile]
그림 5.32. 고밀도의 [Tile]
그림 5.33. 고밀도의 [Tile]
그림 5.34. 고밀도의 [Tile]
그림 5.35. 고밀도의 [Tile]
그림 5.36. 고밀도의 [Tile]들
그림 5.37. 고밀도의 [Tile]들
그림 5.38. 고밀도의 [Tile]들
그림 5.39. 고밀도의 [Tile]들
그림 5.40. 고밀도의 [Tile]들
그림 5.41. 고밀도의 [Tile]들
그림 6.1. [Cell]을 통해 만들어진 심볼들
그림 6.2. 세포 자동자의 상태와 이웃에 대한 예시
그림 6.3. 9개의 세포자 자동자
그림 6.4. 세포 자동자의 상태에 대한 예시
그림 6.5. 세포 자동자의 이웃에 대한 예시
그림 6.6. 세포 자동자와 그 이웃의 상태값들의 경우의 수
그림 6.7. 세포 자동자와 그 이웃의 상태값들의 각 경우에 대한 규칙의 예시
그림 6.8. 세포 자동자와 그 이웃의 상태값들의 각 경우에 대한 규칙의 예시의 그래픽화
그림 6.9. 세포 자동자의 원리에 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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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세포 자동자를 활용한 이미지들 중 일부
그림 6.11. 세포 자동자를 활용한 이미지들 중 일부
그림 6.12. 초기의 디자인 모듈들
그림 6.13. 초기의 디자인 모듈들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들 중 일부
그림 6.14. 사각형 모듈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 중 일부
그림 6.15. 삼각형 모듈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 중 일부
그림 6.16. 선 모듈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 중 일부
그림 6.17. 이웃관계에 기초한 모듈의 예
그림 6.18. Stripe 모듈의 디자인
그림 6.19. Road 모듈의 디자인
그림 6.20. Blob 모듈의 디자인
그림 6.21. X 모듈의 디자인
그림 6.22. 다양한 모듈을 적용하여 생성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23. Cross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24. Cross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25. Cross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26. Cross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27. Stripe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28. Stripe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29. Stripe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30. Stripe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31. Road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32. Road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33. Road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34. Road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35. X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36. X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37. X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38. X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39. Dither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40. Dither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그림 6.41. Dither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42. Dither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그림 6.43. Classifide Record의 로고
그림 6.44. Classifide Record의 CD
그림 6.45. Classifide Record의 뱃지와 CD 세부이미지
그림 6.46. 화학공업품 패키지1
그림 6.47. 화학공업품 패키지2
그림 6.48. 전시에 선보인 24개의 그래픽
그림 6.49. 전시 설치 이미지
그림 6.50. 전시 설치 이미지
그림 6.51. 전시 이미지
그림 6.52. 프린트 이미지
그림 6.53. 프린트 이미지
그림 6.54. 프린트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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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5. 프린트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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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는 디자인의 프로세스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그래픽 분야에 있어 미국 Adobe사의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비단 Adobe사의 소프트웨어들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디자인 저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의 GUI를 바탕으로 편리한
저작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프로그래밍은 주류에 속하는 GUI 기반의 저작환경 환경과는 매우
이질적인 저작환경을 가지고 있다. TUI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가시적인 조형행위에 있어 GUI가 제공하는 편의성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은 조형의 방법으로 과거로 부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형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간의 주목을 배제한다면, 적자생존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이
도태되지 않고 조형의 방법으로서 명맥을 유지한 비결, 즉, 그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저작방식과
프로그래밍의 저작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차이가 필연적으로
그 결과물에 시각성을 야기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한 실천적인 표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재료와 작업 공정에 대한 연구로, 재료의 물성과 작업 공정의 차이로 인해
비롯하는 작업의 특징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과 표현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프로그래밍 기반의 조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로의 응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본인의 주된 작업방식인 프로그래밍이 오늘날 일반적인
저작방식들과 다르기에 비롯하는 결과물의 차이, 즉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방법을 연구하고,

14

나아가 그 활용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진행과정을 성실하게 서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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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를 이루는 저작방식인 GUI 기반 소프트웨어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저작방식을 명령문-대리자 방식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명령문-대리자 방식이 미국의 개념주의 화가 솔 르윗(Sol Lewitt)이
벽 그림(Wall Drawing) 연작에 사용한 저작방식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결과물의 시각성이 유사하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서
상호간의 공통점인 저작방식과 차이점인 대리자; 사람과 컴퓨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규정한다.
2. 앞서 규정한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바탕으로, 그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인 선행작품연구 1을 제시한다.
3.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다형성의 특징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가변성이 특징이 교집합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로그래밍 기법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역사적인 맥락과
실존하는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모색한다.
4.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다형성의 특징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요구하는 가변성과 통일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선행작품연구 2를 제시한다.
5. 앞선 이론적 연구 및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사성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밀도와 크기의 그래픽을 생성하여 이를 마커나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Cell]을 제시하고, 그 작업과정과 결과물,
응용안들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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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과 컴퓨터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는 GUI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의 저작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들은 GUI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필과 지우개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도구들을 통해 이뤄지던 조형의 행위를 마우스와 타블렛 등에 담아냈으며,
아날로그 매체에 대비해 두드러지는 디지털 매체의 장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저작환경을 주도하고 있다.
한정적으로,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에 의해 컴퓨터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사례 또한 GUI에 기반한 매킨토시의 등장과 그 때를 같이
한다. 에이프릴 그레이먼(April Greiman)1 이 1986년 <디자인 쿼털리(Design
Quarterly)>를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상적인 이미지와 추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문자 등 이질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그레이먼의 작업은 철저히 당대의 컴퓨터와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품의
판형마저도 당시 기술로 프린트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이즈를 염두한 것이다.2
지금과 비교하면 조약한 기술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복사, 자르기,
붙여넣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심지어 정보가 과다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다층적인 레이어 구성을 가진 그녀의 작품은 전형적인 디지털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을 보이고 있다.

1

(1948- ), 1970년 캔자스 시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에서
아민 호프만(Armin Hofmann)과 볼프강 바인가르트(Wolfgand Weingart)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바인가르트의 뉴 웨이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바인가르트 스타일을 아메리칸 뉴 웨이브로 발전시켰다. 1982년,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를
위한 홍보물을 비디오와 컴퓨터를 사용한 실험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크게
주목받은 그녀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가장 먼저 사용한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
컴퓨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모색했다.

2

배민기, <그래픽디자인의 컴퓨터 기반 디지털 시각성에 대한 표현연구 글리치(glitch)한 시각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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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림 2.1. 에이프릴 그레이먼, <디자인 쿼털리> 통권 133호 포스터 디자인, 1986
(우) 그림 2.2. 프리더 나케, [무제],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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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이프릴 그레이먼 등의 디자이너들이 컴퓨터를 조형에 활용한
선구자는 아니다. 디자이너들에 비해 컴퓨터의 사용성에 구애받지 않던
엔지니어들, 프리더 나케(Frider Nake), 게오르그 네스(Georg Nees),
마이클 놀(Michael Noll)1 등은 GUI에 등장에 앞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를 통한 조형을 선보였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한 그들의 조형은
당시 컴퓨터가 지금과 같이 범용적인 것이 아닌, 전산학의 전문적 영역에
속해있었기에, 용도에서 벗어난 실험적 사례로만 치부되고, 컴퓨터의
사용성이 전산학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다룰 수 없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디자인 혹은 미술분야의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2
이처럼, 컴퓨터가 디자인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데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GUI는 이에 큰 역할을
했다. 컴퓨터가 디자인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의 보편적인 저작 방식은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앨런 럽튼(Ellen Lupton)3 은 <보편적 디자인의 역습>에서 오늘날
디자인에서의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보편화된 저작 방식을 언급하면서, 심지어는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들의 사용성이 극대화된 나머지, 더 이상 전문분야로서 디자인의
보편적 저작 방식일 뿐만 아니라, 분야 밖의 일반인에게도 보편적임을
주장한다.

1

1960년대에 활발히 활동한, '컴퓨터 그래픽의 3N'이라 불리는 컴퓨터 아트의
선구자들로, 나케와 네스는 독일에서, 놀은 미국에서 활동했다.

2

이들은 당대에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점과 귀한 자원인 컴퓨터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점 등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많아
평가절하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재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마이클 놀은 그
작업량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수의 작품들만이 보존되었다. 비록, 이들의 시도가
당시 미술 분야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예외적으로 만프레드
모어(Manfred Mohr)와 같이 일부 선구자에 해당하는 예술가들은 낮은 사용성을
극복하고 컴퓨터를 조형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3

(1963~), 뉴욕 쿠퍼 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의 큐레이터이자,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MICA)의 디자인 씽킹 센터와 동 대학원 과정의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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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디자이너란 단지 타이포그래피 전문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날로 늘어가는 고급 사용자 집단도 디자이너의 범주에 포함된다.
'보편적'이란 말은 더 이상 헬베티카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대해진
사용자 집단에서 보편성이란 포토샵, 플래시, 애프터 이펙트 같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중략)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적 투명도,
겹치기, 이미지 합성 같은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컴퓨터 표현기법은 헬베티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편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4

한가지 명확히 해야할 점은 GUI가 디자이너들에게 소구한 점은
일반적으로 GUI라 하면 떠올리는 윈도우나 아이콘이 아니라, 기존에 손과
필기구를 통해 이뤄지던 조형의 행위를 계승한 것이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비해 불편하고, 비직관적으로 변한 행위들도
있지만,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삭제 및 언두(Undo), 끝없이 겹칠 수 있는
레이어, 수학적으로 구현된 매끈한 벡터 곡선 등의 장점들 앞에서 이러한
소소한 단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형활동에 최적화된, 더불어 오늘날 보편화되어 관성적으로
편리하다 여겨지는 GUI기반 소프트웨어의 저작방식에도 불구하고, 과거
접근성을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GUI 이전의, 명령어 인터페이스(Command
Line Interface; CLI)를 바탕으로 하는 둔 프로그래밍 기반의 저작방식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힘입어
매체의 중심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매체로서 컴퓨터의 대두가
저작방식으로서 프로그래밍의 대두로 이어지는 것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에 기반한 것으로, 흔한 사례로 웹에서 접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래픽들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며, 이처럼 능동적으로

4

헬렌 암스트롱(Helen Armstrong), 이지원 역,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비즈앤비즈, 2009,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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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활용하는데는 아직까지는 프로그래밍이 유일한 방법이다.
근본적으로 GUI기반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케서린 헤일즈(N. Katherine
Hayles)1 가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 하드웨어의 기계적 작동체계가 이루어지는
최하층(아날로그), 소프트웨어 상 디지털 코드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중간층(디지털), 그리고 실생활의 사물과 형태학적 유사성을 지니는 GUI의
최상층(아날로그)의 오레오 쿠키와 같은 구조라 묘사했듯이2 , 그 내부는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GUI가 이러한 명령어들을 매개하고 있다.
반면, 프로그래밍은 통합개발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3 의 등장으로 GUI가 도입되고, 언어적인 명령문을
그래픽 요소로 치환한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Visual Programming
Language, VPL)4 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GUI기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처럼
행위가 조형에 관련한 명령어로 대응되는, 조형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목적으로 하는 것,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형을 목적으로 언어적 명령문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고하다. 즉, GUI기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는 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가깝게 조형을 할
수 있는 반면, 프로그래밍에서는 기호, 즉, 컴퓨터 언어를 통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 조형을 한다.

1

(1943.12.16~), 포스트모던 문학 평론가로, 전자 문학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미국 듀크 대학의 문학대학원의 교수이자 학과장을 맡고 있다.

2

배민기, <그래픽디자인의 컴퓨터 기반 디지털 시각성에 대한 표현연구 글리치(glitch)한 시각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p.58

3

기본적으로 코드 편집기, 컴파일러, 프로그램 수정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설치기 등으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의 프로그램 작성
환경으로, 자립형이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작성
언어용 사용자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 애플리케이션 개발용 통합 개발 환경이다.

4

언어 대신 그래픽 요소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예로는
Max(http://www.cycling74.com)와 vvvv(http://www.vvvv.org)가 있다.

24

행위를 통한 조형과 명령문을 통한 조형이라는 차이 외에도 프로그래밍과
GUI기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피드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GUI기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위지윅(WYSIWYG)5 방식을 통해 행위에
대한 조형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행위와 조형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프로그래밍은 HTML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작성한 명령문에 대한 피드백이 편리하지는 않다. 이러한 즉각적 피드백의
어려움은 명령문의 작성이라는 행위와 괄과물로서 조형 간의 거리감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처럼 행위와 그 결과가 격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조형활동을 이분적으로 계획과 그 실행으로 볼 때, 실행의 주체는 컴퓨터가
된다.

조형의 계획과 실행이 분리된 사례는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예술가 솔 르윗은 물리적인 물질들을 갖고서 작업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968년부터 시작한
'벽 그림(Wall Drawing)' 연작에서 실제 작품은 조수가 그리게 하고, 르윗
본인은 조수를 위한 작업 지시문만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단지,
대리자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방식 뿐만 아니라, 더욱이 르윗의 작업 방식이
프로그래밍과 유사한 점은, 이 지시문이 문자 그대로, 그림이 아닌, 언어로만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벽 그림 #65]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색상을 이용해 무작위로 그려진, 짧지 않고, 직선이 아니고,
교차하고 접촉하는 선들이, 벽의 전면을 덮으며, 최대의 밀도로
일정하게 분산되게끔.6

5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칭으로, 사용자가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6

임근준, <[임근준의 이것이 오늘의 미술!] 조각가 '솔 르윗'>, 한국일보,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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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어로 된 명령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리자를 통해 그리는
벽 그림의 작업방식은 코드를 작성하고, 컴퓨터가 이를 수행하여
렌더링(Rendering)하는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저작 방식과 유사하다.
심지어 벽 그림과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 또한 유사하다. 이러한
시각적 유사성은 양자의 공통점, 즉, 방식으로 부터 비롯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은 양자가 공통분모로
하는 방식에서 기인하는 시각성에 차이에서 비롯하는 시각성을 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양자가 공유하는 명령문-대리자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시각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다.
1. 무작위성: 무작위성이 명령문에 포함된 경우, 매번 재생산될
때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무작위로 그려진)
2. 다형성: 명령문이 실행될 장소가 변수로 작용하며, 그 변수에 따라
같은 명령문이라도 그 결과가 다르다.(벽의 전면을 덮으며)
3. 유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규칙들에 의해, 재생산된
결과물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네 가지 색상, 짧지 않고, 직선이
아니고, 교차하고 접촉하는 선들, 최대의 밀도로 일정하게 분산되게끔)
4. 모듈성: 대리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명령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 선, 면의 기초적인 조형요소들을 사용한 추상적인 조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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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림 2-3. 솔 르윗, [벽 그림 #65]의 부분
(우) 그림 2-4. 솔 르윗, [벽 그림 #289]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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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솔 르윗, [벽 그림 #793B]

(좌) 그림 2.6. 솔 르윗, [벽 그림 #1185]
(상) 그림 2.7. 솔 르윗, [벽 그림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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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 처럼 프로그래밍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은 솔 르윗의
벽 그림 연작에 사용된 방식과 같으나, 그 수행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라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방식의 공통점으로 부터 기인하는 특징에
사람에 비해 컴퓨터가 지니는 단점과 장점에서 비롯하는 특징을 더한
결과로 프로그래밍을 바라보고, 그 결과물로서 그래픽들이 가지는 시각성을
살펴본다.

컴퓨터의 고속성과 연산성은 컴퓨터가 명령문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사람에 비해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은 초고밀도의 표현을 선보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초고밀도의 표현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기반 디지털의 시각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컴퓨터의 성능이 신장하면서
다층적인 레이어 구조가 가능해지자 그래픽 디자인의 시각적 밀도는 급속히
높아진 바가 있다.1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반응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초기 작업에서 부터 이러한 경향을 보여왔다.

프로그래밍의 함수는 주어진 값, 즉,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결과를
내놓거나,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변수에 의한 변화는 조형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부여한다.
이러한 다형성의 특징은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된 조형이라도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게 하여 거시적인 통일성 아래 미시적인 차이를 보이는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는데, 변수에 무작위의 숫자를 적용한다면 이는

1

배민기, <그래픽디자인의 컴퓨터 기반 디지털 시각성에 대한 표현연구 글리치(glitch)한 시각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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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무작위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벽 그림의 시각성에서는 이러한 다형성을 가진 그래픽들 간의 특징을
유사성이라 정의했다. 그 이유는 르윗의 명령문이 그가 이데아로 설정한
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들은 이데아의 상에서 비롯하기보다는 명령문에 내포된
무작위성과 변수들에 기인한, 원본이 없는 유사성이기에 상사성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상) 그림 2.8. Marius Watz, [ArcSurf]의 부분, 2012
(좌) 그림 2.9. 손우성, [Noise Stroke]의 부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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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림 2.10. Casey Reas, [Process17], [Process18], [Process16], [Process15], 2010
(하) 그림 2.11. Joshua Davis, [Matika 01], [Matika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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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윗은 대리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명령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 선,
면의 기초적인 조형요소들을 사용했지만, 컴퓨터의 경우, 사람보다도 구상적
대상을 그려내는데 취약하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경우, 그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기초적인 조형요소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데이터로서 구상적 대상이 주어진 경우에는 자유로운 복제
기능에 의해 이를 표현할 수 있기에, 구상적 대상의 표현과 복잡한 도형 등을
조형요소로 사용하는 경우, 모듈화된 객체들이 조형요소의 기본이 된다.

초창기에 고속연산장치로서 고안되었기에 컴퓨터는 수학적 연산이 매우
빠르다. 따라서 수학적 공식에 바탕을 둔 명령문들을 컴퓨터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공식들이 시각화된 결과는 많은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프랙탈 이미지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오늘날, 물리적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수학적으로 공식화된면서, 이를 시각화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티클 애니메이션을 통해, 바람, 불, 유체 등을
표현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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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림 2.12. Joshua Davis, <Aim High, Keep Moving!> 표지, 2010
(우) 그림 2.13. Stefan Sagmeister, [Being Not Truthful], 2008
(하) 그림 2.14. Jennifer Steinkamp, [Dervish], 2003

33

34

35

3장에서는 앞에서 서술된 내용과 관련한 선행작품연구들을 수록한다.
각각의 작업들은 모두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림 3.1. [Nois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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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Stroke(노이즈 스트로크)는 2차원 노이즈값을 활용하여
화면 전체에 걸쳐 역장1 을 형성한 뒤, 이 역장을 따라 움직이는
파티클(Particle)2 들의 궤적을 담아낸 것이다.
노이즈 스트로크는 본래 소리의 시각화를 목적으로 공연용으로 제작했던
인터랙티브 영상인 'Noise Particle(노이즈 파티클, 2011)'을 발전시킨 것으로,
많은 부분의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 형태가 유사하지만, 노이즈
스트로크는 노이즈 파티클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파티클들이 만들어내는
초고밀도의 궤적의 질감에 주목하였다.

그림 3.2. Noise Particle의 실황

1

Force Field, 힘의 작용이 미치는 범위로,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전기장, 중력장, 자기장 등이 있다. 파티클 시스템에서 역장은 각 파티클들의
운동에 작용하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2

일반적인 렌더링 기술로는 그려내기 힘든,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렌더링 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인 파티클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불, 폭발, 연기, 유체,
구름 등은 주로 대량의 파티클을 연산-렌더링해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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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파티클은 공연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했기에 실시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5,000개의 파티클을 연산하고, 1,280×800px의
낮은 해상도에 렌더링하도록 제작되어, 실시간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궤적의 질감은 뭉그러져 드러낼 수 없었다.1 노이즈 스트로크는 노이즈
파티클의 코드를 수정하여, 파티클의 갯수는 10배 증가시켜, 50,000개의
파티클을 연산하도록 하고, 해상도는 6,400×6,400px로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300dpi의 조건에서 최대 533×533mm의 크기까지는 품질의
열화 없이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노이즈 스트로크의 역장은 2차원 노이즈를
사용해서 만들었기에 노이즈에 관한 설명이 없이는 조형에 관한 설명이
어렵다. 따라서 노이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노이즈는 랜덤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무작위성을 도입하는데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다. 프로세싱 또한 무작위성을 위해 랜덤2 과 노이즈3 를
내장함수로 제공하고 있는데, 프로세싱의 랜덤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Syntax

random(low)
random(low, high)

1

인터랙티브 영상은 매 프레임마다 연산과 렌더링을 하기에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실시간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노이즈 파티클의 경우, 해상도가 질감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였으나, 해상도를 높일 경우, 렌더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2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랜덤함수는 의사난수 생성기(pseudorandom number
generator, PRNG)에 속해서,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값은 주기를 가지는 의사난수다.
다만, 그 주기가 너무 길어 인지할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는 의사난수도 난수로서
사용한다.

3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노이즈 함수는 펄린 노이즈(Perlin Noise)로 켄 펄린(Ken
Perlin)에 의해 19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자연의 유기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양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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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이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Syntax

noise(x)
noise(x, y)
noise(x, y, z)

랜덤은 최대값 혹은 최대, 최소값을 매개변수로 하는 반면, 노이즈는
노이즈 공간의 좌표값을 매개변수로 요구하고, 반환하는 값은 언제나 0에서
1사이의 소수다. 최대, 최소값은 없다. 랜덤은 매개변수로 똑같은 최대,
최소값을 입력해도 매 호출마다 반환되는 값이 다른 반면, 노이즈는 같은
좌표값을 입력하면 매 호출마다 반환되는 값이 같다. 노이즈로부터 다른 값을
반환받으려면 다른 좌표값을 입력해줘야한다. 바로 이 점이 랜덤과 노이즈의
큰 차이점인데, 랜덤과 노이즈가 같은 최대, 최소값, 즉, 0에서 1사이의 값을
반환하도록하면, 랜덤은 매 번 반환되는 값이 들쭉날쭉하다. 다시 말해, 각
반환값들의 변화폭을 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이즈는 좌표값의 변화량을
통해 반환되는 값의 변화폭을 들쭉날쭉하게 할 수도, 혹은 환만하게 할 수 도
있다. 이때, 노이즈의 좌표값의 변화량과 반환되는 값들의 변화폭은 비례한다.
아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각각 랜덤과 노이즈 함수를 이용하여 얻어낸
16개의 값들의 그래프로, 랜덤은 16번의 호출을 통해, 노이즈는 좌표를
0.25씩 증가시킨 값을 매개변수로 입력해서 반환된 값들이다.4

4

당연히 노이즈의 좌표값의 변화량을 크게하면, 랜덤을 통해 얻어낸 값들과 비슷하게
변화폭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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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oise와 Random의 그래프

노이즈의 좌표값의 변화량과 반환되는 값의 변화폭이 비례한다는 것은
가까운 좌표들이 비슷한 노이즈 값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표값을
매개변수로 하는 노이즈는 이러한 논리를 단지 1차원의 직선 뿐만 아니라,
2차원의 평면, 3차원의 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직선 뿐만 아니라,
평면에서도 주변에 있는 좌표들끼리 비슷한 값을 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랜덤은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는 2차원 평면의 64개의 타일들에
대해 랜덤은 64번의 호출을 통해, 그리고 노이즈는 각 타일의 좌표를 0.25씩
증가시킨 값을 매개변수로 입력하여 반환된 값을 0에서 255의 명도1 로
변환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림 3.4. 명도로 나타낸 2차원 노이즈의 값

1

채널 당 8bit의 RGB 색공간에서는 각 채널의 값이 0에서 255의 256단계 값을
가진다. 랜덤과 노이즈를 통해 반환되는 값이 0에서 1사이의 값이기에 이 값에
255를 곱하면 0에서 255사이의 값이 되고, 이를 R, G, B 각 채널에 똑같이 적용하면
채도가 없는 명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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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의 설명을 위해 유사한 랜덤과 비교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노이즈는 랜덤과 같이 난수를 반환하지만, 좌표값의 변화량을 조절하여
랜덤과는 다르게 완만한 변화폭의 난수들을 얻어낼 수도 있고, 직선뿐만
아니라, 평면, 공간 상에서 서로 간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난수들을 얻어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는 반환된 노이즈 값을 명도로 변환했는데, 당연히
명도 외에도 채도, 크기 등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 수도 있다. 노이즈
스트로크에서는 노이즈 값들을 역장의 힘의 방향, 즉, 각도로 치환했다.

0

1

그림 3.5. 노이즈 값의 치환표

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듯이 노이즈에 입력되는 좌표값의 변화량이
노이즈값의 변화폭에 비례하기에 각도로 치환한 노이즈 스트로크에서는
좌표값의 변화량을 통해 역장의 방향의 무작위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3.6. 좌표값의 변화량에 따른 역장의 무작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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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을 형성한 뒤에는 50,000개의 파티클을 생성한 뒤, 각 파티클들이
형성된 역장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노이즈 파티클 때와는 다르게,
각 파티클들에 색을 부여했는데, 파티클들이 가질 수 있는 색의 가짓수를
5가지로 한정하고, 5개의 색을 한 세트로 하여 여러 세트들을 적용해보았다.
정리하자면, 노이즈와 랜덤에 의한 무작위의 요소들 외에 직접적으로
제어한 변수들 다음과 같다.
1. 파티클에 적용될 색의 세트
2. 노이즈 좌표의 증가량-역장의 방향의 변화량

그림 3.7. [Noise Stroke]에 사용한 색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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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Noise Stroke]

44

그림 3.9. [Noise Stroke]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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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Nois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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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Noise Stroke]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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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Nois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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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Noise Stroke]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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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Nois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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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Noise Stroke]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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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Nois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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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Noise Stroke]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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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다양한 무작위도와 색상에 따른 [Noise Strok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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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다양한 무작위도와 색상에 따른 [Noise Strok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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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Reflector]

Reflector(리플렉터)는 정다각형을 만들어낸 다음, 정다각형을 이루는
선분 위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정다각형 내부의 임의의 지점으로 뻗어나가는
선이 다각형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반사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빛이
프리즘을 지나면서 굴절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업은, 초기에는
정삼각형으로 부터 시작했으나, 다른 정다각형에서의 반사되는 양상의
차이들로부터 흥미를 다양한 정다각형에서도 가능하도록 작업을 확장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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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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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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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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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렉터의 컨셉은 2012년 서울대학교 내에 새로 자리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를 위한 로고의 시안에도 활용되었다.

그림 3.24. GECE의 로고를 위한 시안

기존의 작업은 로고로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로고로서의 활용을 위해 조형에 수정을 가했고, 이를 위해 기존의
무한히 반사되는 선에 증폭의 컨셉을 더했다.
기술적으로 증폭되며 반사되는 빛을 묘사하는 두 개의 직선이 완전히
다른 반사각을 가지게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으나,
간단한 해결방법으로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반사하지 않게 했다.

그림 3.25. 반사되는 선이 면적을 가지는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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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GECE의 로고를 위한 시안에 적용된 색의 그라디에이션

형태의 수정과 더불어 기존에는 다각형을 드러내지 않고, 반사되는
선들을 통해 유추하게 했지만, 외곽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기에
외곽에 색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반사하며 겹치는 빛 줄기의 면을 구분하기
위해 빛 줄기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변용을 위해 세 가지
세트를 지정했다.
결론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시안이지만,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이
로고로서 활용되는데에 흥미를 느껴 실제 로고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서, 다양한 변수를 조작하여 로고를 만들고, 파일로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했다.

그림 3.27. 로고 시스템을 위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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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GECE의 로고를 위한 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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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GECE의 로고를 위한 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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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GECE의 로고를 위한 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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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GECE의 로고를 위한 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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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Lissajous Trail]

Lissajous Trail(리사주 트레일)은 리사주 도형(Lissajous Figure)1 위를
움직이는 다양한 패턴의 궤적을 그린 것으로, 리사주 도형이 적은 변수를
가지고도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 다형성에 매료되어 작업을 진행했다.
리사주 도형은 평면 위에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단진동2 을 합성한
궤적으로, 공학 분야에서는 오실로스코프3 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다.
리사주 도형은 두 개의 단진동의 주기가 이루는 비와 위상차4 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1

동명의 프랑스의 물리학자 쥘 리사주(Jules Antoine Lissajous, 1822.3.4 ~
1880.6.24)가 단진동의 합성을 나타내는 실험장치를 통해 그려낸 결과물이다.

2

Simple Harmonic Oscillation, 진동 중에서 가장 단순하며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는 진동으로, 중심점을 두고 양쪽으로 왕복하는 운동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단진동운동의 진폭을 시간에 따라 기록해보면 사인곡선의 형태를 띈다.

3

Oscilloscope, 인간이 감지하기 힘는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적 변화가 빠른
신호를 시각화하는 장치로, 관측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한다.

4

phase difference, 사인곡선과 코사인곡선을 두고 설명하자면, 두 곡선의 형태는
같지만, 0°에서 두 곡선의 값은 다르다. 사인 곡선의 위상에서 90°=π/2를 빼면, 두
곡선은 0°에서 같은 값을 가진다. 사인 곡선의 위상에서 90°=π/2를 빼기 전의 두
곡선에 대하여 둘의 위상차를 90°=π/2이라 한다. 쉽게는 진동이 시작된 시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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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위상차와 주기비에 따른 리사주 도형의 양상들

이상적으로는 리사주 도형을 수학적으로 온전히 이해해서 베지어 곡선
등의 방식으로 곡선으로 그려내고자 했으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차선책을 도입했다. 두 개의 단진동의 움직임을 각각 사인값으로 치환한 뒤,
이를 2,048단계로 잘게 쪼개어 각 단계마다 점을 찍은 다음, 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리사주 도형을 그려냈다. 즉, 수학적으로는 곡선이 아닌, 무수한
직선의 집합으로 리사주 도형을 그리고, 그 위를 다음과 같은 패턴들이
움직이며 궤적을 남기도록 했다.
궤적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기위해 패턴들이 진행방향에 수직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실수로 진행방향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회전속도를
가지했더니 그 궤적이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를 발전시켜, 패턴이
리사주 도형 위를 움직이는 주기와 패턴 자체가 회전하는 주기를 독립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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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간에 정수비를 유지하여 패턴의 중심이 리사주 도형 위를 한바퀴 돌 때,
패턴 또한 n바퀴를 돌아 궤적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림 3.34. [Lissajous Trail]에 적용된 궤적의 패턴들

두 개의 단진동의 주기가 이루는 비에 따라 리사주 도형 형상이
결정되지만,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리사주 도형과 리사주 도형을
형성하는 두 개의 단진동을 시각화하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는 단진동의 주기, 위상차, 그리고 패턴이 도형 위를 도는 주기와
패턴이 회전하는 주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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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Lissajous Trail]의 GUI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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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Lissajous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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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Lissajous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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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Lissajous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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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Lissajous Trail]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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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Lissajous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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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Lissajous Trail]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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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Lissajous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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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Lissajous Trail]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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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의 기원이 일관성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기원과 그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이덴티티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구분하는 특징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이덴티티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구분하는 기준을 그 주된 특성인 가변성으로 설정하여, 일관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기원과 그 역사를 매체의 변화를
따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기원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의견을 빌리자면, Underconsideration1 의 블로그인
Speak Up의 참여 저자인 존 휴이트(Jon Hewitt)는 칼 게르스트너(Karl
Gerstner)2 의 boite a musique를 위한 로고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기원으로 꼽으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ㅤ Underconsideration은 디자인 컨설팅 회사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기도
한다. Speak Up은 블로그가 대두되던 2002년에 만들어진 디자인과 관련한 최초의
주요 블로그로, 2009년까지 전세계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받아오며,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 Speak Up은 됐으나, Speak Up의 하위에 있던 Brand New가
독립하여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2ㅤ Karl Gerstner(1933~1983), 스위스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예술을 과학과 접목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다양한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서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이 시스템을 당시 한창 발전하는 중이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까지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한 <프로그램
디자인하기>는 1960년대 광적인 문화 성향을 상징하는 표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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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를 최근 디자인의 경향이라 생각한다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뿌리가 칼 게르스트너가 1959년에 디자인한 바젤의
레코드 가게인 boite a musique을 위한 아이덴티티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 시스템은 매우 기본적(Basic)으로 보이지만, boite
a musique의 아이덴티티는 명백히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이다. 이
아이덴티티의 흥미로운 점은 그 가변성보다는 게르스트너의 설명으로,
그는 이 아이덴티티의 기능하는 요건에 따라 그 특징(Signature)과
스타일이 함께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이덴티티가 변함없는(Consistent) 모습에 의해 각인되는 것 보다는
스타일과 무드, 톤(Tone)과 같은 덜 구체적인 것(Someting less
tangible)에 의해 각인되는데 관심이 있었다.3

그림 4.1. Karil Gerstner, boite a musique의 로고 시스템, 1959

3ㅤ Jon Hewitt, <Flexible Consistency, Consistent Flexibility>, http://
www.underconsideration.com/speakup/archives/004431.htm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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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역사적 사례는 22년을 지나 찾아볼 수 있다. 1981년 뉴욕의
맨하탄 디자인(Manhattan Design)의 프랭크 올린스키(Frank Olinsky)가
세계 최초의 비디오-음악 채널 MTV를 위한 로고에서 넓은 면적의 반듯한
M자 위에 TV를 무성의한듯 손으로 낙서한 것 처럼 비스듬히 휘갈겨 쓴
디자인을 선보였다. 비정형의 서체를 사용한 것 또한 놀라웠지만, MTV의
아이덴티티가 주목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지닌 가변성 때문이었다.
MTV의 로고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담을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통해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MTV는 TV라는 영상매체의 특성을 살린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선례로 남아 이후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영상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선보이며 스테이션
아이디(Station ID)와 같은 독자적인 분류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림 4.2. MTV의 로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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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례는 오늘날 가장 익숙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사례로,
구글(Google)의 두들(Doodles)이다. 구글 두들은 1998년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이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린 버닝맨(Burning Man) 페스티벌에 자신들이 참가함을 구글
사용자들에게 알리고자 버닝맨 페스티벌의 상징을 구글의 첫 화면에 있는
구글 로고의 철자 중 두 번째 'o' 자에 병치한 작은 장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이를 전담하는 팀들에 의해 주요 행사나 기념일 등을 로고에
반영하여 선보이는 플랫폼이 됐으며, 구글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로
자리잡게 됐다.

그림 4.3. 최초의 구글 두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역사적 사례로 든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체 환경의 변화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등장이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가운데, 위의 사례들이 인쇄, 영상, 인터넷이라는 각
매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략적으로 알 수 있듯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등장은 아이덴티티를 매개하는 매체 환경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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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매체 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최근 10년 사이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과
대중화로 인한 변화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의 대중화는 양적으로
데스크탑 형태의 컴퓨터의 보급만을 의미하거나, 질적으로 단지 컴퓨팅
환경의 일상화만을 지칭하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다. 컴퓨터의 대중화는
양적으로는 오늘날 보편화되어가는 스마트폰의 보급을 포함하고, 질적으로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을 포함한 컴퓨팅 환경의 일상화가 가져다준
인터넷의 보편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 따라서 컴퓨터의 대중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컴퓨터와 온라인에 접근 가능한 유비쿼터스1 환경의
도래와 같다. 그 등장에서부터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가 가져온 매체 환경의 변화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요인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스크린 기반의 동적 매체의 대두
2. 저작 환경의 보편화
첫째, 동적 매체의 대두는 종이 등의 정적 매체에서 스크린, 즉, 동적
매체로의 매체 경험 빈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스크린 기반
매체를 접하는 빈도는 컴퓨터의 주요 출력 장치로서 스크린 기반 매체가
컴퓨팅 환경의 보편화를 따라 함께 보급되면서 필연적으로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덴티티를 주로 접하게 되는
매체 또한 정적 매체에서 동적 매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프
올린스(Wolff Olins)2 의 CEO인 칼 하이젤먼(Karl Heiselman)은 스크린 기반
매체의 경험 빈도 증가가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1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2ㅤ 울프 올린스(Wolff Olins)는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로 제 30회 런던 올림픽,
AOL, 뉴욕시, 뉴 뮤지엄 등의 브랜딩을 맡았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작업을 다수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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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예전에는 주로 인쇄물과 사인 시스템에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다뤘다면 지금은 스크린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제는 아이덴티티가
움직이는 모습을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정지된 상태를 디자인한다.3

이와 같이 스크린 기반 매체의 경험 빈도가 증가하여 일상화되면서,
변화가 자유로운 동적 매체의 가능성은 생산자들에게 있어 가변성을 가진
아이덴티티, 즉,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스크린 기반 매체에 익숙한 소비자들 또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적인 아이덴티티와는 다른, 새로운 아이덴티티로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요구하게 되었다.
둘째, 저작 환경의 보편화는 기존의 전문적 저작 환경들이 컴퓨팅에
기반한 환경으로 흡수되고, 이러한 저작 환경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그
사용성을 발전시켜오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저작 환경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앨런 럽튼(Ellen Lupton)4 은 <보편적
디자인의 역습>에서 오늘날 디자인에서의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보편화된 저작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3ㅤ Karil Heiselman, <칼 하이젠먼 울프 올린스 CEO 인터뷰>, 월간 디자인 통권 423호
2013년 9월호, 2013, p. 91.
4

Ellen Lupton(1963~), 뉴욕 쿠퍼 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의 큐레이터이자,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MICA)의 디자인 씽킹 센터와 동 대학원
과정의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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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디자이너란 단지 타이포그래피 전문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날로 늘어가는 고급 사용자 집단도 디자이너의 범주에 포함된다.
'보편적'이란 말은 더 이상 헬베티카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대해진
사용자 집단에서 보편성이란 포토샵, 플래시, 애프터 이펙트 같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중략)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적 투명도,
겹치기, 이미지 합성 같은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컴퓨터 표현기법은 헬베티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편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저작 환경의 보편화는 비전문가, 즉, 대중들 또한 디자인에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가능성의 결과가 생비자1 와
UCC2 의 등장이다. 이제는 보편화된 대중의 저작 행위 혹은 저작 과정에의
참여는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아이덴티티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그림 4.4, 최성민, 최슬기, BMW 구겐하임 Lab을 위한 로고 시스템, 2010

1

생산자와 소비자를 결합한 신조어로 영어로는 프로슈머(producer + consumer
=prosumer)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생비자의 개념은 1972년 마셜 맥루언과 베링턴 네빗의 <현대를
이해한다>에서 "전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며 처음
등장했다. 전체적 소득 및 여가 시간의 증대와 인터넷 등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한
정보 확보의 용이함, 그리고 전기/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각종 장비 가격의
하락으로 기존에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품들의 보급화가 프로슈머의
등장을 촉진했다.

2

User-Created Contents, 우리말로는 손수제작물로 일반인이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따위의 제작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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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환경의 보편화는 비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 즉,
디자이너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저작 환경의 보편화가 함의하고 있는
저작 환경의 디지털화와 편리화는 디자이너들이 기존 저작 환경의 물리적
조건들에 의해 요구 받아 온 사소한 반복 작업에 낭비되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환경의 일반화는 단지 저작뿐만 아니라, 그 집행, 즉,
디자인한 원형의 복제, 유통, 그리고 확산의 속도까지 가속시키면서, 이전의
긴 주기에 기초한 디자인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러한
짧은 주기에 기초한 패러다임이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결합하여, 단주기에
걸쳐 다양한 변형을 보이는, 가변성이 극대화된 아이덴티티가 등장했다.
이러한 짧은 주기에 기초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사례는 대부분의 요소가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어 집행에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온라인에 기반한
브랜드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구글의 두들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저작 환경의
보편화는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전문적이고, 베타적인 저작
환경을 통해 유지되던 디자이너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변화된 컴퓨터
중심의 저작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디자인에
도입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이후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3 등의
프로그래밍 기반 저작 소프트웨어들의 등장과 함께 탄력을 받아 인터랙티브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의 새로운 분야를 생성했다. 프로그래밍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초기 시도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시스템 마크4 의 구현에 적합한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정해진 규칙과 임의성을 조합하여 변형, 조합 등이

3

어도비 시스템즈사의 상호 작용적인 벡터 기반의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웹
저작 도구이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4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나카니시 모토(中西元男)가 제시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방법론으로, 그의 저서 <NEW DECOMAS>에서 "그림 마크의 일부분을 바꾸어
넣음으로서 통일된 이미지 속에서 기업군이나 상품군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했다. 대표적인 시스템 마크의 사례로는 한국의 한샘(Hanssem)의 로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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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아이덴티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했다. 특히, 사용자와 로고 간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 특성은 프로그래밍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구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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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nigma, EPFL Alumni의 로고, 2012

스위스의 로잔연방공과대학(Ecole Polytechnique Federal de
Lausanne)의 동문회를 위한 아이덴티티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중인
브랜딩 전문 컨설턴트 회사 Enigma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동문회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한
이 로고는 가로와 세로로 5개 씩, 25개의 점을 그리드로 삼아, 임의의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선들을 그 조형으로 삼았는데, 이 선들은
로잔연공과대학의 학생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교류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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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EPFL Alumni 로고의 기본 개념 및 그리드 시스템

그림 4.7. EPFL Alumni 로고의 다양한 바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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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요소의 로고의 형태와 색이지만, 형태는 정의된 그리드의 한계
안에서 운용되기에 비슷한 조형감을 유지하고 있고, 색 또한 지정된 팔레트
안에서 운용함으로서 가변성 가운데서도 통일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8. EPFL Alumni 로고에 적용된 색의 세트들

그림 4.9. EPFL Alumni의 웹사이트

91

그림 4.10. EPFL Alumni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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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된 로고는 100,000개 이상의 변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로고의 변용을 만들기 위해 인터페이스까지 구축하였다.

그림 4.11. EPFL Alumni의 로고 시스템을 위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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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ATMO, FELF, Pigmentpol의 기본 로고, 2012

Pigmentpol은 독일의 디지털 이미지 인쇄 회사로 고품질 인쇄에서부터
각종 후가공까지 지원하는 업체로,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독일의 드레스덴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 ATMO와 베를린에 자리한 디자인 스튜디오 FELD가
협력하여 만들었다.
기본로고는 위와 같은 로고타입이지만, 여기에 육각형의 심벌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 육각형의 심벌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다.

그림 4.13.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Pigmentpol 로고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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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색면을 활용한 Pigmentpol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

인쇄 전문 회사로서 회사의 인쇄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기에 로고에는
다양한 색이 사용되지만, 불변요소로서 육각형이 작용하고, 육각형이
없더라도, 공통적으로 교차점에 늘 생성되는 흰 점과 색면 조합의 일정한
규칙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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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Pigmentpol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활용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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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Pigmentpol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활용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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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Pigmentpol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위한 이미지 생성 단계

그림 4.18. Pigmentpol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위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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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변용의 편리성을 위해 인터페이스도 구현되어 있는데,
기존의 다른 사례들에 비해 각 단계별로 분리되어있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사용성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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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강이룬, The Greeneyl, MIT Media Lab.의 로고, 2011

미국 MIT공대의 Media Lab.을 위한 새로운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한국 출신의 디자이너 강이룬과 독일의 베를린에 근거를 둔 The Greeneyl
스튜디오가 함께 디자인했다.
다학제적인 분위기의 미디어랩을 드러내는 로고는 각각 인문, 예술,
기술을 상징하는 3개의 검은점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빛이 부드럽게 섞이는
형상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3개의 점과 뻗어나오는 광선이 다양한 형태를 만들지만,
정의된 그리드 안에서 움직이기에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군을 이룬다.
여기에 완전한 고정요소로서 MIT MEDIA LAB이라는 글자가 하단에
자리함으로서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다.
색에 있어서는 6개의 색들이 팔레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3개의 색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00

그림 4.20.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에 바탕을 둔 MIT Media Lab.의 로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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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MIT Media Lab.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활용 예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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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MIT Media Lab.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활용 예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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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로고로서의 활용을 목적에 두고 제작한 작업들을 소개한다. 앞
선 선행작품연구1과 마찬가지로, 이하의 작업들도 프로그래밍을 제작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림 5.1. [Pseudo Glitch]

Pseudo Glitch(스도 글리치)는 글리치(Glitch)1 의 조형적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모사하도록 구현한 것으로 글리치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점에서 Pseudo(유사) Glitch라 이름지었다.
스도 글리치는 2013년도 1학기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업의 결과물을
발전시킨 것으로, 수업에서는 가상적 클라이언트를 상정했었다. 스도
글리치는 온라인 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가상의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실재하는 커뮤니티의
사례로는 'Stack Overflow(스택 오버플로)'2 가 있다.

1

단기적인 시스템 상의 오류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인 버그(Bug)와
구분하여 하드웨어적인 오류를 가리키는데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버그와 글리치
모두 오류를 가리키는데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며, 단순히 오류뿐만 아니라,
오류를 통해 발생하는 현상 전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2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기능을 하는 사이트로,
2008년 제프 앳우드(Jeff Atwood)와 조엘 스폴스키(Joel Spolsky)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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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발생이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원동력이고, 글리치는 오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시각 이미지이며, 그 조형적 특징이 명확하기에 글리치를
로고의 원형으로 삼게 되었다.
글리치에서 조형적인 특징을 추출하면서 염두한 점은 로고에서의
활용으로, 시각적으로 감지하기 힘든 미시적인 조형적 특징보다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큰 특징을 잡아내고자 했다.
추출한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다.
1. 가로 밀림현상
2. 채도 높은 색상
3. 원본 이미지로 부터 발생하는 질감

그림 5.2. 글리치 이미지

만들어졌다. 본래 스택 오버플로는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 메세지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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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밀림 현상은 색감과 더불어 글리치의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성으로, 추측하기로는 픽셀의 배열이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로로 밀린 픽셀이 이루는 형상들은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해보여 이를 각각 긴 블럭, 나늰 블럭, 엇갈린 블럭, 이어진 블럭, 도트
블럭이라 이름 지어 체계화했다.

그림 5.3. 글리치에서 나타나는 블록의 유형들

고채도의 색상은 이미지의 열화과정에서 색공간을 이루는 각 채널 값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련의 색들이 과거 EGA1 의 16색과
유사했는데, EGA의 색상은 1980년대 비디오 게임의 색감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디오 게임은 글리치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던
매개체로, 전문용어에 속한 글리치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전파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색 자체의 유사성에 더불어 문화적 감수성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을
향유한 세대들이 성장하여 오늘날의 주 사용자 연령대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고 여겨져 EGA의 16색 중, 고채도의
8색을 로고에 사용했다.

그림 5.4. [Pseudo Glitch]에 사용된 색상들

1

Enhanced Graphics Adapter(강화 그래픽 어댑터), CGA와 VGA 사이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표준 규격으로 1984년 IBM이 자사의 새로운 PC/AT에 탑제하여
선보였다. 오직 16색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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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질감은 글리치의 주요 특성이나, 구상적인
이미지에서 비롯한 질감을 추상화시켜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신, EGA의 색에서 로고의 색을 선택한데서 착안하여, EGA와
같은 시대에 사용되던, 제한된 기술적 환경에서 적은 수의 색으로 다양한
색을 병치혼합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던 디더링(Dithering)2 패턴을 질감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림 5.5. [Pseudo Glitch]에 사용딘 패턴들

글리치로부터 추출한 조형요소들을 조합하여 기본적인 로고의 디자인을
해보았다. 가로로 8개, 세로로 8개 씩, 총 64개의 정사각형 블럭을 11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이 11개의 블럭마다 배경색, 패턴, 패턴의 색을 부여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나뉘어진 구획들이 시각적으로 다시 합쳐져
보이지 않도록 했다.

2

제한된 색으로 다른 색이나 음영 등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으로, 과거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없었던 초기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되던 방법이만, 오늘날
계단현상을 제거하는 안티 얼라이어싱도 디더링 기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병치혼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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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Pseudo Glitch]들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작업한 원안에서 겪은
문제점은 구획을 나누는데 있어 글리치처럼 무작위성이 드러나게 나누는게
쉽지 않았고, 특히 나눌 구획의 수가 제한된 경우에는 매우 어려웠다.
프로그래밍의 랜덤, 혹은 노이즈1 를 사용하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너무
정직하게 분할하거나, 한 구획만을 너무 크게 설정하는 경우가 잦았다. 두
경우 모두 무작위성이 낮아 보였다.

그림 5.7. 극단적인 균형 분할과 비균형 분할의 예

1

랜덤과 노이즈에 대한 설명은 3장 1절 Noise Strok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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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성을 제어할만한 변수를 물색하던 가운데, 총 블럭의 갯수와 나눌
구획의 갯수가 정해진 경우에 구획에 할당될 블럭의 평균은 늘 같다는 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블럭의 갯수가 16개고, 이를 4개의 구획으로 나누면,
각 구획에 할당되는 블럭의 갯수의 평균은 늘 4개다. 따라서 무작위성은 각
구획에 할당되는 블럭의 갯수가 평균적으로 할당될 갯수와 차이가 날 때
발생하며, 차이가 클 수록 무작위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위한 변수를
통계학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2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랜덤을 이용하여 각 구획을 나눈 뒤, 각 구획에 할당된
블럭의 갯수들로부터 표준편차를 구했다. 표준편차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현재 조건, 즉, 현재 총 블럭의 갯수와 나눌 구획의 갯수를
바탕으로 가장 큰 표준편차를 구한 뒤, 이 값으로 매 시행의 표준편차를
나누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잘못된 점을 발견했는데,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경우는 한 구획이 나머지 구획에 할당될 블럭을 제외한 모든 블럭을
차지하는 경우로, 가정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가장 무작위성이 클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각적으로는 본래 피하려던 경우였다.

그림 5.8. 표준분포가 최소인 경우, 중간, 최대인 경우의 예

2

Standard Deviation, 통계집단의 분배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산포도(Degree
of Scattering) 중 하나다. 분산(Deviation)의 제곱근값과 같다. 분산은 변량 x의
평균값을 E(x)라 할 때, {x－E(x)}2의 평균값이다. 분산이 0일 때, 표준편차도 0이고,
이는 변량들이 모두 평균과 일치하는 상태, 즉, 통계집단의 분배정도가 완전히
균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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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정도의 무작위성을 가진 로고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림 5.9. [Pseudo Glitch]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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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Pseudo Glitch]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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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Pseudo Glitch]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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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Pseudo Glitch]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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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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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117

그림 5.15.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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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그림 5.15]의 흑백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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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패턴으로서의 [Pseudo Gl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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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그림 5.17]의 다른 색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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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Tile]

Tile(타일)은 모듈화된 그래픽 요소의 배열을 통해 형성되는 조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분할된 구획들에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듈들을 임의로
배치하고 임의의 색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사각의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반씩 나누어 만들어진 4개의 타일로
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타일이 4개로 분화할 수도 있고, 4개의 같은 사이즈의
타일들이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하나로 융합할 수도 있게 했다.

그림 5.20. 타일의 분화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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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4개의 타일을 1세대로 하여, 분화할 때마다 세대 수를 증가시켜,
이를 변수 삼아 세대가 증가할 수록 분화할 확률은 낮아지고, 융합할 확률은
높아지게 했다. 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분화와 융합을 반복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복잡도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작게 분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림 5.21. 분화와 융합을 거친 타일의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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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4개의 타일에서는 로고로서 이용할 수 있는 조형을 만들고, 분화와
융합을 반복한 복잡한 타일에서는 패턴 등에 응용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여 다양한 모듈과 색상을 적용해보았다.

그림 5.22. [Tile]에 적용된 색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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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Tile]에 적용한 모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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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2x2의 [Tile]들

126

그림 5.25. 2x2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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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2x2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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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2x2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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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2x2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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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2x2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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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고밀도의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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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고밀도의 [Tile]

133

그림 5.32. 고밀도의 [Tile]

134

그림 5.33. 고밀도의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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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고밀도의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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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고밀도의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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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고밀도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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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고밀도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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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고밀도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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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고밀도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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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고밀도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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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고밀도의 [Til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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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Cell]을 통해 만들어진 심볼들

Cell(셀)은 세포 자동자(細胞自動子, Cellular Automaton)1 를 기반으로
주어진 초기값과 규칙에 따라 블럭을 생성하고, 생성된 블럭에 다양한 모듈과
색상을 적용하여 심볼 및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셀은 앞선 선행작품연구2의 작업들에서 두 가지 컨셉을 가져왔다. 스도
글리치에서는 로고가 곧 패턴으로 확장되는 컨셉을, 타일에서는 다양한
모듈의 사용을 차용했다. 적은 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로고로, 많은
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포 자동자를 통해
같은 배열의 블록이 생성되더라도 어느 모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조형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높은 활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자했다.

1

뒤에 이어지는 6장 2절에서 설명하나, 세포 자동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Daniel
Shiffman,<The Nature of Code>, 2012, p.323~p.35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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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엇에 앞서, 작업이 기반하고 있는 세포 자동자에 대한 설명을
한다. 세포 자동자에 대해서는 다니엘 쉬프만(Daniel Shiffman)1 이
프로세싱을 바탕으로 자연계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그의 저서, <The Nature
of Code>를 통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이를 번역하고 내용을 더해
옮긴다.
세포 자동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세포2 들이 이루는 시스템이다.
1. 세포는 격자 위에 존재한다. 이 격자는 1차원, 혹은 2차원의
격자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차원이라도 가능하다. 또한
2차원을 기준으로 격자의 모양은 정사각형, 혹은 정육각형 등 어떠한
모양이라도 상관 없다.
2. 각 세포는 유한한 갯수의 상태를 가진다. 여기서 상태는 의미적인
것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나 논리값 등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각 세포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값을 0과 1로 정한다면, 상태는
켜짐과 꺼짐, 혹은 삶, 죽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상태를 세포에 부여하고자한다면, 상태의 값은
숫자 0, 1, 2, 3이 될 수 있다.
3. 각 세포는 격자 위의 다른 세포들을 이웃으로 가진다. 정의하기에
따라 어떠한 세포라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격자 위의 임의의
세포를 이웃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접한 세포들을
이웃으로 한다. 2차원 평면의 정사각형 격자 위의 세포를 예로 들면,
이웃은 자신의 좌, 우에 있는 세포들이 될 수도, 혹은 자신을 둘러싸고

1

미국 뉴욕 대학교의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다른 저서로 프로세싱 교육서인 <Learning Processing: A Beginner's
Guide to Programming Images, Animation, and Interaction>가 있다.

2

생물학적인 의미의 세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라 부르는 이유는 본문에
기술되어 있듯이, 정보체가 주어진 규칙에 따라 스스로를 복제하여 생산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세포의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147

있는 8개의 세포들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자가 정의하기 나름이다.

그림 6.2. 세포 자동자의 상태와 이웃에 대한 예시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세포들이 모여 각자 자신의 상태와 이웃들의
세포를 매개변수로 삼는 규칙, 즉 함수에 의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세포 자동자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작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작점에 해당하는 세포, 혹은 여러개의 세포를 만들고 이를 1세대로
정의한다. 세포 자동자가 시작되면 1세대의 세포는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1세대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은 2세대로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1세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세대가 증가하며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세포 자동자는 격자, 상태, 이웃의 정의, 그리고 규칙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세포 자동자는 1970년대에
존 호턴 콘웨이(John Horton Conway)1 에 의해 제창된 생명 게임(Game of

1

(1937.12.26~), 유한군, 매듭 이론, 수론, 조합 게임 이론, 코딩 이론 등에 업적을
남긴 영국 출신 수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이다. 생명 게임 외에도, 한국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의 소설 <개미>에서 소개된 읽고 말하기 수열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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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2 과 스티븐 울프램(Stephen Wolfram)3 의 기초 세포 자동자(Elementary
Cellular Automaton)가 있다.
작업에 도입된 것은 울프램의 기초 세포 자동자로, 다시 «The Nature of
Code»를 인용한다.
기초 세포 자동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격자는 1차원 격자다.

그림 6.3. 9개의 세포자 자동자

2. 기초 세포 자동자의 상태값은 0과 1뿐이다.

그림 6.4. 세포 자동자의 상태에 대한 예시

3. 기초 세포 자동자의 이웃은 양 옆의 세포다.

그림 6.5. 세포 자동자의 이웃에 대한 예시

2

일반적인 의미의 게임이 아니다. 1세대 세포를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용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할 수 없다. 생명 게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Daniel Shiffman,
<The Nature of Code>, 2012, p.342~p.349를 참조.

3

(1959.5.29~),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로, 입자물리학, 천체물리학, 복잡도 이론,
컴퓨터 대수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컴퓨터 수학 프로그램 매스매티카의
제작자이며, 웹 지식검색/연산 엔진인 울프럼 알파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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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 세포 자동자의 조건에서 규칙은 8가지 경우의 수만을
고려하면 된다. 상태값이 둘이고 규칙에서 고려하는 상태값의 갯수, 즉 세포
자신과 이웃 세포들의 수는 셋이기에, 세포와 이웃들의 상태값의 경우의 수는
23=8이다.

그림 6.6. 세포 자동자와 그 이웃의 상태값들의 경우의 수

조건이 고려할 경우의 수가 8가지 뿐이기에, 각 경우들에 대해 다음
세대의 세포를 생성할지의 여부, 즉, 규칙을 0과 1로 적어 규칙의 세트를
만든다. 이는 여덟자리의 이진수와 같다. 여덟자리 이진수이기에 규칙은
28=256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림 6.7. 세포 자동자와 그 이웃의 상태값들의 각 경우에 대한 규칙의 예시

그림 6.8. 세포 자동자와 그 이웃의 상태값들의 각 경우에 대한 규칙의 예시의 그래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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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세포 자동자의 원리에 대한 예시

일련의 설명을 예로 들면, 위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초기 세포를 9개 만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 세포의 상태값을
010010000로 정의한다. 5번째 세포에 대해 다음 세대의 세포를 생성할지의
여부를 규칙의 세트를 살피고자한다. 이를 위해 이웃과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하는데, 이웃의 상태는 모두 0이다. 왼쪽의 이웃부터, 자신, 그리고
오른쪽 이웃의 상태값을 나열하면 010이다. 규칙의 세트는 01011010인데,
세트에서 나열된 상태값, 010에 대한 규칙은 3번째에 위치하고 그 값은
0이다. 즉, 다음 세대의 세포를 생성하지 않는다.

세포 자동자를 적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를 수록한다.
초기값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몇 가지 규칙들을 적용하여 이진화한
것으로, 세포 자동자를 도입한 이유는 그 자체가 내포한 다양한 양상, 즉,
다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기값으로서 명료한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이진화하여 적용한다면, 개인마다 고유한
심볼 혹은 패턴을 가지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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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세포 자동자를 활용한 이미지들 중 일부

152

그림 6.11. 세포 자동자를 활용한 이미지들 중 일부

153

세포 자동자를 활용하여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하기는 하지만, 초기값과는 무관하게 규칙이 조형을 지배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사주 도형과 같이 수직인 두 개의 세포
자동자를 배치하고, 이로부터 세포를 생성해보았다.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다, 조형적인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기에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포 자동자를 통해 세포, 즉, 모듈이 적용될 블럭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는 블럭에 적용할 모듈을 디자인하고 적용했다. 두 개의 세포
자동자가 겹쳐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가로에 적용되는 모듈과 세로에
적용되는 모듈을 달리해보거나, 모듈끼리 겹쳤을 때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그림 6.12. 초기의 디자인 모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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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초기의 디자인 모듈들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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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사각형 모듈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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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삼각형 모듈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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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선 모듈을 적용한 세포 자동자 이미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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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블럭에 모듈을 적용하는 것 외에, 세포 자동자의 이웃개념을
확장해서, 생성된 블럭들에 이웃관계를 형성해 보았다. 세포 자동자에서는
이웃이 자신의 양 옆 세포였다면, 블럭의 이웃은 2차원 평면에서 블럭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블럭들 중, 상, 하, 좌, 우의 4개나, 대각선의 4개의
블럭으로 정했다. 4개로 정한 이유는 만들어야 되는 세트를 구성하는 모듈의
갯수가 이웃의 갯수를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2(이웃의
갯수)

개로, 이웃의 수가 4개일 때는 16개의 모듈을 디자인해야한다.

그림 6.17. 이웃관계에 기초한 모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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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Stripe 모듈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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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Road 모듈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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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Blob 모듈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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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X 모듈의 디자인

163

최종적으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세포 자동자에 의해 세포, 즉, 모듈이 적용될 블럭을 생성하는데는
다음의 두 가지 변수가 있다.
1. 수직인 두 개의 세포 자동자 각각에 적용된 이진수 초기값은
무엇인가? 이진수 초기값에 다라 다른 패턴으로 블럭이 생성되고,
이진수의 자릿수를 조절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 즉,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2. 수직인 두 개의 세포 자동자 각각에 적용된 규칙 세트는 무엇인가?
8자리의 이진수로 이루어지는, 256가지의 규칙세트 중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블럭이 생성된다.
블럭을 생성한 이후, 모듈을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변수가
있다.
1. 블럭의 유무, 즉, 해당 격자에 세포 자동자에 의해 세포가
생성되었는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모듈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는데 사용했다.
2. 수직인 두 개의 세포 자동자 중 어느 세포 자동자에서
생성되었는가? 횡축이나 종축, 혹은 두 세포 자동자가 겹친 것일 수 있다.
이는 모듈에 적용된 색에 사용했다.
3. 대상으로 하는 이웃의 갯수와 방향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듯이,
2차원 평면에서 블럭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블럭들 중, 상, 하, 좌, 우의
4개나, 대각선의 4개의 블럭으로 정했다.
4. 실존하는 이웃의 갯수는 몇 개인가? 예를 들어, 이웃의 대상이 상,
하, 좌, 우의 4개라면, 경우에 따라 0~4개의 이웃이 실존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으로 모듈의 크기나 종류에 사용했다.
5. 이웃이 어느 방향에 존재하는가? 같은 예로, 이웃의 대상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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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좌, 우의 4개라면, 이웃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16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 모듈의 종류에 사용했다.
6. 이웃의 이웃의 갯수는 몇 개인가? 선택적으로 모듈의 크기가
종류에 사용했다.
모듈은 위의 여섯가지 변수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디자인했고, 여기에
모듈에 적용될 수 있는 색의 조합들이 더해 시스템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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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수록한다. 서로 다른 모듈을
적용한 것을 한 세트로, 적은 수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심볼, 많은 수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순서로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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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다양한 모듈을 적용하여 생성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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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Cross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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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Cross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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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Cross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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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Cross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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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Stripe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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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Stripe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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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Stripe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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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Stripe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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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Road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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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Road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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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Road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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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Road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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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X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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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 X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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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7. X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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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8. X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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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9. Dither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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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0. Dither 모듈을 적용한 마커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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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 Dither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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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 Dither 모듈을 적용한 패턴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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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이미지들이 실제로 로고나 패턴으로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보았다. 가상의 사례들을 설정하여 적용했으나, 작품의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의 가변적 특성이 적용되기에 합당한 사례로
설정하였다.
첫번째 응용안은 가상의 일렉트로닉 레이블인 Classified Record다.
기존 음악 시장의 CD를 중심으로한 유통 구조는 MP3와 인터넷의 발달로
비물질적인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변하였다. 유통에 적은 비용이 발생하는
디지털 음원 중심의 유통 구조는 음악 시장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째로는 개인 혹은 소규모의 레이블들이 음원을 유통하기 쉬워지면서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둘째로는 짧은 주기로 발매되는 싱글이나
EP앨범의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짧은 주기로 발매되는 앨범들이 종국에는 정식 앨범에 편입되곤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각의 앨범들의 시각적 이미지는 일관성을 가지되,
동시에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이나 소규모
레이블들의 경우, 레이블이나 아티스트 고유의 로고와 앨범의 제목만을
조합여 만들어진 이미지가 대부분을 이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의 일렉트로닉 레이블인 Classified Record를
설정하고, 작품의 시스템을 적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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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Record

Classified
Record

그림 6.43. Classifide Record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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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Record

그림 6.44. Classifide Record의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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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5. Classifide Record의 뱃지와 CD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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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응용안은 화학공업품의 패키지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 중 하나는 브랜드 내부에 하위 브랜드가 많은
경우로, 다양한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혹은 단체들이 이에
속한다. 화학공업품은 그 사례 중 하나로, 원소의 다양함 만큼이나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용도에 따라서 그 패키지도 다양하다. 오히려 너무나
다양하여 각각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에는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품의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스템이 두 개의 이진수를 초기값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형상에 기초하기에,
제품의 화학적 성질을 이진화여 적용함으로서 각 제품 고유의 로고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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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6. 화학공업품 패키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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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7. 화학공업품 패키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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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는 다양한 밀도와 형태로 유사성을 가진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Cell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디자인한 8개의 모듈들 각각에
대해 16x16, 32x32, 64x64, 128x128개의 블럭 밀도를 가진 4종의 그래픽을
만들어, 총 24개의 그래픽을 전시했다.
더불어 초기값에 의해 다양한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자, 컴퓨터와 프린터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직접 패턴을 만들어보고,
프린트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총 1027장이 프린트되었다. 간결한
인터랙션을 위해 패턴을 만드는 과정은 전시 관람객들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를 이진화시킨 값을 초기값으로 삼아 블럭을 생성하도록 했고,
생성된 블럭에 모듈과 색을 바꿔 적용해봄으로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했다. 프린트는 가져가기 용이하도록 A5 크기로 했으며, 입력한
생년월일과 패턴의 생성일자와 시각, 적용된 모듈의 이름, 적용된 색상의
이름, 그리고 만들어진 패턴의 이미지가 담기도록한 가운데, 각 프린트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각 관람객마다 고유한 경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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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8. 전시에 선보인 24개의 그래픽

그림 6.49. 전시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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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0. 전시 설치 이미지

그림 6.51. 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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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2. 프린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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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3. 프린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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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4. 프린트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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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5. 프린트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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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활동에 컴퓨터가 처음으로 도임되었을 때만 해도,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조차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오직 명령문, 즉,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만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었던 시절에 이뤄진, 컴퓨터를 이용한 초기의 조형실험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뤄졌다. 심지어 당시의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던
언어는 오늘날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된 형태의 언어도 아닌
기계어였음에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예술적 가능성에 주목한 초기
실험자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방향으로 발전했고, 디자인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형성됨에 따라 조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 또한 발전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인의 보편적
저작방식으로 자리잡게되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인터페이스에 속하는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디자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방식이 된 컴퓨터의 디지털적인 시각적 특성과는 또 다른,
그 고유의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의의는 이제는 일반화된 디지털 저작방식 가운데서도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그래픽의 시각성을 분석한 가운데, 이를 저작방식의
차이점에서 주목하여 수행한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에만 기초하여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조망했다면, 본 연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저작방식과 시각성이 유사한 솔 르윗의 사례를 찾아내서 비교함으로서
매체의 특징 뿐만 아니라 특유의 방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시각성을 함게
담아내고자했다.
다만, 본 연구는 방식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시각성을 탐구하여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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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픽의
시각성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가운데, 특히
대중 매체로서 디지털 매체가 가지는 특성, 즉, 대중참여 등의 문화적 요소가
프로그래밍 기반 그래픽의 시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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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OS X 10.9.1

프로세서

2.4 GHz Intel Core i5

메모리

8GB 1067 MHz DDR3

그래픽

NVIDIA GeForce GT 330M 256 MB

통합개발환경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
Processing IDE

그래픽 제작

Adobe Illustrator CS6
Adobe Photoshop CS6

그래픽 편집

Adobe InDesign C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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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design field is influenced by the tendency of
the computer to be the main intermediator for the majority of
authoring. In comparison to the initial role of the computer as
a professional tool limited to engineers, today it has developed
into an essential authoring tool for designers, and at the core of
this transformation is the development of usability. Graphic User
Interface(GUI)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is development of
usability, and today a majority of professional software for design
has its footing in GUI. It embodies into the computer mouse and
tablet, what has been traditionally been created by the pencil
and eraser, ultimately leading the authoring environment with the
noticeable advantages that digital medium presents in comparison
to the 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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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before the appearance of GUI, in the age where
programming stood as the sole method of interaction with
computers, engineers still utilized the computer as a tool of
creating art, even if at an experimental level. To the designer,
programming as a means of an authoring cannot surpass the
advantages of intuition and convenience that GUI centered
softwares provide, for the same reasons Text-based User
Interface(TUI) is not the leading method in today’s authoring
environment. Nevertheless, even within this disadvantageous line
of comparison, programming based activities of creating forms
have steadily remained in existence from the past.
Then, why is it that programming remains a method of design
authoring regardless of such disadvantages in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This study is founded on this question, realizing
the differences in general authoring methods and programming
authoring methods, and speculating that these differences
influence the final products of each method, namely, the
visuality of each method. Futhermore, the research develops
to apply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research into studies of
their expression. From a perspective, the research is a study
on material and working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that result from different materials and processes.
Specifically, the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research
process.
1. By comparison to the popular authoring method of GUIbased software, the programming based autho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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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fined as a method of command and representative.
Furthermore, the visuality of programming-based graphics is
defined through stud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rogramming based graphics and the wall paintings of American
Conceptualistic artist Sol Lewitt, who also utilizes this method of
command and representative in his work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will be founded on the similarities of visuality between his
works and the results of programming-based authoring methods,
and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ve, that is to say, the computer
or the human, in order to ultimately define the visuality of
programming-based graphics.
2. With this definition of the visuality in programmingbased graphics, a pilot study piece 1 is proposed as a study of
expression method.
3. Observing that the multiform characteristic of
programming-based graphics intersect with the characteristic of
variability in flexible identity, plans for utilizing the programming
method in the design of flexible identity are sought in historic
context and existing examples.
4. Based on this characteristic of multiform in programmingbased graphics and the characteristic of variability and unity in
flexible identity, pilot study piece 2 is proposed as a study of
expression method.
5. Based on this preceding research of theory and expression
method, the system [Cell] is proposed. [Cell] is a system that is
able to create and utilize graphics of variable density and size,
with an overall characteristic of similarity, and will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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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 work process and application.
Digital technology has greatly influenced design, and therefore
studies on the intersecting areas of the digital and design
have been actively pursued. However, unlike existing studies
which compare digital technology based design with traditional
analog methods of design on a macro scale, this study focuses
on a more micro scale, comparing within digital technology
based design, and research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uthoring method of the popular GUI based professional design
software, and that of the programming method. The essence
of the research lies in the focus on researching the visuality of
programming based graphics.
In following research, the influence of digital technology on
society, culture, and programming based graphic will be further
pursu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unprecedented environment
of connection that is possible through today’s network. The
influence is to be further researched based on visuality,
resulting in the definition of a more complete, valid visuality of
programming-based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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