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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막 시작된 농경 사회에서는 가축 등의 소유권을 증명할 시각 수단이 

필요하여 인장을 사용하고, 영토의 분쟁이 활발하던 중세에는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한 시각적 식별의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각 가문 및 성을 대표하는 심벌이 되었으며, 시장 경제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상품을 만든 이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에는 많은 것이 내포된다. 기업의 

업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가치, 위치, 구조, 설립 목적, 철학 등 

많은 것이 담겨 디자인이 된다. 과거의 브랜드들은 종종 하나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이 많은 내용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점차 브랜드로 

대표되는 것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브랜드 자체의 구조가 복잡해졌다. 이에 

더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브랜드가 투영되는 매체 또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도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현대 사회의 브랜드는 그 확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빈번히 서비스의 확장이나 브랜드의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브랜드는 마치 유기체와 같다. 브랜드의 구조가 상위 브랜드와 

하위의 브랜드들로 나뉘는 확장적 구조를 띠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의 관계 표현에 있어 디자인과 표현 방식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살필 수 있는 파생된, 혹은 확장을 이루는 브랜드들은 

통일성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획일적이거나 다양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묶음을 떠올릴 수 없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저마다의 경영 방침에 의해 

그러한 형식을 택한 것이지만, 다양성과 어느 정도의 통일성 두 가치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형식이 없어 대중과의 소통에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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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는 하위 브랜드가 가진 개별적 가치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식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며, 다양성이 

강조된 브랜드 구조는 상위 브랜드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충성도 표현과 

서비스와 제품 구매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비대면 선호 트렌드와 더불어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타인 간에 소통을 하는 주된 방식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원격 화상 툴을 통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와 사회 현상의 변화에 발맞춰 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위 브랜드에서 제안하는 여러 모듈 요소 및 구조를 활용하여 

하위 브랜드의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저마다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구축해 나가는 모듈 활용 방식의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제작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그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살폈다. 

이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표출되는 매체, 제작 방식 및 형식에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며 브랜드의 경험이 중시되는 현시점에서 참여를 통해 

아이덴티티가 제작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이너가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결과물을 제작하는 방식,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도구를 

활용한다면 도안의 제작 및 디자인 시스템의 활용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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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한 브랜드 구조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에 대한 연구는 사례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에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브랜드의 구조와 아이덴티티 디자인 형식은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를 

지니면서도 디자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이는 형식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작품으로 제작하기 위해 선정한 브랜드는 이용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을 결성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브랜드이다. 취미 공유 

플랫폼은 물리적 장소의 제약이 없어 현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이며, 하위 브랜드, 즉 모임이 자생적으로 생성된다는 특성을 띠고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작품의 디자인적 방향의 설정을 위해 컨셉을 정하고 스케치를 거친 후에 점 

그리드를 기반으로 모듈을 여러 개 제작하여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 그리드와 모듈을 기반으로 서체를 제작해 

로고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은 그 특성에 따라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은 컬러를 통해 가능하도록 

지정했다.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의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각자가 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미 모임의 심볼을 제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드와 모듈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했으며, 이때 제작된 심볼들 중 일부를 모임의 시그니처로 

발전시켜 최종 작품에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작품 연구에서, 네 개의 카테고리 모임의 다양한 시그니처 

조합들을 제작하고 이를 각종 물품 및 인쇄물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 및 모듈 활용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 책으로 

엮었다. 이에 더해 손으로 조작하는 심볼 제작 도구의 프로토타입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심볼을 디자인하는 디지털 도구를 제작하여 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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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브랜드의 구조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참여 방식을 접목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형식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더해 최종의 결과물이 아닌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제작 방법 자체를 고안해야 

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확장에 대해 담론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자이너가 

단순히 제작자가 아닌 전체의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점차 그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브랜딩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기획자로서 어느 범위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참여자들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 및 스케치 제공에서 벗어나 직접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해내는 것으로 그 역할을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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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1]�‘달빛수영’의� 대형� 캔버스� 백� 전시� 이미지�

[그림� 7-52]�‘달빛수영’의� 이벤트� 포스터(A3:�297x420mm)�

[그림� 7-53]�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표지와� 커버� 슬리브(A4:�210x297mm)�

[그림� 7-54]�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1-15p�

[그림� 7-55]�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16-31p�

[그림� 7-56]�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32-47p�

[그림� 7-57]�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48-63p�

[그림� 7-58]�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64-68p�

[그림� 7-59]� 택타일� 심볼� 제작� 툴� 스케치�

[그림� 7-60]� 택타일� 툴:� 손으로� 직접� 모듈을� 끼워� 모양을� 조합하는� 도구의� 프로토타입� (아크릴� 제작)�

[그림� 7-61]� 디지털� 툴:�1 단계,� 카테고리� 선택.� 첫� 페이지� 화면(좌);� 카테고리가� 선택된� 모습(우)�

[그림� 7-62]� 디지털� 툴:�2 단계,� 심볼� 그리기.� 그리드� 화면(좌);� 점을� 연결하여� 모듈을� 그려� 넣는� 화면(우)�

[그림� 7-63]� 디지털� 툴:�2 단계,� 심볼� 그리기.� 심볼이� 완성된� 모습�

[그림� 7-64]� 디지털� 툴:�3 단계,� 심볼� 완성.� 심볼이� 완성된� 모습(좌)�;� 제작된� 심볼들� 모아보기(우)�

[그림� 7-65]� 디지털� 툴:� 아이패드� 디지털� 툴과� 아이맥� 화면� 속의� 슬라이드쇼,� 전시� 모습�

[그림� 7-66]� 학위� 청구전� 전시� 모습�

[그림� 7-67]� 아크릴� 오브제의� 전시� 모습�

[그림� 7-68]� 아크릴� 오브제의� 디테일�

[그림� 7-69]� 택타일� 툴� 및� 가이드라인� 북의� 전시� 모습�

[그림� 7-70]� 각종� 적용� 예시� 물품의�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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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브랜드들은 점차 세포를 늘려 나가는 복잡한 유기체와 같다. 

브랜드들은 다양한 목적 및 원인으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한 기업에서 

다른 브랜드를 경영상의 목적으로 합병하여 하위의 브랜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는 작은 규모의 단일한 브랜드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을 확장해 

여러 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브랜드는 점차 복합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특히 브랜드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현상을 드러낸다. 이런 복잡한 브랜드의 구조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갖는 관계성에 대한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 되었다.  

 

확장을 하거나 파생하여 복합적인 구조를 갖는 브랜드에 대한 연구는 경영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 방법론이나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브랜드의 구조적 요인과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의 구조와 그에 따라 

구현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을 연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구조화된 브랜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파생 혹은 확장을 이루는 브랜드에서 가장 큰 우산 역할의 상위 브랜드, 즉 

모 브랜드의 중요성보다는 우산 아래의 하위 브랜드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위의 브랜드들이 정해진 채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합병,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꾸준히 규모를 키워온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개의 개별 단위의 단일한 구조의 브랜드들이 조합을 이루어 그 

조합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후천적으로 구축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브랜드의 구조가 유기적으로 확장을 이루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브랜드들 

간의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다분히 존재한다. 특히 합병을 통해 

브랜드가 확장된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경영 방침상 

하위 브랜드의 본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에서 



 
 

 
 3 

대대적으로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성 

및 일관성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떤 과정으로 확장을 이루더라도, 모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브랜드들의 특성이 디자인에 반영되면서도 서로가 가족 

구성원임을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마련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브랜드들이 유기적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며 복잡해지는 데에 더하여 

브랜드가 투영되는 매체 또한 그 채널이 다각화되어가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디자인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브랜드의 구조와 성격, 투영 매체를 정해진 

유형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지속적으로 브랜드들은 원래의 모습이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플렉서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이 나오게 된다. 이에 신경망(neural 

network), 즉 AI를 활용하여 제너레이터를 구축한 후 기계를 통해 하위 

브랜드가 생성될 수 있는 자동 생성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위 브랜드의 다양성과 개별적 특성의 

존중 및 개별 브랜드 심볼에의 의미 부여라는 점에 있어 다소 한계를 

보여준다. 형태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대량생산한 것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디자인 과정에 끌어들인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을 디자이너가 마련할 시에 하위 브랜드의 

관계자들이 디자인 분야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듈을 활용해 직접 시각 

아이덴티티를 제작할 수 있는 구조의 참여형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하위 

브랜드의 개별적 특성을 비교적 존중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작품 연구를 통해 제안된다. 점차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사례로 내세워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제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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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과정 

 

 

[도표� 1-1]� 연구� 방법과� 과정�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및 과정, 연구의 범위, 주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주요 매체의 전환에 따른 아이덴티티 형식 변화의 흐름, 즉 

역사를 살펴 투영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어떻게 

반응하며 변화를 거듭했는지 그 흐름을 살폈다. 그리고 3장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행해지는 방식 및 방법에 대한 이론 연구를 

진행했다. 디자이너가 완성된 아이덴티티를 제작하는 일반적 디자인 방식, 

제너레이터(generator)를 통해 제작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방식, 그리고 

참여자들이 직접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참여형 디자인 방식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저서들을 살펴 작품 연구 시 활용될 디자인 방식을 도출했다. 

 

다음은 작품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4장에서는 

브랜드의 구조에 따라 보이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을 싱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리고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작품 

연구로 적합한 구조와 형식에 대하여 고찰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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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기에 적합한 종류의 브랜드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온라인 

동호회와 재래시장의 사례들을 살피고 분석했으며 작품으로 발전시키기 

적합한 종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6장에서는 가상으로 

온라인 브랜드를 설정하여 모듈 디자인 방향 및 컨셉을 기하학 조각의 조합 

기반, 그리드 유닛의 채움 기반, 그리고 분할 유닛 기반의 세 가지로 세우고 

관련 컨셉의 디자인 사례를 조사했다. 이 세 가지 방향의 컨셉을 기반으로 

모듈의 디자인 스케치가 선행 연구로써 진행되었다.  

 

앞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디자인 시스템을 가시화하기 위해 

작품 연구를 진행했다. 7장에서는, 전 장인 6장에서 진행된 방향의 컨셉 

스케치 중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모듈과 그 활용 방안이 디자인되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과 테스트의 단계에서는 참여 연구의 방법을 택하여 

진행했다. 구축이 될 브랜드의 주 참여 연령대(20-30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듈과 시스템을 활용해 심볼마크를 스케치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참여자의 스케치 작업을 디지털화하여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실용 가능성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연구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며 연구의 학술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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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도표� 1-2]� 케빈� 레인� 켈러(Kevin�Lane�Keller)가� 제안하는� 브랜드�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브랜드는 그 구조가 확장성을 띠는 

‘패밀리 브랜드’이다. 케빈 레인 켈러(Kevin Lane Keller)는 브랜드 요소를 

크게 시각적 요소와 비시각적 요소 2종류로 나눴는데1 그중에서 시각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브랜드 요소들에 한정하여 그 대상을 지정하고자 한다. 

브랜드 구조와 관련한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특성에 대해 논하게 되므로 

브랜드 요소 중에서도 시각에 호소하는 심벌(혹은 마크)과 워드마크, 그 둘의 

조합인 시그니처와 적용물들을 중심으로 사례의 연구가 진행된다.  

 

 
1 케빈 레인 켈러(Kevin Lane Keller)는 ‘브랜드를 확인하게 하고 차별화시키는데 활용되는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도구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브랜드 요소’들이라고 

설명하고, 브랜드 요소에는 브랜드네임, URL, 로고, 심벌, 캐릭터, 대변인, 슬로건, 징글, 

패키지, 사이니지(signage) 등이 있다고 제안한다. (재인용 출처: 김덕용, 2017. 『브랜드 개념과 

실제』. 와이출판사. P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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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진행되는 매체의 변화에 따른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흐름, 즉 역사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기원에서부터 

각 시대별로 브랜드의 구조와 주로 활용되었던 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위주로 선별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작품 연구에서는 작품의 결과물인 브랜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을 참여 대상으로 한하게 된다. 작품으로 

제작한 브랜드가 온라인 동호회 플랫폼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장 이러한 

플랫폼의 활용이 활발한 연령대인 20, 30세의 남녀로 참여 대상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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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리 

 

○1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는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감각 등 

인간의 여러 감각기관에 호소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인간의 시각적 감각에 

호소하는 요소들에 국한되어 거론이 되기에 그 시각 요소들의 집합체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 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칭하는 이 

용어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대표적 시각상징물인 심벌, 워드마크, 그 둘의 

조합인 시그니처와 그 시각 상징이 적용된 적용물의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2  싱글 브랜드와 패밀리 브랜드 

비지니스나 마케팅 분야에서 브랜드의 위계(brand hierarchy)를 칭하는 방식은 

사업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가 하위 

브랜드(sub-brand)를 지녀 가족을 이루는 경우를 ‘패밀리 브랜드’라고 

칭하고, 다른 연계된 브랜드 없이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싱글 

브랜드(single brand)’라 칭한다. 

 

○3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는 브랜드의 위계(brand hierarchy)를 갖는다.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는 패밀리 브랜드의 가족구성원이다. ‘상위 브랜드’는 패밀리 

브랜드의 가족 관계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브랜드로, 모체(母體) 

브랜드, 모(母) 브랜드라 불리기도 한다. ‘하위 브랜드’는 패밀리 브랜드의 자녀 

위치에 있는 브랜드들로, 브랜드 위계 및 확장, 구성요소 브랜드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패밀리 브랜드의 사업적 전략에 따라 계열 브랜드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2  

 

 
2 Aaker, David. 2002.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비즈니스북스. P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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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모든 환경에서 

획일적으로 찍어내듯 적용되는 ‘스탬핑(stamping)’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에 따라 가변성을 보이며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이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디자인이기에 본래의 시각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적용되는 

매체에 따라 움직임 및 변형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3   

 

○5  자동 생성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자동 생성형 디자인(Generative design)은 흔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은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의 

진화 방식을 모방하여 만든 기술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Generative design software 는 빠르게 수많은 디자인을 선택, 

테스트하고, 그 결과들을 학습(가능, 혹은 불가능 한가)한다. 이 과정은 

디자이너가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것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4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확장형 혹은 변형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을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것을 자동 생성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 칭한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이가윤 & 정경호. 2018. “도시브랜딩의 참여적 거버넌스에 의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표현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3. Pp. 202.  

 
4 Wikipedia, “Generative Design”: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tive_design>.  

재인용 출처: 이상은. 2016.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참여를 통한 브랜드 경험 사례 분석: 

Generative logo를 중심으로”. 한국일러스아트학회 간행물: 조형미디어학 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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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듈 

모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케임브리지 어학 사전에 의하면 

모듈은 하나의 커다란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세트의 개별 요소를 

뜻한다.5 즉 전체의 한 덩어리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여러 부분들 중 하나인 

것이다. 모듈이라는 단어는 이 정의를 전제로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건축물, 

컴퓨터와 같은 완성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 파트를 말하기도 하며, 

대학에서 한 과정을 마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각 학기들을 일컫기도 한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모듈은 종종 쓰이는 단어이다. 미리 제작된 작은 

파트들을 연결하여 완성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디자인하거나 지정된 모양의 

조각들을 합쳐 알파벳이나 한글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모듈은 

이와 같이 완성된 하나의 마크 및 로고타입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크고 

작은 조각을 의미한다. 

 

○7  모듈 방식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모듈 방식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결과물로 

도출하고자 하는 형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다. 여러 모듈 조각들과 그 

활용 규칙을 디자인하여 사용자들이 이를 조합해 다양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참여형 디자인으로 진행하기 적합한 

형태로 하위 브랜드가 상위 브랜드의 고유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독창성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8  참여 디자인 

참여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구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디자이너, 혹은 주체로부터 상위 브랜드와 함께 디자인이 되는 하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 하위 브랜드의 주체가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개발하는데, 그 형식의 실용 가능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결과물 제작 실험에 일정 그룹의 대상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

 
5 Cambride Dictionary, “Module”: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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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매체의 변화에 따른 아이덴티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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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 매체의� 발달에� 따른�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변화� 과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형식의 변화는 마크 및 로고타입 등이 투영되는 

주요 매체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했다. 도표 2-1 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다. 단순하게 소유물 자체에 도장을 찍듯 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광고 목적 등으로 표시가 되었고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 등에 동적인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다.  

2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3장에서 다룰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방식과 4장의 브랜드 구조에 따른 디자인 형식을 논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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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국가의 탄생 
 

 
[그림� 2-1]� 히타이트의� 인장.� 연대미상.�

 

 
[그림� 2-2]� 이집트의� Khemuheted� 무덤(세� 번째� 무덤)에서� 발견된� 소의� 소유권� 표식에� 관한� 벽화.�

이집트� 베니� 하산,� 기원전� 1900 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초는 기원전 고대 문명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목생활을 하며 떠돌던 고대의 인류가 한곳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다. 농사와 종교, 경제활동을 통해 초기의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며 떠오르게 된 두 가지의 추상적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재산의 소유권과 신분이다. 이 두 추상적 개념은 모두 시각적 상징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림 2-1 과 같은, ‘인장(Seal, Stamp)’이라는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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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게 된다. 고대의 도시 속 인류는 인장을 활용해 가축 등에 소유권을 

표식 하기도 했으며, 그 인장을 액세서리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신분을 

증명하기도 했다.6 

 

  
[그림� 2-3]� 유럽� 중세시대의� 깃발과� Coat�of�Arms�

 

중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말이나 소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표시를 위한 

‘브랜딩’이 존재했다. 그러다 좀 더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들이 등장한다. 즉 소유권과 신분의 증명에 더해 

‘기원(origin)’ 표식으로써의 목적이 더해진다.7 오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중세의 사람들은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식을 필요로 하였고, 깃발이나 방패, 갑옷 등에 고유의 ‘문장(heraldry)’을 

입혀 구분을 꾀하였다 (그림 2-3이 그 예시이며 이것을 ‘Coat of Arms’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문장이 각 가문 혹은 영토를 

상징하였고, 전장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또한 

소속감과 사기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로 사용이 되었다.  

  

 
6 Meggs, Phillip. B.; 황인화 옮김 (2011).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25-26. 

 
7 Mollerup, P., 2013. 『Marks of excellence: The history and taxonomy of trademarks』. 2nd ed., 

London: Phaidon.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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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쇄술의 시초 

 

   

[그림� 2-4]� 좌측부터� 니콜라� 장송(Nicolas�Jenson)이� 디자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니스� 인쇄업자� 협회의�

상표,�1481 년;� 로렌티우스� 드� 루베이스(Laurentius�de�Rubeis)� 디자인의� ‘페라라(Ferrara)’라는� 마을의�

인쇄소� 상표,�1482 년;� 페레� 미구엘(Père�Miguel)이� 디자인한� 인쇄업자� 상표,�1494 년�

 
[그림� 2-5]�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던� 워터마크,�15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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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인쇄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식들이 

생겨났다. 당시의 인쇄 과정은 종이 제작, 삽화 제작, 목판의 판각, 활자의 

주조, 식자, 인쇄 등 그 작업이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작업의 영역은 

‘길드(guild)’에 의해 엄격히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 금속활자 기술이 

독일의 마인츠(Mainz)로부터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면서 특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와 함께 꽃을 피우게 되는데, 한 도시에 수많은 

인쇄소가 세워질 정도로 성행했다.8 이로 인해 각 장인 및 업자마다 인쇄업 

및 서적 시장에서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수단이 요구되었다. 

특히 인쇄소 장인들은 책의 제목 페이지에 업장 고유의 표식을 목판이나 

금속활자로 제작해 함께 인쇄하기 시작하는데, 이 업장 표식은, 상품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를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인쇄 장인들뿐 아니라, 도시의 인쇄 

장인들 조합으로 이루어진 길드, 종이 업자의 작업장, 삽화가나 판각공의 

작업장마저도 고유의 트레이드마크를 그림 2-4와 같이 본인의 작업물에 

표시하게 된다. 그중 그림 2-5와 같은 종이 업자의 작업장 표식인 

‘워터마크(watermark)’는 현재까지도 종이의 브랜드 명칭 및 재질 등을 표식 

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이다.9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공간에 배포하는 

이미지의 지적 소유권 주장을 위해 옅은 패턴이나 로고 등을 이미지에 

레이어로 덧씌우는데, 이를 동일한 명칭으로 부른다.  

 

 

  

 
8 Meggs, Phillip. B.; 황인화 옮김 (2011).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84. 

 
9 Meggs, Phillip. B.; 황인화 옮김 (2011).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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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술의 발전 

 

 

[그림� 2-6]� 페터� 베렌스,�AEG 의� 엠블럼과� 독일� 조선� 박람회의� AEG 관을� 위한� 안내� 책자� 표지,�1908 년�

 

산업시대에 진입하여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며 점진적으로 기업 

아이덴티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량으로 생산된 공산품에는 생산 업체의 

이름이 활판 및 동판, 채색 석판의 인쇄 방식을 통해 공산품의 홍보 수단인 

벽보 광고,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 광고에 상품의 모습과 함께 

표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재력을 쌓은 사업가들은 점차 그 규모를 

키우며 대형 기업들이 탄생시킨다. 기업 고유의 서체가 디자인되고 해당 

서체는 로고타입 및 기업의 인쇄 홍보물에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데, 이로써 경쟁사 및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차별성을 획득하게 된다. 

가장 선구적이라 꼽히는 사례는 1900년대 초반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가 AEG(Allgemeine Elektricitäts-Gesellschaft)의 디자인 총괄로 

재직하며 선보인 AEG의 기업 디자인 시스템이다. 베렌스는 AEG의 전용 

서체를 제작해 엠블럼을 디자인하고 이를 AEG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은 물론 

인쇄 광고 및 홍보물, 공장 건물, 대리점 간판에까지 적용하여 AEG의 모든 

것에 통일된 시각적 특성을 부여했다.10    

 

 
10 Meggs, Phillip. B.; 황인화 옮김 (2011).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2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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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폴� 랜드,�IBM� 트레이드마크,�1956;� 패키지� 디자인,�1975;� 광고,�1981 년�

 

이러한 움직임은 매체가 더욱 다중화된 195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그 면모를 드러내며 체계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1950년경부터는 ‘시각 

아이덴티티 확립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생겨났으며, 트레이드마크나 

심벌을 포함해 이를 여러 매체에 일관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체계가 

기업마다 구축되었다.11 뉴욕의 폴 랜드(Paul Rand)는 세계적 컴퓨터 회사인 

IBM을 위해 고유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제작했고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되며 그림 2-7과 같이 광고, 패키지 등에 적용되었다.  

  

  

 
11 Meggs, Phillip. B.; 황인화 옮김 (2011).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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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텔레비전의 보급 

 

 

[그림� 2-8]� 맨해튼� 디자인,�MTV� 로고,�1981 년�

�

�

컬러텔레비전 시대가 열리고서부터는 고정적이지 않은 시각 아이덴티티 

시스템도 등장하게 된다. 특히 컬러텔레비전이 가정에 보급되고 

다채로우면서도 움직임이 강조된 유형의 아이덴티티가 등장한다. 1981년 

설립된 음악 방송 채널인 MTV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평평하고 획이 굵은 

‘M’과 자유로운 ‘tv’가 무궁무진하게 변경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디자인 

시스템이었다. 로고는 애니매이션으로 제작되어 변형되기도 하고 부수어져 

없어지기도 했다. 계속해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로고라는 설정 하에 제작된 

것이고, 이러한 가변성은 1980년대에 이르러 상용화되었던 컬러텔레비전의 

시대에 발맞춰 드러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인쇄물들까지 다양한 색채와 

질감, 장식적 요소들이 사용된 디자인을 보이게 된다.12  

  

 
12 Meggs, Phillip. B.; 황인화 옮김 (2011).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4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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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터넷의 상용화 

 

 
[그림� 2-9]� 현재(2020 년)� 사용되는� 구글의� 로고타입,�2015 년�

 

[그림� 2-10]�Giles�Gilbert�Scott 경의 140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Google�Doodle,�2020 년�

 

 

[그림� 2-11]� 미국의� 2020 년� 대통령� 선거를� 상기하는� Google�Doodle,�2020 년�

 

 

인터넷이 상용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고전적이며 정적인 스탬핑 

방식의 마크나 로고타입이 각종 기업 및 브랜드를 대표한다. 하지만  

아이덴티티의 가변성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그 면모가 짙어졌으며, 

체계화된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검색 엔진이자 포털 사이트인 구글은 

이미 더 널리 사용되는 정적인 로고타입이 존재하지만, 각종 유명인의 

기념일이나 중요 행사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메인 페이지의 로고를 

일시적으로 특별한 버전으로 바꾸어 놓는 ‘구글 두들즈(Google Doodles)’를 

활용하기도 한다.13   

 
13 Google Doodles: <https://www.google.com/doo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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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바일 기기의 보급 

 

 

[그림� 2-12]�Ural�Music�Night 의 2019 년� 아이덴티티� 시스템,�Voskhod� 디자인,�2019 년�

 

 

현대에 이르러 기업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져 확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SNS가 발달하여 광고의 채널도 다양화되어 확장성을 띤 

브랜드의 구조가 기업의 전략 등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구축이 된다. 이러한 

기업 및 브랜드의 확장성은 시각적으로 획일성을 보이며 그 구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과 같이 시각적 통제 아래 

다양성을 보이는 경우들도 점차 늘고 있다. 우랄 뮤직 나이트(Ural Music 

Night)의 2019년 행사를 위해 러시아의 Voskhod가 디자인한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기본형 로고타입과 각 음악 장르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버전의 

로고타입 중 하나, 그리고 찢어진 종이 모티프가 결합되어 마크가 제작된다. 

따라서 대표로 쓰일 수 있는 로고타입은 여러 개이다.14 이러한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움직임이 반영된 영상뿐 아니라 정적인 포스터, 티셔츠나 노트와 

같은 굿즈, 인스타그램 피드 용 이미지 등에 적용되어 모바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그 이미지가 확산이 되기도 한다.  

 

 
14 Voskhod 디자인의 우랄 뮤직 나이트 아이덴티티(“New Logo and Identity for Ural Music 

Night by Voskhod”): 

<https://www.underconsideration.com/brandnew/archives/new_logo_and_identity_for_ural_mu

sic_night_by_voskho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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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네이버� 한글날� 로고� 프로젝트,�2017(좌);�2018(우)�

 

그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덴티티 

시스템도 이끌어냈다. SNS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정보 확산이 빠르고 용이한 매체들은 가변적 아이덴티티의 형태에 

상호작용을 더할 수 있다.  

 

네이버는 2장의 5절에서 소개한 ‘구글 두들’과 같이 특별한 날 메인 

페이지에 새로운 로고를 선보이는 ‘로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그 중 

한글날 진행한 로고 프로젝트는 네이버의 사용자들이 로고를 클릭해서 

들어간 페이지에 임베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한글 로고를 

생성하는 상호작용이 동반된 프로젝트다. 

 

2017년 한글날의 로고 프로젝트는 글꼴과 글자를 사용자가 고르고 크기와 

개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와 바탕색의 색상을 변경하여 완성된 로고를 

만들어 낸다. 2018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문구를 타이핑하면 정방형 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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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안에 풀어쓰기 형식으로 글꼴이 나열이 된다. 제작된 로고는 사용자가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들에게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재미를 선사한다.15 

 

정리하자면, 시각적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매체의 변화에 발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뚜렷한 시각 아이덴티티의 수단이 없었던 시절에서 시작하여 점차 

뚜렷한 표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전자 및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아이덴티티 표현 방식에 있어 유연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브랜드의 경험이 마케팅적으로 중요해진 현재의 

시점에서, 고객층 및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제작되는 방식의 디자인은 

브랜드 경험(brand experience)의 제공 및 브랜드 로열티(brand loyalty) 확보 

면에서 고객층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5 2017년 네이버 한글날 로고 프로젝트: <https://logoproject.naver.com/hanguel>; 

 2018년 네이버 한글날 로고 프로젝트: <https://logoproject.naver.com/hangue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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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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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유형과 디자인하는 방식은 2장에 소개한 것과 같이 

주요 매체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는 방식도 

손으로 작도하여 그리는 전통적 방법부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자동 생성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  

 

3장에서는 최종 작품의 결과물 도출을 위해 이런 다양한 방식들 중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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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적 방식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결과물은 디자이너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케이스 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아이덴티티가 디자인이 될 때에 

디자이너는 브랜드와 관련된 각종 리서치 과정을 거친 후에 전략을 

수립하며, 리서치 및 전략과 연관된 컨셉을 기획하고 이에 맞는 스케치를 

수행한다. 스케치는 대부분 컴퓨터상에서 도안으로 발전되고 의뢰인과의 

상의하에 수정을 거쳐 완성된 디자인이 도출된다. 연구자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일반적 방식’이라고 칭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행할 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반적 방식에 대한 연구와 기록을 찾아 작품 연구의 

초기 단계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명확히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다. 

 

앨리나 휠러(Alina Wheeler; 2003)는 저서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Designing Brand Identity)’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의 

프로세스를 자료조사와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아이덴티티 디자인, 

고객과의 접점 구축, 브랜드 자산 관리 순으로 소개한다. 시장 조사 및 

사용성 테스트 등의 자료조사를 거쳐 브랜드의 포지셔닝, 네이밍 등을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고타입과 시그니처 등을 

디자인한다. 그 후 웹사이트 및 명함 등의 터치포인트에 적용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매뉴얼로 공식화한다.16   

 

김정숙(2006)의 논문 ‘효과적 브랜드구축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프로세스’에서 논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세스도 

휠러의 제안과 비슷하다. 프로세스 관리, 조사와 분석, 브랜드 전략 창출,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구축 순으로 이루어 진다고 설명한다: 즉, 사업의 

 
16 Wheeler, Alina 지음; 이원제 & 최기원 옮김. 『2016.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 

비즈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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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시장조사, 경쟁사 및 고객층 분석이 포함된 리서치 과정을 거친 후에 

브랜드 아이디어, 포커스, 네이밍 수립이 포함된 브랜드 전략을 창출한다. 

전략을 바탕으로 심볼, 컬러, 타이포그래피 등 시각적인 요소들을 제작하고 

정하는 디자인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심볼이나 로고타입 등을 웹사이트, 

패키지 등에 적용하여 브랜드를 구축한다.17 

 

이런 일반적 방식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 및 

디자이너가 역할을 분담하여 디자인이 도출된다. 디자인의 주체만 변경이 될 

뿐 다음 절에서 논하는 자동 생성형 방식과 참여형 방식도 휠러와 김정숙이 

제안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제작이 될 수 있다.  

 

  

 
17 김정숙. 2006. “효과적 브랜드구축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프로세스”.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논문집), 18. P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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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 생성형 방식 

 

자동 생성형 디자인(Generative design) 방식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는 데에 있어 제너레이티브 시스템(generative system), 즉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리서치 과정과 시스템 자체의 

설계까지는 전문인들이 진행을 하게 되며, 이 과정까지는 3장 1절에서 

논하는 일반적 방식과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심볼, 마크 및 

로고라는 시각적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은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다. 

일정한 규칙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심볼을 이끌어내며 수많은 개체의 심볼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제너레이티브 아트’로부터 

파생되어 진행되어오고 있다.    

 

야로수아프 안드레이챠크, 킹가 글링카(Andrzejczak, Jarosław & Glinka, 

Kinga; 2015)는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 논문 ‘자동 생성형 시각 아이덴티티 

시스템(Generative Visual Identity System)’에서 제너레이티브 시스템을 활용해 

저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폴란드 우치 공과 대학교(Lodz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연구원 및 교원들의 개별 시각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고 그 

활용도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저자들이 고안한 제너레이티브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연구원 및 교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는 150만 개 이상의 고유 

로고를 생성할 수 있으며, 활용도 실험 결과 피실험자들은 고유 로고가 가진 

정보를 75% 정도 식별할 수 있었고, 평균 72% 정도의 정보 제공 및 시각적 

만족도를 내비쳤다.18   

 

아이클 미노와 게라시모스 스파나키스(Mino, Ajkel & Spanakis, Gerasimos; 

2018)의 공동 연구 논문인 ‘LoGAN: 색상에 따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로고 생성(LoGAN: Generating Logos with a Generative Adversarial Neural 

 
18 Andrzejczak, Jarosław & Glinka, Kinga (2015). “Generative Visual Identity System. 

Advances in Intelligent Systems and Computing”. 314. 191-201. 10.1007/978-3-319-10383-

9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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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onditioned on Color)’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12가지 색상 군의 로고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구자들이 제안한 신경망을 활용하여 생성된 로고의 결과물은 해상도가 

저조하여 실 사용 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제작 과정에서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성 면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아이디어 스케치 도구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9  

        

야니스 마로셰크(Maroscheck, Jannis; 2020)는 저서 『모양 문법(Shape 

Grammars)』에서 저자가 구축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150,000개의 

문양을 소개한다. 원형, 정사각형, ‘X’형의 모양에 여러 조건 명령어를 내려 

무수히 많은 파생 문양들을 생성해낸다. 생성된 파생 문양들은 시작점의 

모양, 변형의 조건에 따라 카테고리화될 수 있으며 저자는 모양 문법 

시스템의 활용이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20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디자인이 아닌 공학적 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이지만 디자인 분야에서의 미래적 기술 활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디자인 분야에서 자동 생성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결과물의 

시각적 연구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장 6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방식은 점차 활용이 늘고 있는 디자인 방식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시각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 Mino, A. and Spanakis, G. (2018). “LoGAN: Generating Logos with a Generative Adversarial 

Neural Network Conditioned on color”. In: 2018 17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Applications. [online] Available at: <https://arxiv.org/abs/1810.10395>  

 
20 Maroscheck, Jannis. 2020. 『Shape Grammars』. Slanted: Karlsruhe, Germany. Pp.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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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참여형 방식 

 
참여형 디자인은 대중 및 사용자를 디자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시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디자인 결과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자인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제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공간 및 커뮤니티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의 분야에서 결과물의 

질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참여 디자인 방법의 활용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은(2013)의 연구 ‘시각적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참여를 통한 

공동창조 경험이 브랜드-소비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사용자 및 

관계자들의 디자인 과장에서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만족도 및 충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21 2017년에 작성한 논문 ‘브랜딩을 위한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에서, 참여 방법으로 협업(collaboration), 공동 

디자인(co-design), 오픈디자인(open-design), 공동창조(co-creation)를 

제안한다.22  

   

류안영과 손원준(2020)의 연구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개발에 

관한 연구; 참여 디자인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기업브랜드와 다르게 

지역브랜드는 참여 조직의 연대성과 교류성이 필요하여 지역민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이해,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면에서 참여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참여를 통한 디자인은 해당 지역의 

 
21 이상은 (2013). “시각적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참여를 통한 공동창조 경험이 

브랜드-소비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22 이상은 (2017). “브랜딩을 위한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한국일러스아트학회 간행물: 

조형미디어학 20 권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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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말한다.23  

 

연구에 따르면 참여형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은 협업을 통한 유대감 형성을 비롯하여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충성도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공동체 브랜드에 적용하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리서치나 아이디에이션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아도 – 구성원 공모전을 통해 발탁된 디자인 결과물을 

제외하고는 – 직접 디자인 제작에 협업하여 참여하고 그것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양된다. 따라서 구성원들도 직접 

디자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23 류안영 & 손원준 (2020).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개발에 관한 연구 - 참여 

디자인의 관점에서”. 한국디자인포럼, 25(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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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 방식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패밀리 유형의 확장적 구조를 가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상위 

및 하위의 브랜드 위계에 무관하게 각 브랜드가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하나의 브랜드인 것처럼 통일성을 표출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이다. 

파생된 하위의 브랜드들은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 시에 브랜드에 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구성원들의 참여가 동반되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통일성을 유지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모듈화된 그래픽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참여의 방식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을 도구로써 활용하게 된다면 도안을 더 명확히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을 활용하는 디자인 방식의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 작품의 결과물 도출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툴 등을 활용해 브랜드 제작자 및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도표 3-1 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이러한 방식을 

설계하는 주체는 디자이너지만, 하위로 확장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는 주체는 확장 브랜드의 관계자가 된다. 디자이너와 참여자 

모두에게 더 확장된 역할과 태스크가 부여되는 것이다.  

 

 
 

[도표� 3-1]�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BI� 디자인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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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브랜드의 확장적 구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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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브랜드의 구조와 확장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무형의 개념인 브랜드를 시각화, 언어화 하여 

소비자들이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24 시각화, 언어화된 

브랜드 메세지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며, 2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주요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시각 아이덴티티의 성질도 발맞춰 변화하며 

성장했다.  

 

브랜드 전략 및 경영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아커(David 

Aaker)는 브랜드는 보통 브랜드 시스템 내에서 위계를 지니는데, 하위의 

브랜드가 가진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브랜딩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하다고 하며 하위 브랜드는 모체 브랜드를 개선하고 수직적 혹은 수평적 

확장 전략을 촉진시킨다 말한다.25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의 브랜드 구조와 확장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주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브랜드는 다중적 경로로 대중과 만나게 되며 매체 마다의 특성을 살려 

이미지를 드러내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4장 4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게 된다.   

 

  

 
24 앨리나 휠러; 유승재 옮김 (2012).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 비즈앤비즈. Print. Pp. 4.  

 
25 Aaker, David. 2002.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비즈니스북스. Pp. 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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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싱글 브랜드와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 

 

 
[도표� 4-1]� 싱글� 브랜드와�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 비교�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기본적으로는 단일한 존재를 칭한다.26 하지만 

구조가 확장된 가족형의 브랜드가 많아지며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계된 브랜드 없이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싱글 브랜드’라 칭한다. 주로 

확장된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가 없는 소규모의 사업이 이러한 싱글 

브랜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패밀리 브랜드’는 여러 하위 브랜드가 모여 가족을 이루고 하나의 

상위 브랜드가 형성이 된다. 쉽게 말하면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으나 기업 혹은 단체나 조직의 규모, 또는 경영 방침에 따라 

상위 브랜드를 이루는 하위 브랜드들의 세분화 유무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들의 관계성에 따라 수직적 구조를 띠는 패밀리 

브랜드와 수평적 구조를 띠는 패밀리 브랜드로 나뉠 수 있다. 

  

 
26 Aaker, David. 2002.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비즈니스북스. P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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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싱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각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단일한 심벌이나 워드마크, 

로고타입이며, 그것이 대표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체이다. 대체로 

그 형태에 변형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 사례에 따라 

단순한 원형이나 사각형의 바탕에 기본 마크를 넣어 적용하기도 하며, 

지정된 컬러 팔레트의 컬러를 활용한다는 제한적 조건 내에서 컬러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기본적 유형의 시각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단일한 기관 및 주체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여러 하위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상위 브랜드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던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모습에 세월을 거듭하며 변화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전통과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지닌 시각 상징물을 크게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카웨코(Kaweco) 

필기구 브랜드인 카웨코는 188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나무로 만든 딥펜(dip pen)을 제작하던 회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 

회사의 명칭은 ‘Heidelberg dip pen factory(상품에는 HB로 줄여서 

표기했다)’였으며 카웨코는 판매하던 상품 라인의 명칭이었다가 결국에는 

모든 상품에 카웨코의 워드마크가 새겨져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브랜드네임이 된다. 카웨코는 파산 위기를 겪은 후 브랜드의 

소유권이 1994년 이래로 독일의 화장품 기업인 Gutberlet Cosmetics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통을 유지하며 만년필과 볼펜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브랜드이다. 27 카웨코라는 브랜드를 소유하는 기업 및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 라인과의 관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카웨코도 

소속이 있고 하위 브랜드를 파생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웨코의 

 
27 Kaweco, “History”: <https://www.kaweco-pen.com/en/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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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워드마크, 엠블렘이나 패키지 디자인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산되는 만년필 상품과 패키지에 모두 동일한 시각 장징이 표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싱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형식이라 볼 수 있다.  

 

 

 

 

 
�

[그림� 4-1]� 카웨코의� 워드마크(좌)와� 필기구의� 뚜껑� 꼭지� 부분에� 새겨지는� 엠블럼(우)�

 
 
 

 
[그림� 4-2]�‘안전한� 펜’으로� 특허� 등록이� 되어� 널리� 광고가� 된� 카웨코의� 만년필�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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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 

 

 
[도표� 4-2]�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는 단계적으로 위계를 지니며, 하위의 브랜드를 

거느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브랜드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대가족의 구조이다. 개체의 하위 ‘자녀 브랜드’들보다는 모체 

브랜드인 상위 브랜드가 전력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더 강조되는 경향이 

크다. 수직형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에서는 상위 브랜드와의 엄격한 

시각적 결속력을 보이는 ‘고정적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하위 

브랜드 별로 변화를 보여주는 유연성을 갖춘 ‘플렉서블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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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고정적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직형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에서는 상위 브랜드와의 엄격한 시각적 

결속력을 보이는 형식으로, 대체로 하위 브랜드가 상위 브랜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으며, 심볼 및 워드마크의 사용에 있어 변화가 거의 없는 

디자인을 띠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대한민국정부상징체, 삼성 

기업브랜드, 하버드 미술관이 있다. 

 

 

○1  대한민국정부상징체 

 

 
 

[그림� 4-3]� 대한민국정부와� 부처,� 산하기관의� 통일감있는� 시각상징� 시스템�

대한민국정부와 각 부처, 그의 산하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보여주는 패밀리 브랜드이다. 2017년 개편이 완료된 대한민국정부의 시각 

상징은 기존의 통일성이 결여된 개별의 시각 상징을 쓰던 데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디자인되었다. 국민들이 정부 기관의 상징을 

잘 식별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정부의 부처가 민간기업으로 

인식되는 일도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 부처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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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태극 심볼과 정부 부처의 명칭을 담은 

로고타입 모두 획일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혼란을 줄이고 체계화하였다.28  

시각적으로 상위 브랜드인 ‘대한민국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부처 하위 브랜드는 매우 

닮아있다. 각 부처의 업무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모두 같은 

태극 심볼과 같은 서체로 적힌 명칭을 조합하여 닮은꼴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부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였다. 

 

 

○2  삼성 그룹 브랜드 

 

 
[도표� 4-3]� 삼성� 그룹의� 기업� 구조도29�

 
28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디자인 가이드 (pdf). Pp. 4.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jo8e

cycDuAhUjyYsBHcESCxQQFjAAegQIBBAC&url=https%3A%2F%2Fme.go.kr%2Fhome%2Ffile

%2FreadDownloadFile.do%3FfileId%3D142132%26fileSeq%3D2&usg=AOvVaw0f8Ifwl-

w1IAwkOAEI729h> 

 
29 김병수 기자 (2016). 매경이코노미.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오나”. 

제 1550 호(10.04.07 일자) 기사: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611291417068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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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삼성� 그룹� 계열사� 삼성중공업과� 삼성 SDI 의� 시각상징�

 
글로벌 기업인 삼성 그룹의 구조도 전형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보여준다. 

가장 상위의 브랜드인 ‘삼성 그룹’에서 시작하여 가장 크게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의 계열사로 나뉘며 그 아래에 더 많은 하위 

브랜드들이 생성된다.  

 

삼성의 하위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상위 브랜드인 삼성그룹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식을 보여준다. 그림 4-4와 

같이 모두 같은 형식인 워드마크와 함께 계열사 명칭이 한글이나 영문 

로고타입으로 표현되고 컬러 역시 메인 컬러인 삼성의 블루가 그대로 

유지된다.  

 

 

○3  하버드 미술관 (Harvard Art Museum) 

   
[그림� 4-5]�Harvard�Art�Museum 의�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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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케임브리지(Cambridge) 소재의 하버드 

대학이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버드 미술관은 소장하는 작품의 

유형과 제작 시기에 따라 세 개의 하위 박물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위 

박물관의 명칭은 박물관에 기부금 및 소장품을 기증한 가문의 이름(family 

name)에서 비롯되었다.30 박물관의 상위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심플하게 두 

줄로 적힌 산세리프체 명칭 로고타입에 얇은 사선을 곁들인 모습을 하고 

있다. 얇은 사선은 하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사선의 좌측으로는 ‘Harvard’가, 우측으로는 ‘Fogg’와 같은 

기증자의 가문이 적혀 결과적으로 실제로 불리어지는 명칭인 ‘Harvard Fogg 

Art Museum’으로 읽힐 수 있게 배치가 되었다. 하위 박물관의 명칭인 기증자 

이름은 정교한 세리프(serif)가 돋보이는 서체를 사용하여 그 위계의 표식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하위 브랜드에 세리프 타입페이스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소개된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대한민국정부나 삼성그룹과는 차별을 보이지만, 하위 

브랜드의 디자인 형식이 전부 동일하고 일정한 규칙과 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0 Harvard Art Museums, “history and the three museums”: 

<https://www.harvardartmuseums.org/about/history-and-the-three-muse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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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플렉서블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김덕용은 저서 <브랜드의 개념과 실제>에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논버벌 

로고(non-verbal logo)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아이덴티티 디자인 변화 추세라 

했으며, 조직의 하위 구조가 다양한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31  

플렉서블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상위 브랜드와의 강한 시각적 

결속력이라는 점에 있어 고정적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정적 수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는 다르게 하위 

브랜드 별로, 혹은 적용 매체 별로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1  MIT Media Lab 

미국의 대학인 MIT의 미디어 랩(Media Lab)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은 

2014년 펜타그램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 되었고 이는 대표적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사례로 손꼽히는 사례이다. 메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정방형 

49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정방형 그리드를 활용해 만든 ‘M’과 ‘L’자 조합의 

모노그램이며, 같은 그리드를 활용해 23개의 미디어 랩 산하 연구실 명칭의 

이니셜을 모노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지정 서체로 적은 로고타입과 함께 

조합했다.32 따라서 각 연구실은 독자적인 심볼 마크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방형 그리드를 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동일한 

규칙으로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23개의 산하 연구실의 아이덴티티는 상위 

아이덴티티와 강한 시각적 통일성을 띠게 되며, 수직적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실이 새로 추가되더라도 비슷한 규칙을 적용하여 쉽게 그 

모노그램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김덕용, 2017. 『브랜드 개념과 실제』. 와이출판사. Pp. 114.  

 
32 Pentagram, “MIT Media Lab”: <https://www.pentagram.com/work/mit-media-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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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MIT�Media�Lab 의�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2  è Bologna  

에 볼로냐(è -Bologna)33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앞서 소개한 MIT Media 

Lab의 사례와 그 제작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MIT 미디어 랩의 상위 

및 하위 아이덴티티들은 하나의 규칙, 즉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해당 규칙을 

디자이너가 하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작하는 데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에 볼로냐의 아이덴티티는 디자이너에 의해 해당 규칙 및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은 같지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웹사이트 내에 구축된 심볼 생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다. 알파벳 글자들은 특정 문양으로 표현 되도록 

지정이 되고, 조합은 문양들이 투명도를 띠며 중앙 정렬로 겹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원하는 단어를 타이핑할 때 해당 문양들은 

함께 조합되어 화면에 드러난다. 컬러의 조합은 슬라이더를 이용해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MIT 미디어 랩의 시각 아이덴티티 시스템에 비하면 컬러 조합도 여럿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용된 모티프도 여럿이기에 다양성을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이 역시 고정된 축 내에서 지정된 문양이 반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심볼 마크가 생성이 되어도 강한 통일성을 보이는 수직적 특성을 

드러낸다.  

 
33 è -Bologna: <http://ebologn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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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è�-Bologna 의� 제너레이티브� 아이덴티티� 시스템�

 
 

 

[그림� 4-8]�è�-Bologna 의� 제너레이티브� 아이덴티티� 시스템에� 지정된� 각� 알파벳� 별�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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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 

 

 
[도표� 4-4]�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조의 브랜드이다.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간의 위계를 제외하고는 하위 브랜드들 사이의 

위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비교적 동등한 관계가 표명된다. 상위 브랜드의 

강조보다는 하위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더 큰 경우가 많으며, 시각적으로도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에 비해 결속력이 결여된 경우들이 있다.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구조와 형식이 상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엄격하지 않은 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신에 이러한 

경우는 하위 브랜드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 독자적인 브랜드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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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그림� 4-9]�University�of�Oxford 의� 대표� Coat�of�Arms(좌)와� �

구성� 컬리지들의� Coat�of�Arms(우측� 6 개)�

 

옥스퍼드 대학교는 30여개의 컬리지(College) 조합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다. 각 컬리지들 마다 전공 및 학문의 포커스가 다르며, 명칭 또한 

고유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이기에 방패형의 

헤럴드리(Heraldry)를 상징으로 지니는데, 대학마다 다른 문장을 지니고 

있다.34 방패라는 틀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공통적인 시각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대학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개별의 상징을 

보았을 때 상위의 개념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34 University of Oxford, “What are Oxford colleges?”: 

<https://www.ox.ac.uk/admissions/undergraduate/colleges/what-are-oxford-colleges?w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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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모레 퍼시픽 계열 브랜드 

 

 
[그림� 4-10]�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국내의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여러 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35 개별 브랜드들은 서로 다른 소비자 층을 겨냥하고 있어, 하나의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나름의 시각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제품 브랜드 마다 고유의 브랜드 시각 상징을 

지니게 되는데, 모브랜드인 아모레 퍼시픽 기업을 유추할 수 있는 시각적인 

단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5 아모레 퍼시픽 웹사이트: <https://www.apgroup.com/int/en/brands/bra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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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브랜드의 구조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에 대한 

고찰 

 

브랜드의 운영 구조나 경영 방침에 따라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형식도 그에 

맞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작품으로 다루고자 하는 브랜드는 

가족을 이루는 패밀리 구조의 브랜드이다. 그중에서도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일관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개별 하위 브랜드의 특성이 

강조될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를 지니면서도 

하위 브랜드의 의도와 개성이 더 표출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여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형식을 띠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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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적합 브랜드 사례 조사  

 

 

 

 

 

 

 

 

 

 

 

 



 
 

 
 51 

작품을 통한 모듈 방식의 참여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적용과 테스트를 

위해 다중의 구조를 가진 브랜드들 중에서도 수평적 패밀리의 구조를 띤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특히 하위 브랜드들이 상위 

브랜드의 구조적 계획하에 생성되는 사례가 아닌, 자생적∙독자적으로 상위 

브랜드로부터 파생이 되어 하위 브랜드가 형성되는 구조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자생적이며�독자적으로 파생되는 구조의 브랜드들은 미리 

제작된 상위 브랜드의 모듈과 규칙을 활용해 하위 브랜드의 주체들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의 사회적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기반의 동호회들과 서울시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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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온라인 동호회 

 

인터넷의 상용화와 함께 꽤 오랫동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존재해 왔던 

온라인 동호회는 ‘워라밸’36이 중시되는 풍조가 주 52시간 근무제37의 실행에 

힘입어 지속적인 트렌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동호회는 특히 

오프라인 사업으로까지 구축되는 현상을 보인 독서 모임에 더불어 다양한 

취미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동료들을 만나 함께 취미 생활을 영위하며 

의견과 노하우를 나누는 가상의 장이 되어준다.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의 

카페를 기반으로 결성된 온라인 그룹은 오프라인 ‘번개 모임’으로 이어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이 동반된 동호회가 발전하여 현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단기 모임을 비롯하여 일회성의 모임이 결성되는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  

 

 

○1  트레바리(Trevari): 북클럽 

트레바리는 유료의 독서 클럽이다. 트레바리에서 운영되는 개별의 클럽마다 

관심 주제가 설정되고 이에 관련된 책을 4개월 동안 함께 읽어 나가는 

형식으로 클럽이 운영된다. 안국동과 압구정동에 마련된 오프라인 공간인 

트레바리의 ‘아지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면 모임이 진행되며, 대면 

모임에 참석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독후감을 작성해야 한다.38 리더 역할을 

 
36 김난도 교수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는 그해의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워라밸’을 

꼽았다.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이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들(baby boomers)이 보여줬던 직장에의 충성심과 

대비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일 보다도 본연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퇴근 후의 

취미 활동과 여가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37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 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 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 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270> 

 
38 트레바리 200% 사용 설명서: <https://trevari.co.kr/blog/show?id=c9361af4-2fbf-4e3f-

b384-f575268c5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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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독후감과 토론을 관리하는 ‘클럽장’이 있는 모임의 회비는 월 29 만 원, 

클럽장이 없는 일반 모임은 월 19 만 원이다. 트레바리는 2015년에 4개 

클럽으로 시즌제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카테고리와 클럽의 수를 

늘려왔다. 2019년 7월 기준 총 멤버 수 5600여 명에 경영·경제, 

대중문화·예술 등을 비롯한 총 8개 카테고리 344개 클럽이 운영 중이다.39  

 
[그림� 5-1]�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북클럽을� 찾을� 수� 있는� 트레바리의� 웹사이트40�

 

점차 그 모임의 숫자가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트레바리의 클럽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카테고리화될 수 있다. 모임이 진행되는 요일, 모임의 주제, 모임 

장소, 클럽장의 유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클럽 

명칭들은 그 카테고리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게 지어진다. 가령, 선정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세이 형식의 독후감을 쓰는 데에 중점을 둔 모임의 

 
39 고승연 기자 (2019). 동아일보. “[DBR/Case Study]취향 맞는 사람들과 독서토론… ‘관계’를 

팝니다” 2019년 4 월 7 일자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0/97375555/1> 

 
40 트레바리 북클럽 신청 페이지:<https://trevari.co.kr/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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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씀에세이 - 연필’41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선정된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화를 함께 엔딩 크레딧까지 시청 후 의견을 나누42는 클럽은 

북(book), 씨네마(cinema),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에서 앞 글자 및 

단어들을 따서 ‘북씨 - 엔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대면 미팅이 진행되는 요일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모임이 진행되는 한 모임은 ‘인간과 기술 - 셋토’43라는, 주제와 

모임 요일이 조합된 형태의 명칭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트레바리라는 큰 틀 아래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자생적 소모임들이 

존재하는 구조는 모듈 방식의 참여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테스트하기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카테고리의 특성이 북클럽의 명칭이 

되는 경우는 특히 독서 관련 모듈이 시각화되어 제작되었을 때, 각 모임의 

특징 별로 모듈을 조합하여 개별 북클럽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2  프립(Frip): 모바일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은 일상과 여행을 타인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트레바리와 달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호스트’인 회원이 ‘일상’, 혹은 ‘여행’에 

관련된 모임을 자발적으로 주선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아 

돈을 지불하고 신청하는 형태로, 많은 모임들이 일회적으로 결성된다.44 

 
41 트레바리 북클럽 “씀에세이 – 연필” 신청 페이지: 

<https://trevari.co.kr/clubs/show?clubID=7a2475b4-5821-4cbe-b036-

0c144c0101c5&tagID=fde8021f-89ca-438f-9888-fae53ab4b3d8> 

 
42 트레바리 북클럽 “북씨 – 엔딩” 신청 페이지: 

<https://trevari.co.kr/clubs/show?clubID=19915094-3b5b-4b58-8389-023fe9f635c7> 

 
43 트레바리 북클럽 “인간과 기술 – 셋토” 신청 페이지: 

<https://trevari.co.kr/clubs/show?clubID=a303b265-cb05-45b0-b741-a8336d8aaebf> 

 
44 프립,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https://www.frip.co.kr/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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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나누는 모임에는 함께 스포츠나 문화생활 등의 취미를 공유하는 

‘액티비티’ 카테고리부터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취미 생활과 동시에 각종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배움’ 카테고리, 심신의 건강의 유지를 돕기 위한 

‘건강·뷰티’ 카테고리, 다양한 목적의 클럽 활동들로 이루어진 ‘모임’ 

카테고리 등 다양한 상위의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며, 이를 이루는 하위 

카테고리들이 여럿 존재한다.45 이러한 카테고리는 그림 5-2의 프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임들이 단발적이기에 한 번만 배우면 

홀로 집에서 실습할 수 있는 비누 만들기, 요리 등의 원데이 클래스의 회원 

모집에 형태에 특히 적합하며, 한 번 시도해보고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다른 취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다. 

 

비록 모임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매회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호스트가 같은 

주제로 모임을 여러 회 모집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립도 트레바리와 같이 큰 

틀 아래에 다양한 자생적 소모임들이 존재하는 구조로 모듈 방식의 참여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테스트하기 적합하다. 또한 폭넓고 다양한 

카테고리 아래에 다양한 성질의 모임들이 구성되어 있고 모임이  

개별적이면서도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식을 가진 모듈을 

제작하고 이러한 측면들이 모듈을 활용해 제작될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45 프립의 카테고리: <https://www.frip.co.kr/daily/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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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여러� 카테고리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주는� 프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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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마추어 천문 동호회 별하늘지기 – 네이버 특정 취미 공유 카페  

‘별하늘지기’는 수많은 네이버의 취미 및 관심사 공유 카페들 중에서도 

천문학, 천체 관측 등에 새롭게 입문하기 위한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취미 

동호회이다.46 여름철의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나 추석의 만월과 같이 계절별 

관측 대상이 떠오를 때마다 회원들은 본인이 소유한 장비로 관측 대상을 

촬영해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며, 대면 모임을 통해 함께 관측 대상을 

관찰하기도 한다. 온라인(네이버 카페)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주요 

관측지, 관측 장비,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별도의 온·오프라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메인 엠블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식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운영되는 

트레바리나 프립과 같이 아이덴티티의 사용이 존재감 있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일관된 적용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프립이 폭넓은 분야의 취미 

공유를 다루고 있어 특정 형태가 아닌 추상적 기호들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라면, 별하늘지기와 같은 네이버의 취미 공유 

까페들은 구체적인 분야의 취미를 다루고 있어 해당 분야와 관련된 형태나 

관련 지식의 시각화를 활용해 모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  

 

 

[도표� 5-1]� 별하늘지기의� 소모임� 구조�

 
46 별하늘지기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kyguide?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102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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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별하늘지기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47�

 

�

[그림� 5-4]� 별하늘지기의� 네이버� 카페의� 엠블럼�
  

 
47 별하늘지기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kyguide?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102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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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래시장 

 

앞서 소개한 온라인 기반의 동호회 사례들과 같이 서울시에 위치한 

재래시장들도 메인의 상위 브랜드(시장명) 아래 하위 카테고리가 있으며 그 

하위 카테고리 아래에 구성된 하위 브랜드들(개별 점포)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재래시장은, 대형 마트의 성업과 더불어 시설 노후와 위생 문제, 주차의 

어려움, 투명하지 못한 경영 방식, 여러 화재 사건으로 인한 안전 문제의 

제기 등을 원인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디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대형 마트 운영의 규제 및 지역 화폐 발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연합 및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해당 시장만의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된다면 그 시각적 특징이 길 찾기 시스템, 시장 내 

카테고리 구분 등 다양한 지점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1  가락시장 ‘가락몰’ 

서울 동남권 최대의 도매시장이며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유통 

관리하거나 경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 공사가 입주해 있다. 2009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시설물의 재건축과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 단계가 완료되어 운영중이다.48 

도매를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소매가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가락몰이 설립되었으며 운영지원동에서는 웨딩홀도 운영 중이다.49  

 
48 유재희 기자 (2015). 이데일리. “[르포] ‘가락시장은 변신중…’ 기대 반 우려 반”. 2015 년 

11월 11 일자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7686609564736&mediaCodeNo=257&Out

LnkChk=Y> 

 
49 가락시장의 가락몰: <https://www.garak.co.kr/garakmallinfo/garakMall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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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은 농수축산물의 경매와 유통 관리 등이 진행되는 도매시장과 소매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락몰로 나뉘어 있다. 가락몰은 축산물, 수산물, 

청과, 식자재 마트, 주방용품, 전문 식당가 등으로 구간이 나뉘어 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구축된 시설 내에서 소비자들은 쾌적하고도 저렴하게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까닭인지 점포 찾기는 물론 원하는 방향을 찾기도 

어렵다. 가락몰의 대부분 점포들은 일정한 형식의 간판을 갖고 있으며 

점포마다 특별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길 찾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림 5-5와 

그림 5-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간판들이 모두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 

점포들 간의 구분이 힘들다. 

 

위와 같은 점들은 모듈 방식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또한 농산, 축산, 수산물 등 그 하위의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뉘며 

하위 카테고리의 구성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험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다. 

 

 

 

 
�

[도표� 5-2]� 가락시장의� 구조�



 
 

 
 61 

 

 

[그림� 5-5]� 가락몰� 1 층의� 수산시장�

 

 

[그림� 5-6]� 가락몰� 1 층의� 축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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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산종합시장 

서울 중구 주교동에 위치한 방산종합시장은 인쇄와 포장 관련하여 도소매 

거래가 진행되는 시장이다.50 도표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쇄와 포장 

등에 특화된 시장이기에 그와 관련된 하위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며, 하위의 

카테고리를 이루는 많은 입주 업체들이 있다. 입주 업체가 개별적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기본 서체를 활용한 

간판으로 장식되어 있다.  

 

여러 하위 카테고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그 구성 업체들이 자생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방산종합시장도 모듈 방식의 참여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실험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또한 가락시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길 찾기 시스템이나 시장 내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시스템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재래시장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도표� 5-3]� 방산종합시장의� 구조�

�

 

 

 
50 방산종합시장상인연합회: <http://www.bangsanmark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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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방산시장상인연합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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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적합 브랜드 사례 조사에 관한 고찰 

 

최근 몇 년 사이부터 ‘언택트(untact)’51의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햄버거도 주문하며, 챗봇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대면의 트렌드는 

2019년 12월에 발생하여 2020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팬데믹 사태에 

이른 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52  

 

이런 환경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대면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재래시장의 

운영 방식보다는 온라인으로 모임이 결성되고 대면으로 만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모임이 지속되는 온라인 동호회가 비대면의 지속적 현상과 

더불어 운영 방식이나 모임의 방식에 있어서 발전의 여지가 보였다. 

 

모듈 방식의 참여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를 위한 선행 디자인 

연구에서는 5-1 에서 다루고 있는 온라인 동호회 중에서도 ‘프립’과 같이 

다양한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의 온라인 공간을 설정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진행한다. 시대적 적합성에 더불어 구조나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추상적 형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디자인적, 브랜드적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형태의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다.  

 

 

 
51 언택트: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처음 언급된 한국어식 영어 단어로, 

오프라인 매장의 무인 키오스크, 챗봇을 통한 온라인 주문 및 상담과 같은 비대면의 기술을 

말한다.  

 
52 오로라 기자 (2020). 조선일보. “코로나로 뜬 단어 언택트(untact) 가 이사람 작품이었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2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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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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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방식의 참여형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를 위해 가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설정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진행했다. 모듈 및 구조의 설정을 위해 

디자인 사례 조사를 거친 후에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여러 분야의 취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듈의 

디자인은 특정 취미나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 것보다는 보편성이 있는 

기하학적 구조나 형태를 택했다.  

 

위와 같은 전제를 두고 디자인 스케치는 총 세 가지의 컨셉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컨셉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기하학 조각의 조합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나 아이콘과 같은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컨셉은, 

다양한 선을 활용해 그리드를 제작한 후 유닛을 채워 나가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셉은, 3분할 유닛을 제작해 각각 상위 브랜드 대표 

이미지, 하위 브랜드 대표 이미지, 하위 브랜드 명칭의 로고타입을 채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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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하학 조각의 조합 기반 연구 

 

첫 번째 컨셉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기하학 조각의 조합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나 아이콘과 같은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런 컨셉의 모듈 

스케치를 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6.1.1. 디자인 사례 조사 

 

○1  레고의 “Dots” 

닷츠(Dots)는 레고에서 출시한 제품군의 브랜드명으로, 1 유닛 면적에 

해당하는 부채꼴, 동그라미, 사각형의 조각이 생활용품 및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드와 함께 제공되어 원하는 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상품이다.53 

뒷면에 홈이 패인 기하학적인 기본 형태의 조각들이 일정 간격의 돌기에 

끼워 맞추어지는 형식으로, 다양한 문양 및 패턴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물건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6-1]� 레고� Dots 로� 만드는� 팔찌�

 
53 레고의 “Dots”: <https://www.lego.com/ko-kr/campaigns/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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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 레고� Dots 로� 만드는� 데스크� 용품�
 

 

○2  ‘발렛 건축 대학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UCL) 쇼’ 포스터 

런던의 발렛 건축 대학(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의 각종 전시회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의 시리즈는 반원이나 직사각형, 패턴 등을 조합하여 

만든 타이포그래피로 구성되어 있어 각기 다른 시기에 제작된 포스터라도 

통일감을 보여준다.54  

 

    

[그림� 6-3]�2018-2019 년에� 걸쳐� 개최되었던� 발렛� 건축� 대학� 전시회의� 포스터들�

  

 
54 The Bartlett B-Pro Show Book 2018: <https://issuu.com/bartlettarchucl/docs/bartlett_b-

pro18_is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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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디자인 개발 

 

‘모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원형을 기본 형태로 하고 형태를 이어줄 수 

있는 사각형이나 선 요소들을 추가하여 모듈을 제작하고 조합하였다. 다양한 

글자 및 문양의 조합이 가능했으며 가독성 및 판독성 면에서도 좋았다. 

그러나 조각들을 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심볼 및 마크의 종류에 다소  

한계가 느껴졌다. 

 

 

 

 

[그림� 6-4]� 원과� 선을� 활용하여� 제작한� 기본� 모듈�

�

 

 

 

[그림� 6-5]� 다양한� 컬러를� 포함하는� 컬러� 팔레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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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6-6]� 모듈을� 조합하여� 타이포그래피� 및� 심볼로� 발전시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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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7]� 모듈을� 조합하고� 컬러를� 적용하여� 단어를� 제작한� 예시�

�

 

 
[그림� 6-8]� 모듈을� 조합하고� 컬러를� 적용하여� 심볼을� 제작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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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리드 유닛의 채움 기반 연구 

 

두 번째 컨셉은, 다양한 선을 활용해 그리드를 제작한 후 유닛을 채워 

나가는 방식이다. 90도 각도의 수평과 수직 선, 45도 각도의 대각선, 60도 

각도의 대각선, 원형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그리드를 제작해 만들어진 

유닛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디자인 스케치를 진행했다.  

 

 

6.2.1. 디자인 사례 조사 

 

캐나다의 그래픽 디자이너 마리안 반트지스55는 수직, 사선, 원형 등으로 

이루어진 그리드를 바탕으로 타이포그래피, 패턴, 이미지 등을 제작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리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화면 내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마치 하나로 엮인 직물과 같은 조직에서 오는 통일감을 보인다.  

 

 

[그림� 6-9]� 마리안� 반트지스의� <Before�my�memory�goes>�

 
55 Marian Bantjes: <https://bantj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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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마리안� 반트지스의� <The�National:�Wilter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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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디자인 개발 

 

다양한 유닛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선의 방향과 유형을 추가하며 

그리드를 제작하고 그리드 내부의 유닛을 채워가며 다양한 취미 모임 

중에서도 마라톤 모임 등에 쓰일 수 있는 ‘달리는 사람’의 형상을 제작해 

보았다.  

 

 

○1  그리드 유닛의 채움 기반 실험 

이 방식은 높은 조직감과 통일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 활용도가 

낮았다. 그림 6-13에서와 같이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며 유닛 하나의 형태가 

단일한 그리드에서는 심볼이나 글자의 가독성이 우려되었고, 그림 6-11 의 

하단 중앙과 오른쪽 그리드와 같이 구조가 복잡할수록 디자이너가 아닌 

참여자가 해당 그리드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심볼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6-11]� 선과� 면� 등을� 추가하여� 제작한� 다양한� 그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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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2]� 그리드에서� 생성되는� 내부� 유닛을� 강조해가며� 채워� 제작한� ‘달리는� 사람’�

�

[그림� 6-13]� 원� 그리드를� 채우는� 방식으로� 심볼� 및� 로고타입� 제작� 후� 시그니처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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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자 그리드와 정사각형 픽셀 모듈 

앞의 방식과 비슷한 접근이지만, 격자 그리드의 밀도를 높여 생성된 

20×20의 유닛들을 컬러로 채워나가며 심볼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추상과 구상의 문양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픽셀 아트 이미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독창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림� 6-14]� 격자� 그리드와� 정사각형� 컬러� 픽셀� 모듈�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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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자 그리드와 기본 도형 모듈 

앞의 실험과 동일한 격자 그리드에 다양한 도형 조각들을 채워가며 심볼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앞의 실험들에 비해 더 풍부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여전히 독창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림� 6-15]� 격자� 그리드와� 기본� 도형� 모듈� 싪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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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선의 조합 

점 그리드에서 점들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선의 조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연구 작품의 기반이 된 실험이다. 만들어낸 글자 및 추상적 문양들은 

게임과 같은 시각적 분위기를 드러내 흥미로워 보였지만 판독성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했다. 

 

 

  

[그림� 6-16]� 그리드의� 점을� 연결한�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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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면의 조합 

점과 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면적에 컬러를 적용하고, 이 면적들을 조합해 

문양 및 글자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앞의 실험과 같이 완성된 연구 

작품의 기반이 된 실험이다. 단순히 점과 점을 연결한 선으로 문양을 

제작했던 앞선 실험에 비해 문양을 제작하기도 용이했고 시각적 완성도도 더 

높아 보였다.  

 

 

 

[그림� 6-17]� 그리드의� 점을� 연결하여� 제작된� 면의� 조합� 실험�

 

  



 
 

 
 80 

6.3. 3 분할 유닛 기반 연구 

 

세 번째 컨셉은, 3분할 유닛을 제작해 각각 상위 브랜드 대표 이미지, 하위 

브랜드 대표 이미지, 하위 브랜드 명칭의 로고타입을 채우는 방식이다. 

 

 

 

[그림� 6-20]�3 면으로� 분할을� 이루며� 요소들이� 배치되는� 형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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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디자인 사례조사 

 

○1  Pixelated Realities 

브랜드의 로고타입, 구조적이며 조형적 구조물, 기본 도형 조각, 유기적인 

형상의 총 네 가지 종류의 요소가 결합을 이루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내는 사례이다.56  

 

 

 

[그림� 6-18]�Realities 의� 아이덴티티� 시스템�

  

 
56 Pixelated Realities: <https://www.behance.net/gallery/38179391/Pixelated-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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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rto 

사각형 안에 배치된 ‘포르투(Porto)’ 도시명에 라인 아이콘들이 추가되는 

형태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다. 아이콘들이 다양한 방향 및 순서로 조합을 

이룰 수 있다. 도시의 시그니처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아이콘들을 

조합해 패턴을 만들고 이를 도시 곳곳을 장식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7  

 

�

[그림� 6-19]�Porto 의� 아이덴티티� 시스템�

 

  

 
57 Underconsideration, “New Logo and Identity for Porto by White Studio”:  

<https://www.underconsideration.com/brandnew/archives/new_logo_and_identity_for_porto_b

y_white_studi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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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디자인 개발 

 

블럭을 쌓듯 조합하는 형식으로, 그림 6-2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글자를 

나열해 로고타입을 만들고 브랜드 관계자가 직접 그려 넣는 블럭도 같이 

조합해 시그니처가 완성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한계는 직접 그려 넣는 

시각물을 심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주체에 따라 퀄리티의 

차이가 클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가 된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 

간결히 심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림의 원본 

크기에 따라 활용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현수막과 같은 큰 판형에는 

높은 품질을 유지하며 인쇄되기 힘들 것이다. 

 

 
[그림� 6-21]� 메인� 브랜드� 로고타입,� 글자,� 자체� 제작한� 그림이� 조합되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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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적인 형태와 컬러 그래디언트 모듈의 조합 실험 

앞선 실험들과 다르게 해당 실험은 유기적인 형태의 모티프를 활용해  

진행했다. 한 유기 형태에 다른 유기 형태들이 마스킹 되는 형식으로 조합을 

이루거나, 비정형의 유기적 면적들에 컬러 그래디언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합을 진행했다. 여러 방식 중에 그림 6-22, 그림 6-23과 같이 컬러 

그래디언트가 적용된 유기적 형태들을 겹쳐서 표현하는 방식을 시그니처로 

발전시켰다. 이 방식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무수히 많은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컬러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 개체들 간의 유대감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느껴졌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넣어 심볼을 제작하기는 어려웠으며, 만들어진 문양들은 서로 

비슷하여 개별 조직을 구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림� 6-22]� 유기적� 형태와� 컬러� 및� 컬러� 그래디언트� 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 시도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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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트레바리’에� 테스트� 적용�

�

�

 

[그림� 6-24]� 가상� 브랜드� ‘Joinn’에� 테스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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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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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브랜드 설정 

 

 

[도표� 7-1]� 가상� 브랜드� ‘Join’의� 조직도�

�

 

작품 연구를 위해서는 ‘조인(Join)’이라는 명칭의 가상 온라인 기반의 동호회 

플랫폼을 설정하여 모임의 성격에 따라 배움(learn), 운동(workout), 

창작(create), 토론(discuss),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하위 브랜드들이 

형성될 것을 가정해 보았다. 카테고리의 분류를 위해서는 ‘프립’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어떤 취미 공유 모임들이 형성되며 운영되고 있는지 

참고하였다. 모임의 생성을 제공하는 조인은 이 패밀리 브랜드의 조직에서 

가장 상위 브랜드이며, 각 카테고리 아래 생성되는 모임들이 하위 브랜드가 

된다. 이 조직에서의 대분류, 즉 각 카테고리는 개별의 컬러 페어(pair)가 

지정이 되며 이는 하위 브랜드 심볼 제작 시 적용하게 된다. 이 컬러 페어의 

지정은 7장 7절에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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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그리드와 모듈의 설정 

 

 

 
[그림� 7-1]�Join 의� 브랜드� 로고타입� 및� 심볼� 등을� 제작하기� 위해� 활용한� 그리드와� 고무줄� 모듈� 예시�

�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방식은 크게 ‘모듈(module)’과 

‘그리드(grid)’로 나뉘게 된다. 일정 간격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리드와 그 

점을 둘러싼 지정된 비율의 도형들이 바로 모듈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7-1 과 같이 점이 격자를 이루며 배치가 되어 있고 루프 형태의 선이 

고무줄과 같이 늘어나 각 점을 둘러싸는 형태로 잇는 방식이다. 이 

구조물들을 활용해 브랜드의 메인 로고와 하위 브랜드의 심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모임을 의미하는 ‘밴드(band)’와 이 컨셉에서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무줄(rubber band)’의 특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 고무줄은 점들을 

이어 글자나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모여 

하나의 모임을 형성하는 현상과 닮은 방식이다.  



 
 

 
 89 

이에 더하여 무언가 스스로 조합하거나 제작해보는 형태의 접근,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제작 방식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교류를 이어나가는 주 계층인 2030 세대의 니즈(needs)에 부합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으로 점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모듈은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제약을 설정하였다: 

 - 점은 1 개 이상, 최대 길이 7개까지 연결 가능 

 - 사선의 방향은 45 도 각도 유지 

 - 삼각형, 사각형 등의 도형을 점들을 둘러싸서 제작 가능. 

 

위 규칙을 지켜 그리드에 모듈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종류와 개수의 모듈이 

생성된다: 

 - 원(점): 1 개 

 - 직선: 6개 

 - 45도 사선: 6개 

 - 직삼각형 A형(가장 긴 변이 180도 방향): 3개 

 - 직삼각형 B형(가장 긴 변이 45도 방향): 6개  

 - 정사각형: 6개 

 - 직사각형: 5개 

 - 마름모: 3개. 

 



 
 

 
 90 

 

[그림� 7-2]� 점을� 1 개� 이상� 연결해� 제작한� 직선� 모듈� 예시�

 

 

[그림� 7-3]� 사선의� 각도를� 45 도로만� 구성한� 사선� 모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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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다양한� 도형들을� 제작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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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문 타입페이스 및 숫자 제작 

 

앞서 설정한 모듈과 그리드를 바탕으로 상위 및 하위 브랜드의 명칭을 위해 

사용할 영문 타입페이스 및 숫자를 제작했다. 알파벳 글자들은 점 4개를 

연결한 높이와 점 3개를 연결한 너비를 지니고 있으며 A, E, H 등 

크로스바를 지닌 글자들은 대부분 크로스바가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무게 

중심이 대부분 위로 배치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체는 고무줄을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Rubber 

Band Sans Alphabet’라는 명칭을 붙였다. 

 

‘Rubber Band Sans Alphabet Solid’는 획이 채워진 버전의 글자로 판독성이 

좋아 모임 브랜드의 로고타입용으로 적합하다. ‘Rubber Band Sans Alphabet 

Outline’은 획이 채워지지 않은 버전으로, 그리드 상의 점들을 고무줄로 

둘러싼 모양 그대로를 보여주며, 메인 브랜드의 로고타입으로 사용된 

서체이다.  

 

�

[그림� 7-5]� 설정한� 그리드와� 모듈을� 활용해� 제작되는� 영문자와� 숫자�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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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Rubber�Band�Alphabet�Sans�Solid�Bold(좌)와� Regula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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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Rubber�Band�Alphabet�Sans�Outline�Bold(좌)와� Regula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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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글 타입페이스 제작�

 

한글 타입페이스는 영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일관된 높이와 너비를 유지할 수 있는 영문자에 비해 한글은 조합되는 

모음의 형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의 조합을 시도하게 되었고, 어린이가 쓴 것과 비슷한 느낌을 형성함과 

동시에 규칙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를 2030세대가 추구하는 

‘키덜트’ 문화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여 심볼과 함께 시그니처 조합으로 

발전시켜 보기로 했다. 

 

다양한 모임명의 표현을 위해 다양한 자모음과 받침 글자로 조합된 단어들을 

테스트해 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글꼴은 영문 서체와 마찬가지로 

고무줄을 모티프로 하고 있어 ‘고무줄한글’이라 명하였다. 

 

‘고무줄한글 채움’은 획이 채워진 버전의 글자로 판독성이 좋아 모임 

브랜드의 로고타입용으로 적합하다. ‘고무줄한글 비움’은 획이 채워지지 않은 

버전으로, 그리드 상의 점들을 고무줄로 둘러싼 모양 그대로를 보여주며, 

표제용 문구나 장식용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서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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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한글� 제작� 과정� 예시�

 

 

[그림� 7-9]� 다양한� 자모음� 및� 받침� 글자로� 조합된� 단어들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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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고무줄한글,� 채움� 볼드(좌)와� 레귤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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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고무줄한글,� 비움� 볼드(좌)와� 레귤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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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보조 서체 지정 

 

애플리케이션 등에 들어갈 정보를 더 가독성 있게 표기하기 위해 보조 

서체를 지정했다. 한글 지정 서체인 ‘Noto Sans CJK KR’은 높은 가독성을 

지니는 고딕 글꼴이며 고무줄 모듈로 제작되는 심볼의 형태들과도 조화롭게 

보일 수 있다. 제목이나 눈에 띄어야 하는 영문의 문구는 주로 ‘Noto Sans 

CJK KR, Bold’를 활용하며, 본문 및 세부 정보는 Bold, Medium, Regular체를 

적절히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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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2]� 한글� 지정� 서체:�Noto�Sans�CJK�KR�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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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3]� 영문� 지정� 서체:�-OC�Format�Sans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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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위 브랜드 ‘JOIN’의 로고타입의 제작 

 

앞서 제작된 영문 타입페이스중 판독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무줄’, ‘밴드’의 

특성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Rubber Band Alphabet Sans Outline Bold’를 

활용해 상위 브랜드의 로고타입을 제작했다. 하위 브랜드의 시그니처와 따로, 

혹은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볼이나 마크 

없이 워드마크로 제작했다.   

 

 

 

[그림� 7-14]�JOIN� 로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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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컬러 지정 

 

7.7.1. 하위 브랜드(카테고리) 컬러 지정 

 

모임의 성격 별로 카테고리를 명확히 지정하기 위해서는 컬러 그룹, 혹은 

컬러 페어(pair)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각 카테고리 별로 지정되는 

페어는 보색 및 인근 보색 관계에 있는 컬러들을 엮어 함께 사용되었을 때 

시각적으로 활력이 있어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운동(workout) 카테고리는 파랑과 노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 

후의 청량함과 운동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  

 

토론(discuss) 카테고리는 보라와 연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조화로운 보라와 활발히 의견이 교환되는 

분위기의 표현을 위해 연두를 선택했다.  

 

배움(learn) 카테고리는, 배움으로 지식의 숲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초록과 

배움으로 얻은 열매를 연상하는 주황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작(create) 카테고리는 예술의 다이내믹함을 의미하는 핑크와 순수함을 

의미하는 하늘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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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7-2]� 가상� 브랜드� JOIN 의� 카테고리별� 컬러� 페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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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기타 컬러 지정 

 

로고타입이나 텍스트 및 다른 디자인적 요소에 적용하기 위한 흑백 및 

그레이 톤으로 이루어진 컬러 팔레트도 설정했다. 이중 흑백의 ‘Soft Black’은 

조인의 메인 워드마크와 하위 브랜드의 로고타입에 사용되는 컬러이다. 

웜그레이의 컬러들은 가이드라인 북 디자인시 목차 및 챕터 텍스트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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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3]� 가상� 브랜드� JOIN 의� 기타� 컬러�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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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참여를 통한 심볼 제작 

 

이 심볼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직군에 속한 20-30대 연령층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제작을 진행했다. 그림 7-15와 같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가이드 이미지와 그리드 이미지, 참고 이미지를 포함한 제작 예시 

영상을 전송하여 스마트폰 내에 ‘마크업’ 기능을 활용해 그리드가 포함된 

사진 위에 원하는 문양을 그리도록 하였고, 저장된 이미지와 함께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문양이 어떤 가상 모임의 심볼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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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참여자들에게� 전달한� 모바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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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의 이미지는 건설법 분야를 공부하는 30대 대학원생 

남성으로부터 받은 이미지이며, ‘건설법 스터디 그룹’이라는 이름의 배움 

카테고리 심볼을 제작했다. 건설과 관련된 산과 건물, 법을 의미하는 천칭이 

결합된 이미지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심볼과 

시그니처를 제작해 보았다. 

�

�

�

�

�

     

 

 

[그림� 7-16]�1 번� 참여자� 이미지(좌)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시그니처(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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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의 이미지는 교육자인 30대 대학원생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미지이며, 배움 카테고리의 ‘초록초록원예’라는 이름의 원예 스터디 모임 

심볼을 제작했다. 나무와 같은 형상에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기호를 

더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심볼과 시그니처를 

제작해 보았다. 

 

 

 

 

 

 

   

 

[그림� 7-17]�2 번� 참여자� 이미지(좌)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시그니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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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의 이미지는 30대 스포츠 의류업에 종사하는 회사원 남성이 

제작한 달리기 모임 ‘이브닝런클럽’의 심볼이다. 축구를 할 때 넘치는 기운과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을 활용해 심볼을 

제작해 보았다.  

 

 

 

 

 

     

�

[그림� 7-18]�3 번� 참여자� 이미지(좌)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심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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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 의 이미지는 제약업에 종사하는 30대 회사원 여성이 제작한 

‘마이스쿠버’라는 이름의 스쿠버 다이빙 모임의 심볼이다. 산소 탱크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을 활용해 심볼을 제작해 

보았다. 

 

 

 

 

     

 

[그림� 7-19]�4 번� 참여자� 이미지(좌)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심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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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의 이미지는 30대 회사원 여성이 제작한 ‘몸짱’이라는 이름의 

헬스 모임 심볼이다. 아령을 쥐고 있는 주먹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을 활용해 심볼을 제작해 보았다.  

 

 

 

 

 

 

 

 

�

[그림� 7-20]�5 번� 참여자� 이미지(상)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심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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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의 이미지는 30대 대학원생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미지이며, 운동 

카테고리의 ‘하루 30분요가’라는 이름의 요가 모임 심볼을 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심볼과 시그니처를 제작해 

보았다. 

 

 

 

 

 

 

 

[그림� 7-21]�6 번� 참여자� 이미지(상)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시그니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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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2의 이미지는 30대 대학원생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미지이며, 창작 

카테고리의 ‘마크라메 클럽’이라는 이름의 마크라메 제작 모임의 심볼을 

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심볼을 제작해 

보았다. 

  

 

 

 

 

     

�

[그림� 7-22]�7 번� 참여자� 이미지(좌)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심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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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3의 이미지는 30대 자영업자 남성으로부터 받은 이미지이며, 창작 

카테고리의 ‘3D 프린터 유저 월드’라는 이름의 모임의 심볼을 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심볼을 제작해 보았다. 

 

 

 

 

 

    

�

[그림� 7-23]�8 번� 참여자� 이미지(좌)와� 모듈과�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심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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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참여 실험을 통해 그리드와 모듈 활용이 디자인 이외의 업계 

종사자들에의 이해도를 포함해 모듈을 활용해 얼마나 다양한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모듈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참여의 유도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

 

 

 

 

 

�

[그림� 7-24]� 참여를� 통해� 제작된� 심볼�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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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최종 작품 시그니처 제작 사례 

 

최종 작품으로 간단한 적용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샘플로 제작했던 심볼 및 

참여로 제작된 심볼 몇 가지를 선정하여 다양한 조합형의 시그니처로 

발전시켰다. 모임 이름이 국문으로 표기되는 사례와 영문으로 표기되는 

사례를 두 개씩 제작했으며, 각 카테고리별로 네 개의 조합형이 한 세트가 

되게 제작을 했다. 심볼과 로고타입이 시그니처 형태로 조합될 때에도 기본 

그리드를 지키며 간격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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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토론(Discuss) 

 

토론 카테고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만나는 독서 모임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의 ‘3rd Wed Book Club’으로 정하여 제작했다.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꽃이 핀다는 의미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꽃이 세 송이 표현되어 있는 

심볼을 활용했다. 명칭 표기는 정식 표기인 ‘3rd Wed Book Club’ 두 가지와 

축약식 표기인 ‘3W Book’ 두 경우로 제작했다. 정식 표기 시 길이가 길기 

때문에 2 행으로 표기하며, 축약형은 1행과 2 행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그림� 7-25]�‘3W�Book’� 세� 번째� 수요일� 독서� 모임의� 다양한� 시그니처� 조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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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창작(Create) 

 

창작 카테고리는 미술창작모임 ‘Joy Art Club’으로 정했다. 영문 명칭으로 

표기가 되며, 심볼의 모양은 붓터치를 형상화한 것이다. 세 단어가 조합된 

명칭이기에 1행, 2 행, 3 행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짧게 

이니셜로만 표기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그림� 7-26]�‘JOY�Art�Club’� 비대면� 미술� 모임의� 다양한� 시그니처� 조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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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배움(Learn) 

 

배움 카테고리는 국문으로 표기되는 ‘건설법스터디’를 선정했다. 건설과 

관련된 산과 건물, 법을 의미하는 천칭이 결합된 이미지를 심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의 형태는 1행과 2 행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7-27]�‘건설법� 스터디’모임의� 다양한� 시그니처� 조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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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운동(Workout) 

 

운동 카테고리의 최종 시그니처는 ‘달빛수영’이라는 국문 명칭의 수영 

모임으로 정했다. 물결이 표현된 심볼과 명칭 로고타입을 다양한 방향으로 

조합해 보았다.  

 

 

 

[그림� 7-28]�‘달빛수영’� 모임의� 다양한� 시그니처� 조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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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적용 

 

테스트로 제작된 메인 워드마크와 네 세트의 시그니처들을 각 카테고리 별로 

볼펜, 키링, 노트, 스케치북, 물병, 캔버스 백 등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여 적용했다.  

 

7.10.1. 상위 브랜드 JOIN 

 

상위 브랜드인 ‘JOIN’의 경우에는 무채색을 띤 볼펜에 무채색 컬러 팔레트의 

색상이 적용된 워드마크를 적용했다.  

 

 

[그림� 7-29]�JOIN 의� 워드마크가� 적용된� 볼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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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토론(Discuss) 모임: 3rd Wed Book Club 

 

3rd Wed Book Club(세 번째 수요일의 독서모임)을 위해 제작한 적용물은 

볼펜, 아크릴 키링, 독서 노트, 북마크, 북파우치, 포스터이다.  

 

볼펜은 토론 모임의 지정 색상 페어인 보라색과 연두색에 흰색의 축약형 

시그니처를 적용해 디자인했다. 아크릴 키링은 투명한 아크릴 판에 지정된 

색상의 기본형 시그니처가 적용된 디자인과 심볼을 반복해 패턴화한 문양이 

적용된 디자인을 제작했다. 독서 노트는 그림 7-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후감 및 독서에 대한 기록이 편리하도록 날짜와 책 제목을 쓰는 칸이 

마련되어 있다. 휴대가 편한 사이즈이며, 펼치기 쉽도록 노출 사철 제본 

방식으로 제작했다. ‘Noto Sans CJK KR’을 활용해 간단히 읽고 있는 책이나 

독서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된 종이 북마크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아크릴로도 북마크를 제작했다. 노트의 표지에는 지정된 영문 보조 

서체인 ‘-OC Format Sans, Black’을 활용해 ‘Reading Diary’라는 제목을 적고, 

북마크에는 명언 문구를 적어주었다. 그림 7-36과 같이 독서 노트와 북마크 

모두 캔버스로 제작된 북 파우치에 책과 함께 넣어 다닐 수 있으며 아크릴 

키링을 지퍼 손잡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포스터는 각 모임에서 진행되는 행사 홍보 등을 위해 쉽고 경제적으로 출력 

및 인쇄할 수 있는 A3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가상의 시 낭송회 행사를 

설정하여 활용 예시를 제안한다. 지정된 서체와 색상의 조합을 활용해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글자의 사이즈 및 내용의 구획을 지정했으며, 2 컬럼으로 

나뉜 그리드를 바탕으로 로고타입, 심볼, 회차 표기, 행사 제목 및 일시 안내 

등 모두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다른 이벤트나 차기 회차의 이벤트가 진행될 

시에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하기 쉬운 구조이다. 모임 명칭은 ‘Rubber Band 

Sans Alphabet Solid, Bold’나 ‘고무줄한글 채움, 볼드’를 적용하고, 모든 

영문의 정보 표기는 ‘-OC Format Sans Black’, 한글은 ‘Noto Sans CJK KR 

Bold’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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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0]�‘3rd�Wed�Book�Club’� 시그니처가� 적용된� 볼펜과� 아크릴� 키링�

�

�

 

[그림� 7-31]�‘3rd�Wed�Book�Club’의� 독서� 노트(120x160mm)와� 북마크(180x40mm)�

  



 
 

 
 126 

 

 

 

 
 

[그림� 7-32]�‘3rd�Wed�Book�Club’의� 독서� 노트(120x160mm)�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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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33]�‘3rd�Web�Book�Club’� 종이� 북마크(180x40mm)�

 

 

 

[그림� 7-34]�‘3rd�Wed�Book�Club’의� 아크릴� 북마크(200x50x3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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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5]�‘3rd�Wed�Book�Club’의� 북� 파우치(280x210mm)�

�

�

[그림� 7-36]�‘3rd�Wed�Book�Club’의� 북� 파우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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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37]�‘3rd�Wed�Book�Club’의� 이벤트� 포스터(A3:�297x4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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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창작(Create) 모임: Joy Art Club 

 

미술 창작 모임인 ‘Joy Art Club’을 위해 제작한 적용물은 볼펜, 아크릴 키링, 

필드 스케치북, 소형 캔버스 백, 포스터이다.  

 

볼펜은 창작 모임의 지정 색상 페어인 핑크와 하늘색에 흰색의 2 행의 정식 

명칭 표기 로고타입이 조합된 시그니처를 적용해 디자인했다. 아크릴 키링은 

투명한 아크릴 판에 지정된 색상의 기본형 시그니처가 적용된 디자인과 

심볼을 반복하고 패턴화하여 크롭 된 문양이 적용된 디자인, 2종을 

제작했다. 

 

캔버스 백은 스케치북 및 간단한 필기구를 넣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를 

선택해 앞면에는 심볼을 백의 면적에 거의 채워 큼직하게 적용하고 뒷면에는 

비대칭적으로 오른쪽에 시그니처를 작게 적용했다.  

 

필드 스케치북은 라인이나 그리드가 없는 백지로 엮여 있으며, 펼치기 

쉽도록 책등이 없는 노출 사철 제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표지는 지정 

핑크색의 종이 위에 앞면에는 심볼만, 뒷면에는 로고타입만 적용하였다. 

노트의 모든 가장자리 단면은 지정 색상인 하늘색으로 컬러 엣징 처리를 

하였다. 

 

포스터는 토론 모임의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A3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같은 

구조를 띠고 있고 구획이나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 모두 동일하다. 컬러의 

조합은 창작 모임의 지정 컬러 페어가 활용되었다. 가상의 회원 연례 미술 

전시회 행사를 설정하여 활용 예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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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8]�‘Joy�Art�Club’� 시그니처가� 적용된� 볼펜과� 아크릴� 키링�

�

�

�

 
[그림� 7-39]�‘Joy�Art�Club’의� 소형� 캔버스� 백(290x2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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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0]�‘Joy�Art�Club’의� 필드� 스케치북(180x26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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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1]�‘Joy�Art�Club’의� 이벤트� 포스터(A3:�297x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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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배움(Learn) 모임: 건설법스터디 

 

배움 모임인 ‘건설법스터디’를 위해 제작한 적용물은 볼펜, 아크릴 키링,  

펜 파우치, A5 그리드 노트, 포스터이다.  

 

볼펜은 배움 모임의 지정 색상 페어인 주황과 초록에 흰색의 1행의 정식 

명칭 표기 로고타입이 조합된 시그니처를 적용해 디자인했다. 아크릴 키링은 

투명한 아크릴 판에 지정된 색상의 기본형 시그니처가 적용된 디자인과 

심볼을 반복하고 패턴화하여 크롭 된 문양이 적용된 디자인, 2종을 

제작했다. 캔버스 재질의 펜 파우치 앞면에는 심볼이, 뒷면에는 2 행으로 

표기된 로고타입이 중앙에 배치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아크릴 

키링을 지퍼 손잡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A5 크기의 중철 노트는 스터디 내용 필기, 그래프 그리기 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점 그리드가 인쇄되어 있으며, 미싱 중철 방식으로 

제본하여 완전히 펼칠 수 있는 편리함을 더했다. 표지의 앞면에는 심볼, 

뒷면에는 로고타입을 분리하여 적용했다.  

 

포스터는 A3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앞의 토론 및 창작 포스터들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고 구획이나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 모두 동일하다. 컬러의 

조합은 배움 모임의 지정 컬러 페어가 활용되었다. 가상의 스터디 토론 

행사를 설정하여 활용 예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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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2]�‘건설법스터디’� 시그니처가� 적용된� 볼펜과� 아크릴� 키링�

�

�

�

 
[그림� 7-43]�‘건설법스터디’의� 펜슬� 파우치(220x150mm)�

 

 

 

 

[그림� 7-44]�‘건설법스터디’의� A5 그리드� 중철� 노트의� 표지(좌)와� 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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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45]�‘건설법스터디’의� A5 그리드� 중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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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6]�‘건설법스터디’의� 펜� 파우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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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7]�‘건설법스터디’의� 이벤트� 포스터(A3:�297x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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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운동(Workout) 모임: 달빛수영 

 

운동 모임인 ‘달빛수영’을 위해 제작한 적용물은 볼펜, 아크릴 키링, 

플라스틱 물병, 대형 캔버스 백, 포스터이다.  

 

볼펜은 운동 모임의 지정 색상 페어인 파랑과 노란색 볼펜에 흰색의 1행 

정식 명칭 표기 로고타입이 조합된 시그니처를 적용해 디자인했다. 아크릴 

키링은 투명한 아크릴 판에 지정된 색상의 기본형 시그니처가 적용된 

디자인과 심볼을 반복하고 패턴화하여 크롭 된 문양이 적용된 디자인, 2종을 

제작했다. 

 

물병은 포켓북 형태로 폭이 좁고 면적이 넓어 캔버스 백은 운동화나 물병, 

여분 옷 등을 넣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를 선택해 앞면에는 심볼을 백의 

면적에 거의 채워 큼직하게 적용하고 뒷면에는 비대칭적으로 오른쪽에 

시그니처를 작게 적용했다.  

 

포스터는 A3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앞의 포스터들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고 구획이나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 모두 동일하다. 컬러의 조합은 운동 

모임의 지정 컬러 페어가 활용되었다. 가상의 회원 수영 대회 행사를 

설정하여 활용 예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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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8]�‘달빛수영’� 시그니처가� 적용된� 볼펜과� 아크릴� 키링�

�

 

  
[그림� 7-49]�‘달빛수영’의� 투명� 물병(98x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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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0]�‘달빛수영’의� 대형� 캔버스� 백(380x420mm)�

 

 

 
[그림� 7-51]�‘달빛수영’의� 대형� 캔버스� 백� 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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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2]�‘달빛수영’의� 이벤트� 포스터(A3:�297x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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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브랜드 활용 가이드북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활용 가이드라인 북은 총 68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드를 활용하여 심볼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방법, 적용 예시까지 담고 있다.  

 

책의 크기는 A4 사이즈이며, 책의 표지는 검은색 고무 촉감의 종이에 인쇄가 

되었다. 앞표지에는 조인의 워드마크가 유광 검정의 포일 스탬핑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뒤표지는 여러 모듈들이 검정 바탕에 검정 토너로 인쇄되어 

있어 각도에 따라 문양이 반사되어 보인다. 책을 점 그리드가 인쇄된 아크릴 

북 커버 슬리브에 끼우면 점 그리드와 뒷표지의 모듈 문양이 들어맞는다. 

제본은 창작 모임의 적용 예시인 필드 스케치북과 같이 노출 사철 제본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색의 사이드를 표지 컬러에 맞추어 검정으로 컬러 

엣징 처리하여 제작했다. 책의 내부에 다양한 컬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표지는 무채색인 검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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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3]�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표지와� 커버� 슬리브(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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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4]�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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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5]�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16-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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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6]�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32-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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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7]�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48-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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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8]�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 내지� 스프레드� 64-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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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심볼 제작 도구 

 

심볼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와 아이패드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택타일(tactile) 도구는 프로토타입용으로 아크릴을 

활용해 제작했다. 아크릴로 제작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모듈 조각들이 

아크릴 기둥으로 만들어진 12x12 그리드에 끼워 맞추어 지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에 상용화 된다면 모듈 조각들에 카테고리별 컬러를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그림� 7-59]� 택타일� 심볼� 제작� 툴� 스케치�

 

 

[그림� 7-60]� 택타일� 툴:� 손으로� 직접� 모듈을� 끼워� 모양을� 조합하는� 도구의� 프로토타입� (아크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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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구는 아이패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용할 수 있다: 

 

1. 카테고리 선택 

만들고자 하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탭을 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컬러 면적이 생성되며 선택이 

되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림� 7-61]� 디지털� 툴:�1 단계,� 카테고리� 선택.� 첫� 페이지� 화면(좌);� 카테고리가� 선택된�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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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볼 그리기 

2단계인 심볼 그리기로 이동하면 점으로 이루어진 그리드가 화면에 채워져 

있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가며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모듈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점은 1 개 이상, 최대 길이 7개까지 연결 

가능하고, 사선의 방향은 45 도 각도 유지해야하며, 삼각형, 사각형 등의 

도형을 점들을 둘러싸서 제작 가능하다.  

 

컬러는 우측에 도넛 모양의 컬러 버튼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며 실수가 

있을 시에는 실행 취소 및 재실행도 가능하다. 심볼을 다 그리고 난 후에는 

우측 하단의 ‘DONE!’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고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림� 7-62]� 디지털� 툴:�2 단계,� 심볼� 그리기.� 그리드� 화면(좌),� 점을� 연결하여� 모듈을� 그려� 넣는� 화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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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3]� 디지털� 툴:�2 단계,� 심볼� 그리기.� 심볼이�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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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볼 완성 

3단계로 넘어가면 그리드는 사라지고 심볼만 백색의 바탕에 남아있게 된다. 

이 상태에서 ‘SEE ALL’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제작된 심볼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연동된 슬라이드 쇼 앱의 

화면에서도 새로 제작된 심볼을 포함해 최근 30개의 제작 심볼들이 차례로 

보이게 된다.  

 

아이패드용 디지털 툴은 https://drawsymbol.web.app/에서 접속 가능하며, 

슬라이드 쇼는 https://drawsymbol.web.app/slideshow 에서 접속할 수 있다. 

 

 

 

 

[그림� 7-64]� 디지털� 툴:�3 단계,� 심볼� 완성.� 심볼이� 완성된� 모습(좌);� 제작된� 심볼들� 모아보기(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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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그림� 7-65]� 디지털� 툴:� 아이패드� 디지털� 툴과� 아이맥� 화면� 속의� 슬라이드� 쇼,� 전시� 모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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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전시 

 

학위 청구전에서 각 카테고리별 적용 사례들을 실제로 제작해 전시를 

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툴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아크릴로 제작된 택타일 

툴 프로토타입, 아이패드용 디지털 툴과 아이맥 슬라이드 쇼도 함께 

준비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브랜드 가이드라인 북을 전시하고 

추가적으로 A2 사이즈에 가이드라인 속 내용을 간추려 벽에 설치했다. 

 

각기 다른 컬러 조합이 적용된 다른 심볼들도 통일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참여자들이 제작한 심볼과 연구자가 샘플로 제작한 심볼 

16가지를 선택해 두꺼운 아크릴판에 컬러를 분리하여 인쇄하고 이를 겹쳐 

오브제를 제작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토론 모임 심볼 오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두색 부분이 인쇄된 아크릴 레이어와 보라색 부분이 인쇄된 

아크릴 레이어가 필요하다. 이 두 개의 아크릴 레이어가 겹쳐 하나의 심볼을 

완성하는 것이다.     

 

각 카테고리별로 시그니처 및 심볼이 인쇄된 노트 및 캔버스 백과 같은 

적용물도 제작하여 함께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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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6]� 학위� 청구전� 전시� 모습�

�

 

[그림� 7-67]� 아크릴� 오브제의�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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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8]� 아크릴� 오브제의� 디테일�

 

 

[그림� 7-69]� 택타일� 툴� 및� 가이드라인� 북의�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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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0]� 각종� 적용� 예시� 물품의� 전시�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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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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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브랜드 자체의 구조적 특성과 갖는 

관계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는 상위 브랜드로부터 

파생된 하위 브랜드들의 디자인이 저마다의 의미와 특색을 갖추면서도 상위 

브랜드와, 혹은 서로 간의 시각적 연결 고리를 지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의 시작점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을 정리하고 

범위를 설정하며 연구에서 담론이 이루어지는 개념들을 정리한다. 

 

제 2장에서 브랜드가 과거로부터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나게 

된 개념인지, 브랜드의 구조와 주요 표현 매체가 변화를 거듭하며 어떤 

디자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 2장을 통해 살펴본 매체에 따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변화는 현시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의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제 3장에서는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프로세스와 디자인의 방법에 대해 

진행한 연구들을 일반적 방식, 자동생성형 방식, 참여형 방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참여형 방식으로 브랜드의 관계자가 직접 심볼을 제작하게 되면 

소속감이나 충성도에 있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결속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기반으로 해당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 더해 

참여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을 제작하게 되면 

디자이너가 아닌 참여자들이 도안을 제작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브랜드의 다양한 확장적 구조와 사례에 대해 그 

구조를 수평과 수직적 패밀리 브랜드라는 커다란 틀로 나누어 이해한 후 본 

연구에 수평적 패밀리 브랜드 구조에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형식을 

갖춘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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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에서는 적합한 브랜드 사례들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재래시장, 온라인 

커뮤니티 중 장소의 제약이 없고 현시대적 가치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취미 공유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작품 연구를 

지속하게 된다. 온라인 공동체 특성상 젊은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덴티티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 6장에서는 작품 연구를 위한 스케치 과정이 진행된다. 디자인의 방향을 

세 갈래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스케치들을 진행한 후에 가장 적합한 포맷을 

선정하게 된다. 

 

제 7장에서는 작품으로 제작된 내용과 제작 과정들을 설명한다. 

‘조인(Join)’이라는 가상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브랜드를 설정하여 패밀리 

브랜드의 구조를 짜고 모듈과 그리드의 활용 방식을 설정한다. 해당 모듈과 

그리드로 조인의 메인 워드마크도 제작하고 하위 브랜드들이 로고타입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과 영문 서체도 제작한다. 모임의 카테고리 별로 

컬러를 설정하여 구분 지었다. 참여자들을 모집해 이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이 제작한 심볼과 연구자가 샘플로 

자체 제작한 심볼들을 활용해 토론, 창작, 배움, 운동의 카테고리 별로 

하나씩, 총 네 개의 가상 하위 브랜드를 설정하고 모임에 필요한 물품들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용자들이 심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택타일 툴과 아이패드용 디지털 툴을 제작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특히 디지털 툴의 제작과 활용에서 이 연구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제작 측면에서의 한계와 연구 

쟁점으로부터 벗어나 지나치게 포커스를 차지할까 우려되어 기능의 가짓수를 

하향했다. 그러나 하향시킨 디지털 툴은 분명하게 더 상향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첫째로, 해당 디지털 툴은 심볼만 제작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로고타입도 타이핑하여 심볼과 같이 여러 형태의 조합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더해 볼펜이나 가방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제작이 되면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둘째로, 해당 디지털 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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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결함 때문에 참여자들로부터 모바일 채팅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스케치를 수집한 이후에 현재의 단계까지 완료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듈과 그리드 활용의 제약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만약 

연구자가 설정한 모듈과 그리드 활용에서의 규칙을 디지털 툴에 완벽히 적용 

시킬 수 있다면, 참여자들이 모듈과 그리드의 활용 방식을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스케치의 과정도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셋째로, 제작물 

아카이브 기능이 상향 조정된다면 향후 AI를 활용하여 이미 제작된 비슷한 

심볼을 필터링하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많은 기능 및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자인의 과정 및 형태는 단지 예시로 

내세운 온라인 기반 동호회 및 플랫폼 브랜드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생적으로 모임이 생성되고 하위 브랜드가 

파생이 되는 성질과 구조를 지닌 브랜드에 매우 편리한 방식이 되어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마케팅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인 브랜드의 계층적 구조와 

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식을 고찰하고 디자인의 주체를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로 확장했다는 면에서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속도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이 사회의, 이 

시점에서 디자인과 같은 창의적 산업도 발을 맞추어 길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라는 단어와 함께 디자이너의 

역할을 단순히 컴퓨터 툴을 활용해 브랜드에 필요한 여러 시각물을 제작하는 

존재가 아닌 커다란 틀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 창의적 사고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큰 프레임을 세우는 마스터플래너의 역할이고, 일반 

사용자들(브랜드 관계자들)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사용자 모두 본연의 역할에서 확장된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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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프로세스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역할은 

미래지향성 및 지속 가능성 면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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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ommunity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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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dentity has existed for many years as one of many human communication 

methods. When the human race began to form agricultural societies, they needed 

visual means to prove livestock ownership, etc. In the Middle Ages, when 

territorial disputes were active, they began to use visual displays of identifying 

allies and enemies on the battlefield. It became a symbol representing each 

family. Later on, in the market economy society, these visual displays became a 

fundamental way of expressing the value of manufacturers and various goods 

and services they provide.  

 

Present society’s brand identity design implies more than just what it stands for: 

the design contains corporate work, information about services or products, 

values, locations, structur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philosophy, etc. In the 

past, brands often tried to compress this much into a single mark. However, 

increasingly, the types of things represented by brands became more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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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tructure of the brand itself became to form a more complex structure. 

Moreover, as time flows, the leading media that the brand is projected changed 

along, causing brand identity design to reform its way of expression with its 

change.  

 

The brand of present society often makes its expansion organically. In particular, 

startups frequently expand or merge their services. So, the brands in current 

society are like organisms. In the case of brands with an extended structure (that 

divides them into upper and lower brands), the design and expre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brands show a significant change in 

the way they are expressed. Derived or expanded brands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are focused on unity, offering designs that are uniform. Otherwise, 

they are too emphasized in diversity to recall the bundle. While such design 

format has been chosen as a business decision, the identity design that only 

satisfies either unity or diversity sometimes causes communicational 

inconvenience with the consumers: if the unity is too substantial, the sub-

brands’ values are likely to be ignored, and if the diversity overwhelms, it would 

be hard for the consumers to express the brand loyalty.  

 

In addition to the non-face-to-face preference trend, the communication 

method is facing a turning point due to the pandemic of COVID-19. It is said 

that the ‘new normal’ would be to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online 

platforms such as SNS or remote video conference tools, and it is already 

happening around the world. New attempts are needed to visually express the 

brand identity design in line with recent trends and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proposes an identity design system of module 

utilization in which sub-brand builders can directly participate to build their 

identity designs. The appropriate case would be selected to reflect the system to 

explain how to use the modules and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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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designing the identity system, a literature study was proceeded to 

observe how the identity design developed its forms along with the historical and 

technological changes. From this, it was possible to reacknowledge that the 

identity design has developed its expression and the production method with the 

main medium change. Moreover, this historical study reconfirms the importance 

of brand experience in the present time. Therefore, adopting a participatory 

methodology for the design process would evoke positive effects.   

 

The literature study was followed by the theoretical study. This part examines 

some research papers regarding the general design process (proceeded by the 

designers), generative design method, and participatory design method. This 

theoretical research drew the design direction for the output. The direction is to 

have participants use a digital tool for their convenience.  

 

Followed by the case study for brand structure, and the identity design format 

has proceeded. The case study led to the determination that the brand structure 

and identity design format that best fits this research subject is the one with a 

horizontal family brand structure while showing flexibility in design expression. 

 

The type of brand chosen for the output of this research is a hobby sharing 

online community platform brand. It does not have any physical and locational 

restrictions that make it the type of business that most reflects the present era. 

Also, its sub-brands are generated spontaneously by the users.   

 

The final direction was decided after conceptualizing and sketching the design 

direction of the work. Several modules were created based on the dot-grid, and 

the rules were established for the users to utilize them properly. The typefaces 

based on this grid and modules were designed to be used as logotypes for sub-

brands. The meeting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orted by the types, and 

the distinction is designated through the use of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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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esigner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designing and drawing symbols for 

their hypothetical hobby sharing group. Some of the symbols designed from this 

process were developed into sub-brand signatures to be included in the final 

output.  

 

For the final output, few signature combinations for each category were created 

and applied on some products and printed matters for the usability test. The 

brand guideline book was designed to contain the rules and examples of using 

the design system. Besides, a prototype of the tactile tool and the digital tool was 

created to suggest the usage.  

 

All in all, this research values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d 

structure and its identity design, and it also contemplates the innovative brand 

identity design system that incorporates participations. Moreover, it discusses a 

designer’s expanded role from a mere designer to a plan maker. Designers in 

present society are required to become a master planner, and the importance of 

their position is growing more prominent. From this aspec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offering the specific example of how broader the designer’s role 

as a master planner can be expanded within the branding process. It also has 

value in expanding participants’ role from idea givers or sketchers to designers 

who actually design the end result. 

 

 

 

 

 

Key words: Brand identity design, brand hierarchy, flexible identity, modular 

brand identity design system, participatory brand ident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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