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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디자인, 그 관계에 대한 질문

수학 혹은 아름다움의 언어. 그리스와 신라 건축물에 나타난 비례의 미학

그리드와 反그리드. 막스 빌과 엘 리시츠키룔 줄실으로
타이포그래피, 수학의 同해를 구罪卜. 한喜과 算4버스 체에 내제된 수학적 원리

디지털 미디어 수와 인간의 새로운 중개자

+ 수, 집단의 의식을 비추는 거울 The Secret Lives of Numbers

++ 디지털 세계의 춤추는 동물들. Sodaplay

+++ 디지털의 눈으로 다시 보기. Two Eyelands

++++ 존재의 흔적 혹은 부재의 탐구. External Measures

세계관으로서의 수학: 서구적 조형원리는 절대적인가

디자이너연대기五

34 말 타는 기생이 만든 우리 옷, 이해윤

directory
40 company millimeter/milligram, mmmg

44 people 몬스터디자인 www.monsterdesign.co.kr

46 조형의 언어, 서예가정도준

reporter

48 化粧室이화장하다!

research
50 생활공간과 디자인의 만남,〈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hibition
52 세계 디자인 명품을 한 자리에,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

c 이 umn
53 스타일,그리고드라마

54 옐로우페이지

55 뉴스

56 디자인캘린더

http://www.monsterdesign.co.kr


010.0(nm

005.0mm
기획 •진행. 김진경. 프리랜스 기자.

111.5mm c030 m080 y080 kOOO.

023.5mm

수, 디자인을 論하다. 
논

••피타고라스 학파의 견해로는. 수는 남녀 양성일 수도 있고 남성이거나 여 

성일 수도 있으며. 또 부모일 수도 있卫 자식일 수도 있으며 . 또 능동적 이 거

135.0mm

나 수동적일 수 있으며. 또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뒤범벅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관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인색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규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개별적 성질을 가진 것일 수도 있다. 수는 서로 끌어당 

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있고. 가족과 친구가 있으며. 서로 결혼서약을하기 

도 한다. 수는 자연의 구성원인 것이匸：

(로버트 롤러.〈기하학의 신비〉)

다소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수에 대한 정의는 그러나 산술과 기하학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었던 시대. 즉 고대에는 지극 

히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 땅을 측량하는 일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았고 이는 곧 종교학이나 철학과 연결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할 따 농지의 경계선올새로 측량해 정하는 

일이 기하학(Geometry)' 으로 불리었고. 따라서 기하학이란 질서와 법을 

복구하는 원리로 간주되었던 것이匸

영적인 통찰력을 갈고 닦기 위한 수양의 과정 으로 권장되었던 수학은 그 

러나 현대 우리들에 게 시루하고 딱딱한 학문일 뿐이다. 우리는 삼각함수는 

배워도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원운동. 혹은더 나아가우주의 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배우지 못하며. 미분과 적분은 할 줄 알아도 단순한 기 

교를 익히는 수준 이상은 넘지 못한己

문과와 이과가나누어지고 감성 적인 짓과 논리적인 것이 쉽사리 단절 을 선 

언하는 맥락에서 디자인과수학의 괸계는 한없이 멀게 느껴진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깃은 그토록 쉽게 감성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치부되 

어 온 디자인이 수. 혹은 수학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다. 건축과 예술, 인간과 자연의 형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학적 비례. 균 

형과 질서를 골격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와그리드 시스템 등을 통해 그관계 

의 일부나마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匸.

012.0mm 02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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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디자인, 그 관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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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의 정확성은 오히려 수에 대한 불감증을 일으킨다.

수가 지배하는 시 대

우리는지금 수의 시대, 아니 모든 것이 수량화되는 시대 

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물을 수량,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오히려 수로사람을 관리하고 평가하 

는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의 발달로 복잡한 수를 계산하 

기 쉬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최근에는 수량 

경제학이나, 계량정치학 등 양적 척도로 인간사회를 분 

석하려는 시도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 

종의 수량 이상주의, 수량 합리주의가 팽배하여 무엇이 

든 수로 전환하면 그것으로 납득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다. 각 방송국의 시청률 경쟁은 말할 필요도 없 

고,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동아시아의 경 제 전망까지 수 

치 평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인간이 수에 이처 

럼 강하게 지배당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과정을통해 수가신뢰성을 획득할 만큼 객관화되고 합리화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 

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오르내리는수십, 수백 억이라는 돈의 단위가우리를 수치 불감증에 빠뜨려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치들은 봐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담배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수치나, 포 

테이토칩에 표기된 염분 함량 둥은 명확한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까지 비교하며 물건을 구 

입하지는 않는다. 산업사회가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수의 세계는 점점 더 세밀해지고 빠르게 커져가고 있지 

만, 수는 단지 복잡한 단위일 뿐 체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오히려 수치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려는자본의 전략^ 숨어 있다고해야할것이다.

합리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불합리의 극치인 주술적 의미가수와 함께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의 100일주, 발렌타인 데이의 변종으로생겨난화이트데이, 블랙 데이, 심지어 빼빼로 데이까지 이런주 

술적 수치는 묘한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자본의 논리로 변환되기 쉽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전화번호, 여권번호, 의료보험번호, 자동차번호, 각종 비밀번호, 기념일, 혈압, 

복권번호 둥 우리는 얼마나 많고 복잡한 수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그 많은 수들에 한편으로 지 배받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디자인을 지탱하고 있트 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나 출력용지인 A4는 210义 297, A3는 그 2배인 x420, 포스터 디자인을 의 

뢰받았다면 A1 은 594x841, B2는 515x728- • • 북 디자인을 해야 한다면 국배판은 227x303, 46배판은 188 

x258… 가구디자인의 기본인사무용 책상높이는730•••• 이렇게 디자인 현장은다양한수를토대로하고 있 

다. 이 토대 위에 그리드, 비례, 균형, 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수학적 판단이 중층적 구조를 이루면서 디자인 

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훌륭한 디자인과 건축, 음악의 공통점은 매우 아름다운 수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디자이 

너나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에 대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워낙 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 • : “사실 나는수학하기 싫어서 디자인 선택했는데 • • •”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스스로 

가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임을 떠벌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디자인이 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디자인 교육이 지나치게 감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디자 

인에는 '가치관 이 사라지고 가치감 만이 팽배해 디자인 현장은 감각이라는 한줄기 긴장감만으로위태롭게 지 

탱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9.com


이런 다양한 도법으로 인해 지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에서 무시되고 있는 수

모든 것이 수로 시작해서 수로 끝나는 것이 디자인 프로세스지만수치가 무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면 지시 팔레트의 X와 Y, 두 축에는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현란하게 수가 변하는 것이 보인다. 

방안대지에 직접 손으로 선을 긋고 사진식자를 붙이던 경험을 가진 세대라면 처음 컴퓨터의 이 마술적 변화에 

짜릿한 전율마저 느꼈겠지만 이제 이런 수치의 변화는 더 이상 깜짝쇼도 아닌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행간 

과 자간을 계산해 미리 서체를 지정할 필요도 없고, 사진이나 그림의 크기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심지 

어 컬러마저도 마음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모니터에 떠 다니고 있는 그 많은 수들은 단지 복잡한 단위 

일 뿐 디자인 작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체감적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담배의 니코틴이나 포테이토칩의 

염분처럼 무시되어 버리곤 한다. 그러나 이런 무시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폐암이나 고혈압이 발생할수도 있다. 

최근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를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 

다. 이런 경향은 초보자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데이터를가볍게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무겁게 하는것이 안 

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언제나 화를 불러오기 마련. 필요 이상의 무거운 데이 

터는 예기치 않았던 출력 과정에서 에러를 발생시키 게 된다.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비대해졌지만 그것을 받아 

줘야 하는 프린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염분 수치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다가그만 고혈압을 일 

으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산수 수준은그나마 해결하기 쉽겠지만 본격적인 수학에 해당하는 비례, 균형, 긴장둥의 문제마저도오로 

지 감각에만 의존한다면 그 디자인 결과는 뻔한 일이니, 하물며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삼각함수 

까지 계산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될 것이다.

수를 왜곡하는 디자인

수를 시각화하는 디자인 과정에서는 때로 심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하는 지도나 다 

이아그램 둥의 정보디자인 분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메르 

카토르는 1569년 둥근 공모양의 지도를 원통형으로 펴 

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지도를 개발하 

였다. 이 메르카토르 도법은 원래 항해용으로 배의 진행 

방향을 지도 위에 일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게 개발된 것 

이기 때문에 육지 면적이 왜곡되는 것은그리 중요한문 

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게까지 이 지도가 보 

급되면서 마치 그린란드가 남아메리카 대륙보다 크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또한 이런 도법의 특징을오히 

려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기 나라가더 커 보이거나지 

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하 

였다. 편안한 항해를 위해 일생을 노력한 메르카토르의 

위대한 발명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활용된 것이다. 이 

런 의도적인 왜곡은 지금도 디자인 작업에 자주 이용된 

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성장이나 퇴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느 

냐에 따라 성장을 과장할 수도 있고 퇴보를 축소할 수도 

있다. 수의 단위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트릭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디자인에 자본이나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면 그 왜곡의 정도는 오히려 심해진다.

신체에 내재된 수의 개념 

인간이 수를 발견할수 있었던 배경에는그 신체적 특징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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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분절되어 서로마주볼수 있다. 이렇게 분절되어 마주보는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엄지 

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과 그 마디를 셀 수 있는 구조로 4와 12라는 기본 개념이 생겨났다고 한다. 1년을 4 

계절, 12개월로 구분하거나 시간둥에 12진법이 적용될 수 있던 배경이 바로 우리 신체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 

이다. 10진법 또한 열 손가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탄생한 손가락 계산（Calcul Digital）은 매우 

정밀하게 발전하여 16세기 중국에서는 열 손가락을 이용하여 10억이 넘는 숫자를 계산할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대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나 '무한 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사용되었다. 인도의 시간 

단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는 짧은 순간은 65찰라이 

며 , 이를 계산하면 1 찰라는 1/75초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최대의 시간단위는 카르파 이다. 힌두교 

의 일반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1카르파（겁 劫）는 43억 

2,000만년에 해당된다. 이것은브라흐마（梵天）의 1/2 
일로 브라흐마의 동틀 무렵 세상이 창조되어 해질 무렵 

멸망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우주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겨우 하루 해에 비유한 것으로 수치로 전환된 시간의 유 

한성과무한성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현란하게 변환되는 수치들, 이렇게 

컴퓨터에 위탁해버린 우리의 디자인 능력이 사실은 우 

리 몸과 우주의 질서가 서로 호흡하면서 만들어낸 관계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대한수 0 
위대한 수 ‘0’을 발명한 것이 인도라는 것은찰알려져 

있지만이 '0'이라는숫자의발명이주판에의한것이라 

는 점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주판의 기원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인도에서는 매 

우오래 전부터 주판을사용했다고 한다. 주판의 가장큰 

특징은 비운 자리를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 놓는다는 것 

이다. 바로 그 비워진 자리가 '0' 으로 표기된 것이다. 

비움（空）' 은 없음（無）' 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 

성을 의미한다.〈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이라는 말처 

럼 색（色）' 이란물질적인 것으로 결국 공（空）' 에 불과 

한것이니 그물질적인 대상에 언제까지나 집착할필요가없고,또한그 공（空）'은언제나다시 색（色）' 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진 0, 그리고 이를 이용한 10진법의 표기나 계산법은 이슬람을 거 

쳐 서구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인도에서 유래된 

것이고 지금도 아라비아에 서는 인도 숫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위 대한 수 0은 계산의 혁 명을 가져 다주었고 

결국 0과 1의 2진법으로구성되는 디지털의 개념도 이런 철학적 배경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0=8인 것이다.

디자인의 세계도 수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게 변환되는 디지털 수치의 단위 

에 억눌릴 것이 아니라 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함으로써 크리에이티 

브의 가능성을무한대로 펼쳐 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현장을 지탱하는수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 

어야겠지만 너무 가시적인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를 뛰어넘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16세기 중국에서는열 손가락을 이용하여 10억이 넘는숫자를 계산할수 있었다.

666 = 512 + 128 + 16 + 8 + 2

2 = 2

5 = 4 + 1

6 = 4 + 2

7=4+2+1

21 = 16 + 4 + 1

1010011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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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김진경

이 막대그래프는 0에서부터 1,000,000까지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웹 페이지의 수에 기초해 수의 인기도（Popularity）를 보여준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줌 

인.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줌 아웃된다.

匂工比!心5口

이 그래프는。에서 1,000,00（切卜지 정수의 인기도를 밝기롤 통해 

나타낸다. 여기에서 한줄은 100단위의 수로구성되어 있으며, 

마우스를 클릭 또는 드래그하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셀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보여주고, 한 

줄을 선택하면 정수 100개가 포함된 해당 부분（가령, 2,000에서 

2,100까지의）, 10＞을드래그한다면 정수 1,000개가포함된 해당 

부분이 왼쪽 막대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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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온고릴라' . T血리의고量라' , 약 

20마리 정도의 고릴라' 등의 표현 중 어떤 

한가지흘 골라이야为할때,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 &떤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전화번호나 우편번호 제품의 모델명 .

TV 채널 등에 이르기까지 수와 관련된 모든 

이해하기 쉽고 가장 사용하기 쉬운 수로, 

접근성 이 용이하다는점에서 인:力가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을 단위로 

시기, 웹의 성장 때문만이 아니라 일종의

시간적인 나르시시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에 가장 관심이 많고

밑바탕에는 우리의 관심, 이해관계가 깔려 데이터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인기도가 증가하는 데이터의 주기성은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웹 페이지에 언급된 수를 통해 수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10을 기본으로 한수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지니는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과거 에는관심이 없음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로 표현되는 것이다：

인기도를 분석한 간단한 막대그래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인터랙티브 비주얼의 

체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손가락,

발가락은각각 10개이다).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전의 역사적 시간들은

(〈The Secret Lives of Numbers). 서문 중에서)

골란 레빈 (Golan Levin) 율 포함한몇명의

아티스트曇온 1997년부터 주기적으로 수의

인기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해 1998년 2월인터넷사용자들의 

형태로 구현된 이 데이타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탐색 방식을 가능하게 해. 수와

사회의 관계를 탐색하는 여행을 한층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준다. 막대그래프를 

스크롤하며 그래프의 천체적입 형태 를 

가늠하는 것운 물론이거 니와 줌 인 줌 아算

212,486,911,1040,1492.1776.

68040.90210과같은수가다른수보다

높은 인기도를戸I록한 것은 이들수가

전화번호(지역번호)이거나 세금의 형해,

컴퓨터 칩, 유명한날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2345나

현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기억의 생명을 측정할 
■

수 익는지에 대한 가능성 혹은 역사적힌 ...

사目이 어떻게 우리 현재의 삶을 ， 

형성해왔는가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

수에 대한 관심과 기호롤 보여주는 일종의 

인터랙티브 이미지 룰 런칭시켰다. 뉴

그래프의 영역 설정도간단히 할수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단순히 세상에 대한

8888과 같은 수는기억하기 쉽다는 이유로

빈도수가높게 나타났으며, 80486.68040 

정도를 말해준다. 말하자면. 1600과 2002
사이의 곡선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A

라디오 & 퍼포밍 아트 (New Rachoand

Performing Arts) 사의 의뢰에 의해 

웹사이트 Turb 내erae.org에 게재될 

목적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0에서

1,000,000까지의 정수에 대해 자동 검색율

•'있다는것. 1에서 10까지의 작은수들은 

수를 계산해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것역사적 夏우리가 제일 먼저배우는 수이고 가장

행하고각수를포함하고 있는 뤱 페이지의 질문하며, 1990에서 2002 사이의 수의

인기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

• ■ ▼♦■IL 'II 山jl・LLi fj.i
I丄3

이른바 공공성을분석하고있는젛oi다"

http://www.turbulence.org/Works/nums/ 二

The Secret Lives of Numbers

컨셉. 디렉션, 인터페이스 디자인 & 프로그래밍: Golan Levin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 디자인 : Martin Wattenberg 

데이터베이스 & CGI 프로그래밍(2002) : Jonathan Feinberg 

CGI 프로그래밍(1997): David Becker 

통계 컨설팅 : David 티ashoff

에세이. 리서치 : ShellV Wynecoop

수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우리 문화의 수리, 인지적 구조까지

，.발견하게 해준다.

j여기에서 우선 가장두드러자는 특징은

! 1 에서부터 수의 인기도가 점점 떨어자고 

등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삼뿐만 아니라 당시 그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초도 말해준하 

레빈은 수에 대한 관심도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반추되어 있는가를

가지고있는 망각율(「ate of 

forgetting)' 이 어떤 이미지로그려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여기에서 집단의 의식이 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이 ： 

프로젝트는 인터랙티브 비주얼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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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글. 김용운. 수학문화연구소장.

수학 수학혹은 혹은 아름다움의 다： 언0헌 G ... 그리스와 신라건축물에 나타난 비례의 미학

미와수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는미학의 기본에 관해 균형이 있는것을볼때, 

사람은 기쁨을 느낀다” 라고 했지만, 균형은 수 

학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름다움과 균형의 관계 

에서 우리는 미술과수학의 관계를 감지할수 있 

다. 각 나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나 훌륭한 그림을 

보면 한결같이 즐거워하고 편안함을 느낀匚卜. 백 

인, 혹인 가릴 것 없이 전세계 미녀들이 한 자리 

에 모여 맵시를 자랑하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있匚卜. 여기에서는 언제나 누가보아도 아름다운 

미녀를 뽑게 돈!다. 이처럼 인간이면 모두 함께 

느끼는 아름다움의 표준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곡선이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려 

놓은 빙판 위 곡선의 아름다움, 옷의 선이나 색 

깔의 조화, 멋있고 세련된 미에는 모든 인간이 

감동할 수 있다. 또한 음악에서 화음의 아름다 

움이나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 불상의 

자연스러운 안정감 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 

구나 느끼는 아름다움이 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으며 

이는 수학의 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각 분야 

의 전문적인 특수한 형식을 떠나사유와 미의 밑

대립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정신활 

동속에서 이루어진匚卜. 인간성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정신성이 무시된 무미건조한 사유 

나 기교만을 일삼는 수학과 미술활동에는 큰 의 

의가 없다. 칠쟁이와 예술가, 셈쟁이와 수학자는 다르다. 

..…수학을 교과서를통해 배울 때는주제가• 선 

택되는 동기, 미적인 가치 등 내적 경험이 모두 

무시되고, 다만 하나의 법칙을 얻어내기 위한

몰개성적인 논리만 부각된다. 또한수학의 공리 

적인 전개에도 문제가 있다. 일단 공리가 설정 

되면 엄격한 논리가 이어져 나갈 뿐, 아무런 미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며 적어도 정서의 승화를 

회구하는 예술활동과의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미술에서 수학의 수법을 받아 

들여 적극적으로 수학이론을 응용하는 실용적 

인 입장을 취할 수는 있다. 가령.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da Vinci)의〈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림에서 사용되었던 원근법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기법의 문제를 떠나 수학의 성립과정을 정 

신사적인 입장에서 보고, 문화 전반에 흐르는 

미의식의 시대적인 양식을 생각한다면, 수학을 

무미건조한 논리체계 또는 기술에 유용될 수

금분할의 미(美)만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이론 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 .…시대마다 그 풍조를 집약하는 세계관이 있

0| 되어 있다. 그리고그관계는양또는수로표 

시할 수 있다.” 조화의 근본은 아름다움이다.

음악에서 현(絃) 길이의 비례관계에서 조화음 

을 발견한 희랍인은 조형미술에서도 조화미를 

찾았다. 특히 그 비례 가운데서 11618을9의 

비율이라고 하며, 황금률(G이den Ratio)이라 한다. 

.. . ..황금비례는다양한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데, 아테네의 파르테논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신전은 현재 파괴되어 있으나 지붕은 복원되어 

정확한 황금분할의 구형에 들어간匚卜. 파르테논 

신전을 측정해보면 유난히 店 라는수가 많이 나 

옴을 알 수 있다. 황금분할을 이용한 미술활동은 

현대의 작가들에게도 많다. 점묘화로 유명한 프 

랑스 인상파 화가 쇠라(Georges Se니「at)의〈 

라파래도〉에는 황금분할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 

며 몬드리안(Piet Mondrian) 역시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도 황금분할만은 좀처럼 포기 

하지 않았다. 피타고라스 시대와 쇠라 사이에 

는무려200년의시대차이가있고 선'과 점 

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황금비

를 미의 기호로삼고 있다. 고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기법은 크게 변화했어도 황

바닥에 흐르는 인간의 미의식과 지 (知)에는 공통영역이 있는 것이다.
황금비

이성과 미의식

모든 인간은 공통적인 이성을 갖추고 있다. 이 

성은 곧 로고스(Logos)이며 수학에서는 논리 

로 표현된다 한편 예술활동의 기본은 직관이고 

주로 정서에 의존한匚上 따라서 수학과 예술, 두 

분야에 걸친 정신적 영역은 논리와 정서 라는 

내접 오각형에 숨어 있는 황금비율은 아름다움 

이 곧 비례의 조화임을 말해준다. 조화에 대한 

첫 인식은 음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타고라 

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자연 현상에는 합리적인 배열이 있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그것이 하나의 법칙 

다. 미술이나 수학은 모두 그 표현방법과 형식 

을 달리하지만그 바탕에는보편적인 시대의 풍 

조가 있다. 희랍의 황금기에는유클리드적인 세 

계관이 미술을 지배했고, 사영(射影)기하학이 

형성된 근세에는 원근법을 기본으로 하는 수법 

이 미술계를 지배했다. 사영적인 방법이 채택됨 

으로써 그림은 3차원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원 

근법은 투시법 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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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율의 간단한 작도법은 위의 그림과 같다. 여기서 ABCD는 각 변이 1 인정사각형이며 O는 BC 의중점, AD 의 길이는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华，따라서 BC=}+을=上芋5 의수식이 성립한다.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 입면. 정면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길이뿐이 아니라 평면에서부터 각기둥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요소가 황금비에 따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투시하여 본다는 뜻이다. 시각에는 초점이 있
흔히 우리들은 수학과 예술을 전혀 별개의 것으 

匚卜 따라서 시각을 투시하여 그린 그림은 현실감이 뚜렷廟히는 것이다.
로 알고 加타.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와 미술은

신라의 미숩 

삼국을 통일한 신라인들은 예술을 창조함에 있 

어 단순히 감각에만 호소하지 않고 미의 보편성 

을 희구하였다.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를 포함한 모든 한민족의 미의식에 깊은 호소력 

을 지닌 미술품을 창출해낸 것이다. 미를 감각 

에서 이성의 세계로까지 확장하였으며 , 특히 종 

교적인 정열까지 포용하는 뛰어난 예술을 창조 

한 것이다. 그러한 예술 정신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이 석굴암이匚卜 석굴암을 

자세히 분석하여 각부분을수치로 나타내보면, 

당시의 설계도를 구상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

요네다는 석굴암을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 ,
원적 , 위상적 , 확률적 등의 술어는 한 세대

"기하학적인 도형이 미술적인 감각으로 정 

확히 구사되어 있匚卜. 기본적으로 회랍 기하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尺）와 콤퍼스만을 이용하 

였고, 기본적인 도형으로서는 정사각형과 대각 

선 정삼각형과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 원
다. 악으로도 문화 형태가 세련되어감에 따라 문

과구, 육각형과 팔각형, 그리고 선분의 등분기법 등이 이용되& 있다.” =曰言 曰

화의 밑바닥을 이루는 수학을 의식하게 되고 널리 응용될 左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지식의 구사는 결코

우연한 기하학적 도형의 조합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미의식에 

의해 조직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원래 동양수학 

의 정통은 대수학이나 예외적으로 천문, 역산을 

다루는〈주비산경〉이 있었다. 석굴암의 설계자 

는 이〈주비산경〉을 충분히 소화하여 그지식을 

남김없이 석굴암의 설계에 구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석굴암의 내부구조는 々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회랍인이 店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신라 

인은 々 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석굴암의 반지름이 12자（지름은 24 

자）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시 

간인 12각（刻）과일치한다. 굴의 천정은전우주 

를 상징하고 있고, 원둘레 360°는 당시의 1 년 

날수를 나타내고 있匚卜. 이렇듯 석굴암의 설계자
역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 

는 전우주와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을 수치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 …〈주비산경〉은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 

관한 정리. 즉 dnaz+b? 을기본으로 하여이론 

을 전개하였으나, 그 형식은 52=手+4?이다. 통 

일신라시대 사찰의 설계는 각 변의 길이 3,4, 5 

인 직각삼각형에서 특히 5：4의 비를 택해 만든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 직사각형

의 대각선과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1 ：々의 비가많이 이용되고 있다.
카오스의 시대

또한다보탑을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흥미로운 원의 열 （列） 

이 생긴다. 여기서 각 원은 석굴암에서와 같이 

々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신라인과 회랍 

인의 여술의 회구는 々와 店라는 다소의 차이 

가 있었을망정 , 한결같이 일정한 수치를 기본으 
순하고, 늘 되풀이되는 기계적인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로 삼아 예술 속에 강한 보편의식을 심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별개의 분야로 배워왔기 때문이匚卜• 그러나 

위대한 예술활동, 특히 모든 사람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것에는 뚜렷한 합리적인 설用가 있고, 

그 내용은 수로 표시된다. 이성과 정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훌륭한 예술에는 오직 일체

화된 인간의 미의식이 명백하게 살아 있는 것이다.

현대의 미술

오늘날 문화형태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전문분야 

에 관한 세분화이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 

화되어 나갈 것이다. 한편, 정신생활은 이들전문 

화된 영역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넓게 문화형 

태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흡수해간다. 가령 '4차

전까지만 해도 전문 수학자만이 사용하던 것이 

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은 경제하 사회학, 예 

술계 등 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

우연히 수학자가 그 속에 쓰여져 있는 활자

을 무시하고 현대 미술책을 펼쳐 보거나 반대로 

미술가가 현대 수학책을 보았을 때는 자칫하면

그 내용이 미술인지 수학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대목을 보고 놀랄 것이다. 현대 기하학의 형식 

과 다름 없는 도형이 거의 그대로 현대미술의 

훌륭한 작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하학적인 

도형은 냉혹하고, 흔히 정서의 순화 를 목적으 

로 하는 미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만 생각 

되지만, 뜻밖에 현대인의 감각은 수학적인 도 

형에서마저 미를 찾을 만큼 예민해진 것이다.

근세 이후 수학에서 형태의 미를 느낀다는 작가 

나 메마른 몰개성적인 수를 시어로 구사하는 시 

인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시대 조류를 반영한 

것이며 결코 우연은 아니다. 문화의 각 전문 영 

룬다. 그러기에 어느 특정 분야의 발달은 곧 그 

대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는 상승작용을 거듭 

하게 되는것이다. 전인류가공통적으로음악과

미를 감상하고, 그 속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수

리를 발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수리적 인식과 관련된 공통의 미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은카오스처럼 보이면서도, 깊은 곳에 질서 

를 가지고 있다. 물거품, 지진에 의한 지면의 균 

열, 화산의 폭발, 식물의 성장과정, 바닷물의 상 

태 등 모든 자연현상이 그러하匸卜. 자연의 아름 

다움은 알고 보면, 그것이 지니는 법칙성이 단

..맨델브로（B. B. Mandelbrot）는 해안선, 나 

무의 모습, 강의 모양을 일반화하려는 목적으로 

프랙탈 이라는개념을 발표했다. 프랙탈도형의

특징은 자기닮음（自己相似）'이라고할수있는 

데, 이는도형의 일부분이 전체를 축소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술은 위대한 자연의 

모방 이라고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였지만, 프 

랙탈 이론은 자연을 미묘하게 모방한다는 뜻에서 위대한 여수이기도 하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프랙탈 이론을 이용 

하여 재귀적인 프로그램으로 도형을 만들 수 있 

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형태가 무한히 되풀이 

되면서 부분과 전체가 닮은 모양이 만들어지 

는데 이는 일견 자연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 

기도 한匚上 이 그림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 

는 자연계의 기본법칙 속에 프랙탈적인 성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우연성이 내 

재하고 있다（불확정적인 요소가자연다움의 본질이다）.

특히 도형의 형성 과정에 난수계（亂數系）를 

개입시키면, 보다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생긴다. 가령 삼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삼고 복 

잡한 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잡을 때, 유클리드 기하학의 선분

처럼 일률적으로 그린다면 단순한 삼각형 모양 

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때 중점 

의 위치를 법선의 방향에서 난수로써 정해준다. 

그 결과, 은박지를 손아귀에서 구겨놓은 것과 

같은 산의 표면을 연상하게 하는 모양이 나온 

匚卜. 자연에 내재하는 우연성을 요컨대 난수계로 모방하는 것이다.

기하학의 재미는 기하학적인 직관' 이 자극받을 

때 생긴다. 수학의 묘미는 공리에서 출발해서 엄 

격한 논리의 전개를 통해 답을 내는 것으로 그치 

는 무미건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수학의 생명은 

논리이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논리가아닌 미의식 

이 뒷받침되어 있다. 예술적 감흥이 따르지 않는 

수학은 큰 의미가 없匚卜. 그것은 단순한 논리의 틀 

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프랙탈 이론은 새로운 인

식과방법을통해인간지성이단순히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미의식과 자연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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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 본존불상 및 좌도의 설계도. 단위—당척 唐尺, 괄호 안온 곡척 曲尺.

불국사 다보탑의 설계도. 다보탑의 중심선에 중심을 둔 주요 원의 계열을 그리면, 반지름 사이에 다음과 갈은 관계가 성립한다.

6의 반지룜올 a로 하면

6의 반지쁨은 응々 = 유

°의 반지름은 *（유）

6의 반지름은 7》（을）

°의 반지름은 疑%）

거꾸로

05의 반지름을 A로 하면

6의 반지룜은 々A

6의 반지름은 2A

6의 반지름은 2/2A

6의 반지롬은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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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력

마찰 강도

스프링의 강도

중력을 높이면 모델은 자신의 무게를 못 이겨 납작하게 찌그러지고중력을 낮추면 공중에 떠다니게 된다. 중력을 없애거나(off), 

중력의 방향을 뒤짚는 것 (reverse) 또한 가능하다.

마찰력은 덩어리의 움직임을 둔하게 한다. 마찰 강도를 높이면, 마치 끈적끈적한 접착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움직이며, 

마찰 강도를 심하게 낮추면 빨리 움직일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 없이 휘청거리게 된다.

스프링이 약하면 모델은 쓰러져 버리고, 스프링이 너무 강하면 모델은 지나치게 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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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play의 디지털동물원 Sodazoo' 에는 

두발 달린 로봇처럼 걷거나 물렁물렁한

바퀴처럼 구르거나 현란하게 움직이며

인터페이스를 통해 즐기듯 작품 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점과 선을 연결하고 근육을

한 줄 넣으면 아메바같기도 한 덩어리의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면 쓰러지거나 뒤엉켜

버리기 일쑤다. 근육의 위치와 길이, 

수축력, 힘의 강도, 중력의 세기 혹은 유무 

Soda Creative는 '놀이 (play)' 와 

배우기 (learning)'. '여수(art)'을세 축으로 

삼고, 이들 세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중에서 부유하는 수많은 동물들 이 살고 

있다.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이들 동물들 은 

이들을 가지고 '노는 또다른사용자들에 

의해 편집 되거나 새로운 어떤 것으로

물체는 숨을 쉬듯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심장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약동하는 덩어리는, 이제 무엇을 더

덧붙여줄까를 고민하는 사용자에게 마치 

마찰의 강도가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조합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모니터 앞에 매달린 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작업을 진행한다. 때로는 게임처럼 재미있고 

때로는 애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Sodaplay는 이러한 이들의 성격을 가장잘 

보여주는프로젝트중하나다• 놀이를 통해

태어나기도한다. 창조주가 된 것 같은 기분마저 안겨준다.

Sodaplay는 런던에 위치한 회사, Soda

Creative에서내놓은 일종의 디지털 

장난감' 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러나 모델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만든 형태는

균형이 잘 잡힌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상

Interview with Ed Burton 기반으로서의 수학은 공부해야 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or)

어떤 계기로 이처럼 재미있는 생각을

17살이 될 때까지 나는 물리학과 수학만

공부했다. Sodaconstructoroll 녹아 있는

하게 된건가.

자바로 프로그램 짜는 것을 배우면서

수학과 물리학은 내가 15살에 배운

것들이다. 이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것도 잊은 사용자를 가정해. 'Sodaplay 

중독증 을 걱정하는 이의 FAQ를

만들어놓은 이들의 재치는 여기에서 , 과연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구축 

키트- "Sodaconstructor (Sodaplay의한

섹션이다)는 2001년 BAFTA 인터랙티브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http://www.sodaplay.com/
아트어워드를 수상한바 있다.

정의되었지만,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인터랙션해야 한匚卜. 정의되지도

java version)을 아주 간결한 형태로 

보여준다. 이는 인터랙티브한 아이디어를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말이匚卜!

구현하는 데 ProcessingO| 훌륭한

환경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계기도 되었다. 나는 이제 언젠가

Sodaplay를 처음 만들었다. 뭔가 장난칠 

거리 (toy)' 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자바를 충분히 익히기 전까지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바를 더 열심히 배우게

만들었다. 사실 난다른누군가가이걸

재미있어 하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었다.

중력, 마찰의 정도, 스프링의 강도, 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 같다. 물리학에 관심을 가진

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다. 간단한 

요소들을 서로 인터랙션하게 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수학과 물리학은 아주 간단한 부분에만

도입되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주목하지 않는 프로그램

쪽이었다. 우선 사용자들이 자신의 모델을 

동물원 에 올려두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 하기 위해 서버에 로그인해 모델을

MIT 미디어 랩의 ACG 홈페이지에서는

Processing 이라는 최근 프로젝트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Sodaplay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Sodaplay가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내가 Sodaconstructor# 처음 개발할

때, 사실 Processing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 게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최근, Sodaplay의 단순한 

버전을 Processing 을 이용해 다시 쓴 

것이다•많은 이들이

Sodaconstnjcto「의 '아들' 0| 될지도 

모를 새로운 즐길 거리를 스케치하는 데

Processi ng> 활용하고 있다.

수와 디자인, 수학과 디자인학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4. 디자이너는 수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열정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규범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 한정지어 말하자면, 수학은 세계를

것은 언제부터인가. 저장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두번째는 Sodaconstr 니 ctoi가 어떻게 해석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리학은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내가 제일 빌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유저 작동되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수학은

좋아하던 과목이었다. 수학에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물리학의

인터페이스였다. 물리학과 수학은 몇 개의

간단한 방정식으로 엄격하게

Processing 으로 쓴 코드는

Sodaconstructor 의 풀 자바 버전 (full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예술이자 디자인이다.

http://www.sodaplay.com/


1.618 + 1 글. 강현주.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그라信归와 曲fi即 막스 빌과 엘 리시츠키를 중심으로

루이스 캐럴(Lewis Carr이)이 쓴〈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1865)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앨리스는 언덕에서 하는 일도 없이 언니 옆에 앉아 

있는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언니가읽고 있는

에 나오는 앨리스의 첫 대사이기도 한 이 말은 책 

이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그래픽적 공간과 그것을 

분할하여 다양한 차원과 세계를 보여주는 그리드 

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관련해 한 가지

었다. 앨리스가 흰 토끼를 따라 땅 속 나라를 여행 
책을한두 번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그건 그림도 대화도전혀 없는 책이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뭐 하러 보지?”

그래서 속으로 (날씨가 더운 탓에 너무 졸리고 몽 

롱해서 끙끙대며) 곰곰 생각하고 있었다. 일어나

하며 갖가지 모험을 하듯이 그래픽 디자이너들 

역시 그리드라는 흰 토끼 를 발견한 후 단조로

서 데이지 꽃을 꺾어 목걸이를 만들면 재미있을까

없을까하고. 그때, 갑자기눈이 빨간토끼 한마리

운2차원 평면에 지나지 않을 책의 지면을여러가 

지 차원과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흥미로 

운 세계로 재구성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 일지라도 그래픽 디자이

가 앨리스 옆을 달려갔다. (루아스 캐럴,〈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공주니어 , 2001)
너들의 실험과 시도에 따라 얼마든지 시각적 재

언젠가 한 소모임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분야적 

특성과디자이너의역할에대해이야기를주고받 

다가참석자 중의 한 명인 윤우석 님이 갑자기 "그 

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뭐 하러 보지?" 라는 말을 

툭 던졌다.〈이상한 나라의 앨라스〉의 시작 부분

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가 책 이라는 매체를 생각할 때 단지 이야기적 

속성이나 일 러스트레이션이나 삽화 등으로 이루 

어지는 미술적 속성 외에 그래픽 디자인만의 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을 쓴 루이스 캐럴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부 교수로서 논리학에도 

재능을 보였으며 그림과 사진을 무척 좋아했다 

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말장난, 체스게임, 인 

형극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형제들과 잡지를 만 

들기도 했던 캐럴은 그 자신이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책 이라는 가상공간이지닌그래픽적 

특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작가라는 생각 

이 든다. 우리가 만약 그리드 라는 것을 단지 

책의 지면과 관계된 눈에 보이는물리적 공간의 

구획과 계획, 그리고 배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적 구성단위와 같이 눈에는 보이 

지 않지만 실재하는 비물질적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을 엮어내는 일종의 의식의 기본 단위라고 확장해 해석해본다면 말이다.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은 그래픽 공간을 
유한 형식 언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수평, 수직 축으로 구획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모

옆의 도판은 엘 리시츠키의 책 예술의 사조들〉중 타이포그래픽 장의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준다. 리시츠키는 

책의 지면을 검은 괘선을 통해 분할하면서 강한 개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타이를 페이지는 수평축을 기본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이 책의 본문에 사용된 독일어, 불어, 영어 둥세 개의 언어를고려한 것이 

다. 본문에서는 이 세 개의 언어가 수직 괘선에 의해 나누어져 재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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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타이포그래픽 장들의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나서 이와 동일한 질서와 구조鲁 뒷부분의 포트폴리오 형식의 페이지들에도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듈 (Module)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모듈 관계는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이
비적인 작품에서 그리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엘 리시츠키는 세 가지 언어로 된 본문과 복

나 생물체의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는데, 모듈은

잡한 시갚재료들로 이루어진〈예술 사조들〉을 
에 대해 도판과 글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했다. 醉1 \

디자인하면서 그리드의 구조와 수학적 개념을

전체를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조합 가능하고 

반복될 수 있는 기본 단위나 치수를 일컫는다. 건 

축이나 가구 디자인에서는 모듈이라는 말을 주 

로 사용하는 반면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그리드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드 구조는 그래픽 디 

자이너가 자신의 작업 전반에 대한 시각적인 계 
키는 자신의 작업에 모듈 구조의 질서를 부여하 

획 (Vis니al Program)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 위해 이 책의 레이아웃을 모눈종이 위에 했고

. .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A History of 

Graphic Design)〉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그래픽 디자인 역사가이자 

이론가인 필립 B. 멕스(Philip B. Meggd는 그. 

의 또 다른 저서인〈타입과 이미지 : 그래픽 디자 

인의 언어(Type & Image： The Lang니age of 

Graphic Design)〉라는 책에서 그리드 구조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 공간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 

며 엘 리시츠키(티 Lissitzky)와 막스 빌(Max 

BilD의 예를 들고 있다. 멕스는 러시아 구성주의 

자인 엘 리시츠키가 1925년에 출판한〈예술 사 

조들(The Isms of Art)〉과 스위스 출신의 건축 

가이자 화가이기도 했던 막스 빌이 1940년에 디 

자인한〈모던 스위스 건축(Modem Swiss

Architect 니 re)＞을 비교하면서 모던 디자인 어법 

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이 두 개의 기념 

엘 리시츠키의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장은 “ 페이지 분량의 타이포그래피 

부분이고 두번째 장은 1914년부터 1924년까

지 있었던 유럽의 주요 미술 사조와 운동을 작품 

포트폴리오 형식으로구성한 것이다. 엘 리시츠

서체는그와 그의 동료들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 

를 대변하는 합리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여겼던 산 세리프체를 사용했다. 작품 

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부분을 디자인하면 

서 그는 예술 사조의 이름 옆에 두껍고 검은 괘 

선을 배치하였고 페이지 번호는 그리드의 맨 바 

깥쪽상단부분의 수직선과 일직선 상에 놓이도 

록 계획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진 

이미지들에 실루엣을 부여하기 위해 바탕을 제 

거함으로써 각각의 사진들이 오브제로서의 특 

성을 강하게 지니도록 했다. 또한 제시된 작품 

의 번호를 매우 크게 처리함으로써 디자인의 구 

조를 공고하게 하고자 했고 흰 여브4 역시 화면
…엘 리시츠키나 막스 빌 등 20세기 초•중반에 

구성에 중요한 요소루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했다.
활동했던 디자이너들의 실험적인 작업을통해 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와 더불어 예

술가 특유의 직관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비교적 유연한 작업을 했다.

이에 반해 막스 빌은 건축가 출신답게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작업에 절대적인 수학적 질서를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따르고자 했다. 그의 이러 

한 생각이 잘 드러난 디자인 결과물로 1940년에

출판된〈모던 스위스 건축〉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다. 이 책들을 디자인하면서 막스 빌은 사진과 

타이포그래피를 확고한 그리드 시스템 속에 배치 

시 킴으로써 책의 지 면에 일관된 질서와 명료성을 

부여하고자 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디자이너의 

화면 배치 의도가 아니라 책의 내용 자체가 더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막스 빌은 그래픽 디자이너가간단한 그리드구조 

만으로도 얼마나 다양한 화면 구성을 해낼 수 있 

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가장 엄격하게 적용 

된 그리드라고 할지라도그적용에 있어서는 디자 

이너의 예리한 감각과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드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 각 요소의 크 

기와 위치, 다른 시각 요소들과의 관계 등을 결정

하는 것은 디자이너 자신의 몫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아래도판에서 14페이지의 마름모꼴의 작품은 그리드두 

단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15페이지 상단의 작품 역시 

비슷한 가로 폭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작품간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리시츠키는 마름모꼴의 작품이 오른쪽의 

작품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배려하였다. 만약 두 개의 그 

림이 같은 높이에서 시작할 경우 마름모꼴의 작품이 시각 

적으로 아래로 쳐져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4 
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마름모꼴의 작품과 아래쪽의 조 

각 작품 간의 균형과 관계 역시 매우 세심하게 고려되었 

는데 리시츠키는 마름모꼴 그림 속의 수직으로 내려온 어 

두운 면의 형 태와 조각 작품과의 관계롤 신중하게 고려하 

아래 도판에서 보이는 22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리시츠 

키는 말레비치의 사진과 그의 두 작품을 배치시켰는데 그 

는 이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세심하게 각각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였다. 23페이지에서는 단 하나의 작품만 

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 페이지 구성의 예를 보여주었 

다. 리시츠키는 페이지 중앙에 한 작품을 배치하면서 옆 

에 있는 22페이지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였고 양쪽 

페이지의 두 개의 작품은 각각 두번째 수평축을 기준으로 

하여 배치하였는데 이로써 양쪽 페이지간의 통일감 있는 

레이아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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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판은 엘 리시츠키가 포트폴己i호 형식의 페이지들에서 그리드 구生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그리드 구조를 기계 

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요소와 내용에 따라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匚卜 그는 이미지들을 배치하면서 

매우 세심하게 시각적인 조정들을 해나갔고, 균형 있고 역동적인 레이아웃을 위해 때때로 자신이 설정한 기본적인 그리드 구조를 스스로 깨 

뜨리기도 했다. 이 도판은 포트폴리오의 2페이지와 3페이지인데, 2페이지의 경우 영화제작자, 배우, 기타 장비들이 첫번째 단에 배치되었고 

두번째 단과 세번째 단에는 필름의 조각들이 배치되었다. 3페이지를 디자인하면서 리시츠키는 첫번째 단의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 

는데, 그것은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아래 위로 배치되 면서 화면율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드 구조 상의 기준선을 지킬 경우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배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전체 페이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섬세하게 시각적인 조정을 한 것이다.

아래 도판에서 보여지고 있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몬드리안 작품을 소개한 것이다. 12페이지의 52번 그림은 두 단 정도의 큰 크기인데 

리시츠키는 이 그림을 배치하면서도 역시 섬세한 시각적 조정 작업을 했匚卜. 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치한 인물의 팔이 그리드에 바짝 닿아 있는 

반면 위쪽의 그림은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 펼침 페이지의 디자인에서 52,53 등의 번호들은 화면의 이미지들이 시 

각적으로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갖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斗다.



성된 그리드 시스템과 그에 바탕을 둔 모던 디자 

인의 형식 원리는,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 비 

판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그래픽 디 

자인 전문 잡지인 프린트〉지 1996년 5/6월 호 

에는 엘렌 사피로(테 en Shapiro) 와 마시모비넬 

리 (Massimo Vignelli) 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 

기사의 재목은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디자인계에는모던 디자인의 

전통을 일종의 도그마로 규정하고 그리드의 감 

옥 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리드를 해체하고 포스트 

모던 이론에 기초한 디자인 시도들을 해나가려는 

젊은세대 디자이너들과이들의 작업을 쓰러기' , 

문화로부터의이탈' , '사I로운미학의카오스' 등 

으로부르며 새롭게 등장한 흐름을 거부하고자하 

는 기성세대 디자이너들 간의 긴장이 한창고조되 

어 있었다. 모더니스트 대 푸人三모더니스트', 

그리드대 반(反)그리드 논쟁이라고할수있는 

이 시기의 논쟁을 주도했던 것은 크랜브룩아카데 

미와 에미그레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디자 

이너들과 데이빗 카슨(David Carson) 등의 젊은 

디자이너들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제기했 

던 문제는궁극적으로는 과연 굿 디자인 이란무 

엇이고또이를 측정하는 기준과 잣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굿 디자인 이라는 식의 경직되고 편 

협한 사고와 매너리즘에 빠져 상투적이고 지루한

디자인 표현방식만을 답습해온 기성 디자이너들 

에 대한 일종의 이의 제기였지 모던 디자인이 개발 

해온 디자인 어휘 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는 아니었다고

20세기 그래픽 디자인의 모험을 이끌어온 그리 

드라고 하는 흰 토끼 를둘러싼모더니스트와 포 

스트모더니스트들 간의 논쟁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되는 파동 - 입자 이중성의 역설을 떠올리 

게 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 

다고 여겨지던 것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상보성 

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게 된 것이다. 1927년에 

상보성의 원리를 발견한보어 (Ni 이 sB아N)는 한 

물체가 파동으로 행동하는 것과 입자로 행동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지만, 그 물체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새 

로운상황을 상보성 이라고 이름붙이자•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입자로 행동하느냐 파동으로 행동하
는지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소립자도 기록

느냐는 그것을 바라보는장비가무엇이나에따라 달라진다&畀囂筋卜는 현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보어가 말한 상보성의 개념을 그래픽 디자

인에 접목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막스 빌이나 엘 

리시츠키와 같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구축된 모 

던 디자인의 그리드 형식을 따르든 아니면 에미 

그레나 데이 빗 카슨 등과 같이 포스트모던한 시 

도를 하는 디자이너들의 반 그리드적 어법을 따 
이미지 : 그래픽 디자인의 언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Philip B. Meggs, Type & Image : The Language of Graphic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92)

르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굿 디자인을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원리나 원 

칙, 규벅이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과제들이 내포하고 있는 디자인

적 문제 상황이나 그 특성 , 그리고 조건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일종의 디자인 어휘이자 방법론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 누군가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디자인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생성되고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 속 

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디자인의 존재를 우리가 

포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마치 한 장의 스 

냅 사진을 찍듯, 한 찰나를 정지시켜 주의 깊게 살 

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상대론적 우주론과 양 

자론 등 20세기 물리학의 최선두에서 활동을 해 

온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 명예 교수인 존 휠러 

(J아in Wheeler)는 "우리는 광자(光子)들이 여 

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광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

하는데 문득 디자인이 끊임없이 여행하고 있는광

자라면 디자인 연구자는 그 움직임과 흐름을 기록

하여 현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뵌다.

주1. 이 글에서 언급된 엘 리시츠키와 막스 빌의 

그리드에 대한분석은 필립 B. 엑스의 책〈타입과

아래 도판은 막스 빌이〈모던 스위스 건축〉이라는 2절 크기 

의 시리즈물을 디자인하면서 사용한 그리드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리드는 사진을 두 단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 

다. 왼쪽의 단은 8유니트(니市) 크기의 세 개의 그림을 배 

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번째 단은 높이가 8유니트이고 폭 

이 12유니트인 세개의그림을배치하기 위한것이었다• 이 

그리드는 정사각형의 포맷과 35mm 카메라 사진의 포맷 

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었고사진들간의 여백은 가로는 2유 

니트씩. 세로는 1유니트씩으로 이루어졌匚卜. 두번째 그리 

드는 왼쪽 그리드의 반사 이미지로 이것은 사진 작품을 보 

여주는 페이지 뒤의 텍스트 페이지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래서 넓은 단이 왼쪽으로 배치된 것이다.t i 「 —I口 ［二- 二二二.…——匸

아래 도판은 세 언어로 된 간행물의 타이포그래픽 페이지 

인데 이 레이아웃은 특히 독일어 사용자들을 배려한 것이 

다. 독일어 본문은 조금 큰 글씨로 좌측의 넓은 단에 위치 

하고 았고 영어와 불어 본문은 우측의 좁은 단에 작은 귤씨 

체로 디자인되었다. 막스 빌은 이 책자를 디자인하면서 텍 

스트 페이지이건 사진 중심의 페이지이건 수평적으로는 모 

든 페이지가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게 하려고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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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빌의 그리드블 이용하면 한 페이지에 1 장부터 6장까지의 사진을패차할주았다7자친'하래혹의^다亘직의 여백은 사진 설명을 위한 것

이다. 바탕으로 2유니트 정도 떨어져서 페이지 하단에 그어진 선 안에는 건물의 이름과 건축가의 이름을 배치하였다. 각 페이지들은 그리드에 

맞추어 6개, 4개, 2개, 3개의 사진 등이 배치된 경우들을 보여준다. 하나의 사진율 크게 배치한 경우 막스 빌은 왼쪽 하단 부분을 비워둠으로써 

전체적인 지면이 답답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사진을 배치할 때 크기만이 아니라 사진 안의 형태들에도 주목올 했다. 

예를들어 교회 건물의 첨탑들이 있는 사진의 경우 그 첨탑의 모양과 크기, 위치 둥을 고려하여 사진을 배치하였다. 3개의 사진이 들어간 페이 

지 디자인의 경우 하단의 2개의 사진이 옆 페이지와 비교해 볼 때 2유니트 정도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올 알 수 있고 맨 위의 사진 역시 가 

로 폭은 정해진 그리드旨 따르고 있지만 세로 높이는 그리드의 기준선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스 빌이 이렇게 디자인율 한 것은 각사진 

의 특성과 전체 화면 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페이지의 구성이 수학적인 질서를 파괴한 채 마음대로 배치된 것 

은 아니었다. 위의 사진부터 차례로 유니트 구조를 살펴보면 12 ： 6 ： 8 ： 4 의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빌은 그 

리드의 수직축은 그대로 지킨 반면 수평축은 2유니트씩 변형시켰고 그 결과 이 페이지는 전체적인 책자의 프로그램과 부합하는 수학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각 사진의 특성을 잘 살려낸 화면 구조를 갖게 되었다.



S+++ 글. 김진경

디
지
털
의
 
눈
으
로
 
다
시
 
보
기
 

T
w

o

 E
y

e
-

a
n
d
s

Two Eyelands, color

인간이 색을 인식하는 것과 컴퓨터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빛을 구현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착안한 작업 .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그 뒤에 숨겨진 색상의 기호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호들의 조화는 인터랙션을 통한 

애니메이션 형태로스크린에 나타나게 된匚卜 2001

Interactive Poster

포스터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뉴욕의 어떤 벽을 하나의 무비로 통합한 작업. 이를 통해 

포스터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 가 되었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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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럽지만, 일견 그 자체가 한 편의손을 떼었다는 후문도 들리지만, 분명한불가능한 작업이다.

것은 그가 했던 발언, 그의 작업이 아직도 구체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디지털의 속성에 기반해 디지털 아트를

디지털 아트에 미치고 있는 파장은다시 보게 한 일련의 흐름은 사실 그다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작가 김수정은 미국 유학시절 존 마에다의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MIT에서 공학을,

휘트니 미술관과 Ars 티ectronica에서 작품을 접하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함께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아트를 공부했던 존오히려 그 즉 현란한 스크린

열리고 있는 CODeDOC' 전은 작품 대신마에다(J아in Maeda)가 1995년에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컴퓨터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전면에내놓은 이 컨셉은 공학에 대한 접근 없이

보는 것과 동일한 풍경을 재현 하는 대신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러한컴퓨터 아트가 가능한지를 질문하며 예술

같은 작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匚卜디자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컴퓨터의 기호로 살짝 틀어진 기묘한

이후 4〜5년 동안 왕성한 저작활동과풍경을 드러낸다. 조각가가 흙을 만지듯

사용자에게 암호와도 같은 일련의 코드는작업량을 과시하던 마에다가 컴퓨터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프로그램 코드률 직접 대한 관심으로 돌아갈 것 같다Interview with 김수정

짜는 디자이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올해는 소리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MIDI 인터랙티브 모션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아트 분아에서는 오랜

전통이었으나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이나 난아도 때문인지 악기가 지니는 여러 요소를 분석해서울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마에다

공명의 콘서트는 이를 활용한 인터 랙티브생각하고 두 섬에 내재하고 있는 기호를 교수의 작업들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바라본다는 의미에서 Islands에

또 한 가지의 관심은 문자에 관한 것이다.있다. 우리가보는것은 이미지이지만.

강연을 실시간 인터 랙티브 타입페이스로캄퓨터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이미자를

재현해 보여주는 작업을 해보고 싶匚卜.책이었다. Dots와 Grid가 출간된 것 또한보는것이 아니다. 태양광의 스펙트럼 원리와

메시지는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점차로비슷한 시기다. 나는 마에다 교수의 작업에RGB 뒤의 & I트신호체계는 많이 다르게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또한 호주의생겼다 우라는 에너지의 산광(散光)들을

컨텐츠' 라고나 할까? 즉 디자이너의 손존 마에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체 타마호리 (CheTamahori) 나미국의사신경으로 이해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이의

끝에서 완성되는 메시지가 아닌에본 피셔 (Ebon Fi 아ier) 도나에게2차원적 데이터를 수없이 가는그리드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컨텐츠를프로그래밍에 대한 동기를 준 디자이너이자나누어 각각의 픽셀에 기호를 부여한다.

프로그래머였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우리가보는것과 같은 이미지를 재현하기

일들이 당시의 디지털 디자인 분야의 관심과 걸리겠지만 영상 매체가 저렴해지고 더욱위해 컴퓨터는 엄청난 양의 신호를 처리해야

이해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편화되면서 이미지에서 소리를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추출하거나 소리에서 이미지를 뽑아내는마에다 교수의 기사를 접한 것은 1996년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기법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그런 기술,더하거나 빼는 등의 작업을 통해 생겨나는 여름 뉴욕 NYU 대학근처의한

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내용에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패턴을 만들어본것이다. 서점에서였다. 당시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한다. TWo Eyelands는 아들 숫자체개를 

재료 로삼아, 각각의 픽셀값에서 1을

측면에서는 Dots, Grids, Two Eyelands? I- 

동일한작업의 연장선에놓여 있다고할수

x.design에서 존 마에다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이후 Dots, Grids와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Design by N 니 mbers' 는 마에다 교수의 

메시지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출간된

기호들이다. 김수정의 이미지는 우리가

호흡해온 인물로, 국내에서는 1999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컴퓨터를 재료 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미지를 만드는작업이다. 10월에 있을

겹쳐 Eyelands' 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Islands 와 Eyelands' 라는 

동음이의어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여러

더욱 똑똑해질 것이다. 스마트

그래픽스를 연구하려고 한다. 'MIDI'

Two Eyelands 시리즈는 뉴욕과 서울 두 

도시의 기호, 스4채, 형상을 탐구한 작업 

그러나 화려한 영상으로 포장된 겉면 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 이미지로서의

작품을 기대하고 프로젝트 런칭 을 선택한

그렇다면 Two Ey이 ands라는 제목은 

인간과컴퓨터라는서로다른, 두개의 

눈으로 바라본 풍경 쯤으로 해석할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시 나는 뉴욕과

특히 Dots와 Grids 같은 작업은 존 마에다의 

Design by Numbers' 를 연상케 할 만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존 마에다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Two Ey이ands의 디지털의 눈으로 다시 

보기'라는 주제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여자는 것 이면의 기호에 관삼을 가진다는



1 + 1 + 1 글. 민병걸. 서울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타이포口봐悚포그래펴J斡铉 谏翹斗 이자포하다1하다 한귤과 유니버스 체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세 개의 작은 사과 중에 두 

개롤 강아지가 먹어치웠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는 이것을 3 - 2 = 1 이라는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세 개의 사과에 대한 인식이 사과라는구 

체적인 물질로부터 해방되어 정수 '3' 으로 나 

타나게 되는 것을 수학에서는 추상화 과정 이 

라고하며, 그과정에서 찾아낼수 있는3-2=1 

이라는 관계를 수학적 구조 라고 말한다. 구조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지만, 이렇게 수학에서의 구조는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축물과 같이 실제 

로 존재하는구체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 속에서 늘 진행되고 있는 상호 관계를 정 

의 하려는 논리적 욕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의 사고력이 창조한 모든 것은 구조라는 개념으 

로 서로 묶여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듯 

수학은 넓은 의미로서의 구조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학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디자인 결과물은 일시적이

고 감각적이지 않으며 조형적 상관관계가 뚜렷
르고점을 세 번 누른다면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가 

하게 드러나는 체계적인 질서를 포함하고 있게 마련이다.

그 훌륭한 예가되는 것이 바로우리의 한글이 

다. 세종은 우리만의 소리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 

수학적인 질서를 적용하여 형태를 운용함으로써 , 

조형의 원리나 과정에 있어서, 대수나 기하또는 

순열이나 조합 등의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 구조 

화된 형태는 논리적인 특징을 띠게 되고, 그로

一 〜 」, 」 山」। 다• 조합과기하의 단순한운용이 우리 문자의 처계를이루고 있는것이다.
인해 자연스럽게 폭넓은 호환성과 투명한 구조를 갖주게 된다•_

이렇듯 부분과 부분 또는 전체와 부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해주는 수학적 이성은, 우리에게 오감 

（五感）에 이은 여섯번째 감각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섯번째 감각은 아직 구현 

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뿐만아니라조형 

적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그것을 통해 만들
~ 正音制字尙其象因聲之厲每加書

어진 형태들은 다양한모습으로 변화하며 늘 우리 神 메霸矗되
그 모양을 본떠, 소리의 거침에 따라 매번 획을 더했다.

휴대 전화기의 입력 방법 중에는 5개의 기본 닿자 

와 3개의 기본 홀자를 더한 8개의 버튼만으로 한 

글의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 

은 편리하기도하지만, 한글의 유기적인 형태관계 

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젠가 우리말을 꽤 

잘하는외국인 친구에게 이런 입력 방법에 대해 설 

명하다 의외의 질문을 받았다. 서로획을 한 번 누 

를묻더니, 대략 이런 소리가아니냐는듯이 몇 가 

지 발음을 해보였다. 나는 그런 글자는 없다고 대 

조합을 이용하여 11 개의 기본 모음을 만들어낸 
답하면서도 한글형태의 유기적인 상관관계에 다시 한번 놀랄수甬I 瀛다.

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음과 모음을 서로 조

시각화하는 기호라는관점에서 본다면, 한글은 단 

순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아주 명쾌하게 우 

리말의 기호화 과정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운용 매뉴얼을 가 

진 유일한 문자이다. 그 훈민정음에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해의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발음과 창제원리 등을 설명하 

고 있다• 그 중 제자례 부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音出牙舌脣齒喉,是爲初聲字十七

아설순치후음으로 소리가 나오니 , 이것이 초성이 되어 17자가 되었다.

이렇게세종이 사용설명서 를 통해 분명히하 

고 있듯이, 28자의 자모음이 처음부터 따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며, 발성구조에 따라 아 설 •순 

•치후음의 5가지소리의기본자음（I l• 口 人 

。）에 획을 더하거나 회전, 또는 반복시킴으로 

써 17개의 자음으로 확장시키고, 천지인（天地 

人）을 상징하는 점과 가로 세로선（ • 一 I）의

소리와 문자 형태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쾌한 구조의 문자를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디자이너인 아드리안 푸르티 

거（Adrian Frutiger）는 유니버스（Univers）' 라 

는서체를 디자인하는과정에서, 글자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변수라는 

수학적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아주 풍부하면서 

도 체계적인 글자의 표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한글을 人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전혀 사용하 

고 있지도 않으며 현재의 한글로는 만들어질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의 글자의 발음까지도 대략추측 

할수 있匚卜. 그림 T 물론 기호로서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발음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 

인 추측이라도 가능하게 하는것은 그 형태가 일관 

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가 언어를 

합하고 거기에 다시 받침을 더하여 11,172자라 

는 엄청난 경우의 수 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획 C通）'이란, 획을 더 

하거나 회전하거나, 대칭시키는 과정으로 수학 

적인 조형 방법의 하나이다. 서로 다른 소리를구 

분하여 표기하기 위한 단순 기호로서의 문자인 

알파벳을 비롯한 다른 문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 

법으로, 소리의 변화를 문자 형태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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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시키는 일련의 수학적 조작인 것이다. 한 예 

로 알파벳의 D와 丁는 발음에 있어서는 서로 밀 

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태에서는 전혀 

면, 이것은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물

론 소리의 영역 까지도 담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匚卜. 

형 구조를 이용해 새롭게 글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훈민 

정음이 열린 구조의 글자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

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한글에서 匸과 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소리의 강약, 청탁(淸濁)에
서로 다른 문화의 이종교배를 통해 새로운 문화

렵다. 몇 가지 소리의 기호를 만들어낸 것이 아

따라 획을 더하는 구조로 형태가 소리를 담고 있
가 형성되는 요즈음, 문자가그 시대적 변화를 따

니라, 새로운 조형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잡기 위해서는 표음문자(Phonogram)의 특 
다.「에서 刁으로, 口에서 巳으로변화하는것도이와같은 맥락이다.

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뛰어난 상징성 등의 장

그조형의 대상이 문자이기에 더욱 기가 막힐 뿐

이다. 이렇게 문자의 형태를 생성시키는규칙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전개되어가는 자음과 모음
점을 가진 한자와 같은 대표적인 상형문자

들을 보고, 한글에 있어 몇 가지 확장된 형태를

가정해볼수있다• 이러한가정을통해, 소리 청

(Ideogram) 들도,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나 외 

래어 등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6서의 조어방법

디자인함으로써 , 문자가 표현해야 하는 대상인

소리 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된 문자 시스템인 것이다.

. ... 꼬끼오도 cock-a-doodle-doo'도 아

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자음에 가로획을 하
중, 소리글자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형성(形聲)

닌, 진짜 닭 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

나 더 추가한다든지 형태를 회전시켜 영문의 R
또는 가차(假借)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문자와 단

는 가능성을 지닌 지구상의 유일한 문자는 한글뿐이다.

과 L 또는 P와 F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는 등

어들을 만들고 있으며，그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
한편 디자이너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아가는 서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조작들을 통하여 더욱 많
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순수하게 상형문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

제(Typeface) 나 자족(字族, Type Family)

은 소리들을 한글 안으로 가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다른 문화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소리들을

•자음의 경우가로로 2획을가진 匸과 3획을

가능한 많이 담아낼 수 있어야만 살아 있는 문자
등의 용어에서, 디자이너들이 활자를 유기체로

가진 已이 구별되어 사용되듯이, 모음의 경우

에도 3획까지의 가로획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

로서 제 역할을 갖는 것이다 일본 가나의 경우 

처럼 'McDonald 가 마쿠도나르도① 夕 卜叶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 특히 

패밀리 라는 용어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

해보자. (그림 3) 이처럼 기존의 한글 형태에 획

儿 卜.)' 란 발음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다면, 그문
는 여러 활자들이 중요한 유전자를 서로 공유하

하나를 증가시켜 한 단계 확장시켜본다면, 기 

하급수 라는 수학용어를 실감하게 된다. 이렇

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문자와 같은 다

른 문자의 표현력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

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획의 굵기나 세리프의

형태, 글자의 너비 등활자의 형태를결정하는이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19자의 자음을 30자 정

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글은 다른 언어 또

도로 소리값을 확장시키고, 모음의 획을 하나
는 소리의 범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소
가지고 태어난 글자라고 할 수 있匚卜. 훈민정음

들 유전자의 작용으로,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서

도다른 얼굴(Typeface)'의 가족(Family)'이구성되는것이다.

….처음으로 이러한 형태유전자에 수학적 질서

리의 범위는 11,172자에서 12만자 이상으로

에서 암시하고 있는 형 태생성의 개념을 한 단계

늘어난다. 이렇게 증식되어진 12만자 이상의
확대 적용해보는 것만으로, 10배 이상의 문자

를 부여하여 활자형태의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 

고, 그러한 유전법칙을 이용해 대가족 구성의 

전형 을 보여준 이가 바로 아드리 안 프루티거 이

한글 음절이 모두 각각의 소리값을 가질수 있 

다고가정해보자. 각음절의 음가가400가지를 

넘어서는 언어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

증식을 가져다주는 수학적 조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

一一 _ 匚卜• 그는 1957년에 유니버스 라는 이름에 어
….물론,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에는 현재의 한 

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의 조
울리는 대가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산세리프 활

자 가족을 세상에 소개했다. 서체의 이름에 39

그림 2. 가획과 회전 등의 수학적 조작에 의한 자음 확장의 예

그림 3. 기존의 모음에 1 획을 더해 얻어질 수 있는 모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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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83까지의 번호가 부여된 이 21개의 서체 

로 구성된 유니버스 패밀리는 발표되자마자 유 

럽 디자인계에 커다란 반향울 일으켰다. 20세기 

에 들어서면서, 런던 지하철의 존스턴 언더그라 

운드 (Johnston Underground, 1916), 폴 레 

너 (Pa니 Renner)의 푸트라(Fut나a 1928), 

에릭 길(Eric Gill)의 길산(Gill Sans, 1928), 

막스 미딩거 (Max Miedinger)가 정리해서 내 

놓은헬베티카 (Helvetica, 1957) 등많은산세 

리프 서체가 등장하며 새로운 디자인 조류를 형 

성하기 시작했지만, 유니버스처럼 독특하고 명 

료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 변화를 수용하면서 하는 것이다. 글자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요소 
그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도 그렇게 탁월한 완성도를 가진 서체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 ------ --------- -------------… -

이렇게 치밀하게 구분되고 다양하게 변화 

하는 형태로 인해, 당시 스위스와 유럽을 중심 

으로 진행되던 국제양식(The international 

typographic style)oj| 심취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 

히 바젤 공예학교의 에밀 루더 (Emil Ruder)는 

이 유니버스의 완성도와 구조에 주목하고, 그의 

저서〈타이포그라피〉를 통해, 활자만을 이용해 

2차원적인 종이 위에 3차원적인 원근감을구현 

하는 등 유니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타이포그 

래피 실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루더는 이 책의 

서문을 프루티거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 그림4；

유니버스 형태에서 이러한 서체의 형태를 결정 

하는 유전자 배열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서체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두자리 숫자 

이다.(그림5) 십 단위는 획의 굵기, 일 단위는 

글자 너비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것을 다시 흘수 

와 짝수를 이용하여 똑바로 선 형태와 기울어진 

글자꼴(Obliq니e)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빌려 유니버스의 패밀리 전체가 

같은 유전자롤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함으 

로써, 구성 서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정의해주고 

있다. 레귤러 (Reg니a「)인 55룔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도록 설계된 이 유니버스는 획 

의 무게와 글자의 너비라는 두개의 변수를 축으 

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렬됨으로써 , 글자의 조형 

적 관계를 분명히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 더구나 유니버스가 처음 발표된 후 40년이 

지난 1997년에, 프루티거는 기존의 유니버스 

형태를 더욱 세분화하여, 무려 59개로 구성된 

새로운 패밀리를 발표했다. 더욱 미묘하게 변화 

하는 새로운 59개 서체의 이름에는 각각 세 자 

리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백 단위 자리의 

숫자는 획의 굵기를 나타내며, 십 단위는 글자 

의 너비, 그리고 0과1 로 구분되는 마지막 숫자 

는 글자의 경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처음 발표 

했던 조형 체계를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한 것이 

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숫자만으로 그 서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전체 패밀리 안에서 그 서체가가진 형태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한층 복잡하게 

변화하면서도 명료하게 체계화된 패밀리로 진 

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형태를 이해하고 분석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수학적 구조를 효과적으

로 운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그림6〉

이러한 프루티거의 방법과 발달된 컴퓨터 기술 

이 접목되어 만들어진 것이 어도비 시스템 

(Adobe System)의 새로운 서체기술인 멀 

티마스터 폰트(M니timaster Font)* 이匚卜. 획 

의 굵기, 글자의 너비, 세리프의 형태, 경사도 

등 글자의 형 태룔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변 

화의 축으로 삼아,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파일 

에 포함시 킴으로써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다양 

한 변화를 자동적으로 재생산하여 사용하도록

의 수에•따라 1,2,3, 4차원의 다양한 변수를 

갖게 되며, 각각의 변수의 조합으로 인해 파생 

되는 경우의 수 를 통해, 미묘한 차이를 가진 

수백만 종 이상의 새로운 서체를 재생산할 수 있다. 그림 7

물론 좋은 서체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형태릅 시스템화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 

다. 인간의 인지습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착시 

현상 등에 대한 시각 보정도 필요로 하며, 또 충 

분히 검증된 형태를 가진 서체만으로 그 구성을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읋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수학적인 

사고 능력은 이러한 미세한 시각 보정 행위까지 

도 계산의 범위 안으로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서체 생성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 

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조형적 기준에 따라 다

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캘리그래

피적인 측면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Create or Remote any font

「riiniorm ▼]「620 wtT450 .0 72 이f ▼]

34

[Create ]

〔Prim 히지，]

j j

(Help )

[Quit j

MinionMM
그림 7. 3차원 멀티마스터 폰트 Minion MM을 위한 설정 화면.

廳
足

그림 77.3차원 멀티마스터 폰트의 개념도. 세리프와 글자의 너비, 획을 굵기룔 세 개의 축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를 재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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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 width 그림 5. 유니버스 구성도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만들어진 21 개의 서체이며 점선은 가독성 둥의 문제로 제작하지 않은 부분이다.

1997년 새로 보안되어 , 59개로 확장된 유니버스 구조도. 실선은 실제 서체로 만들어진 것을, 점선은 서체의 기울어진 정도를 변화의 축으로 하여 생성된 가상의 패밀리를 나타낸다.



External Measures 2003

internal Measures （사각형）과 （원）, 2001—

External Measures（사각형）은 프로젝션의 형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선의 개수와 방향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匚上 푸른색의 

기하학적 형태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접히며. 컨트롤 

포인트가 되는 Bezier곡선과 형태는 사람들의 수와 움직임에 

연결되어 있다.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모여 

있는가는 밝은 회색의 흐릿한 윤곽의 픽셀로 나타난다. 

External Measures（원）은 프로젝션이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형상을 트래킹한 것은 여기에서 

보라색의 음영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이 움직임에 따라 

작아지거나 커진다.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붉은 선은 흥분한 

고무 밴드처럼 휘거나 툭 끊어지기도 한다. 수평의 검은색 

선은 역동적인 붉은 선과는 대조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직선으로 배열된다.

관객은 우선 천천히 흐르는 회색의 선들로 가득한 프로젝션과 마주하게 된다. 머리 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공간 속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면, 그의 몸에 반응하는 검은색 영역이 회색으로 가득한 필드에 구멍을 만들기 시작한다. 회색 선이 이 구멍, 즉 부재의 

영역 을 건드리면서 화려한 컬러로 바뀌게 돈!다.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 화려한 컬러의 선들이 움직임의 궤도를 요약해 보여준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화면의 영역이 지워지거나 바뀌게 되며, 그들의 움직임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간다. 긁힌 듯한 흰색 선은 사람들과 그들 각자의 출발 지점을 연결해 보여준다. 갈색과 검은색의 낫 자국 같은



28 29

External Meas니「es는 키네틱 조각 혹은 얼마나복잡한가, 어떤 그래픽 요소가 그려지는 형태와 양상온 관객이 자신의 I 순간 존재에대한 탐구를 부재 에 관한

살아 있는 회화' 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물 시리즈다. 투사된 

이미지의 위치, 움직이는 속도, 형태 등은 

관객의 머리 위에서 관객의 움직임과 

위치를 추적하는 카메라가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 달라진匚卜. 이것이 독특하고 : 

역동적인 드로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관객들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어떤 힘의'양상이 만들어지기도 "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加 아주 빠르谕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한다. 부성이 一 ..

생기는가는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 /

'작가 카미유 우터백 (Cam* 

rUtterback)o| 주목하는 것운 이 讨이터와 

관객의 움직임의 관계, 즉 컴퓨터

움직임을 측정하개 해주는도弓가된다. 

그러나 口의 작업은 사람의 움X암度 

기하'하적 형태로 바꾸& 보여笔는 충실한 

번역;*왜터뭏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려치色혼적痺 이때문에 자워자는

것으로 만됼어버리는 것이다. '열거 에는 

태창을 설彎I는 기능과 눠을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던 조르주 

페렉 (Geojes Pe「ec)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타.

알卫리듬과 인간의 제스처 상아에서 • 

생겨나는일종의 춤'이다• 처W작품』

접하면서 직품과 내'가準"R 
匕감하타fl書실험해보』과筹 어纟새 

자신와움직임을 N스로 融哈며 

작풍을마둘&나간동시에,蝇 속에

，尊을통해 尹와부재에관해 

질문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끊임없는 

套저만들기 는 결국 그들 존재의 혼적이

"'어디에 있는가를묻게만든다•촌재의 

蠢津部이 되는 회색 선이 개성 없는 회색 

은 실타래로 바뀌면서 어느

하논데에 유독Interview with Cainille Utterback ，세

어떻게*술과폭로그래밍, 그리고양자의 ； 실재와 상징 爲계 사&의 관계, 그리고 

.과계时대해관심을갗게된 건가? 二 상호작윻은 우리인晅 동물들과

冲一：■쎤!

카미유 우터백은 뉴욕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이자 프로그래머로, 인 터 랙티브 

설치물 을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 

물리줘세계와 상징 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둘을 해왔다.

www.camilleutterback.com

. 프로그래밍은 사람들아어몰게 작품을

• 广 w험흘*게하고어뗘세油과

-인刑向戸।할까에通룰으뫜드는 

义注;자업이든£物省 二 二-二二一二 

* 、나는《람들을亨여하게하〒 -

셔&예술작품《만트는데 '

：l 털 미디어로작업을하기•전.

卜지고 岁疝. 일려屋 与궈의병에 

줌을비롯해;미苍에 人湛돠는모든 

종류의 것들을 집& 넣고 핑크색 왁스로 병을 

밀봉해, 섬세한조封으叁만믈어본적이

: 있다•마치스노우글로브처럼위아래로

、'窄들어볼수았게한것이다• 나는사람들이

• 瓦 화장 이라는행위를통해이성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를 어떻게

구분지어주는요소 星 하나》동물들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만 머물러 있으며 , 

二1둘에게도 감저으 있지만 언어나 

추상臼인 사고는다. 혁대 세계에서:

. 우리는사고으i 추상적인$국으로너무 

쉬게 빠져들지만 그려에도 먹거나 씻지 

않고 살 수느 없匚上 내 흥미를 자극하는

-첫長우리가동시에이•두세계에 .

. 존재해야 한다는사실이다. 지금나는

叱의 경우丄는관明丁 게열皂을춘좌乙廣이 있다면

방식대로&품을 單기고 발羽기叠 ： 、 누구어가

바란다. 우리 세계加서는여旭돌이 탐泡할 나는내가지금무竝을생각하고있는가에

공간여'거의喪다 는나&義작甲에서 ■ 杷傍아하는작품이바뀐다최근에는

사람詢 탐색하고참여할电는？많은 /； 할百(Calep와몬드리안같은고전적인모던 

/ 레이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条褊 ' 아티스트들에 대해 생각해왔다• 나는 칼더의

/ 단순한단계로, '이 공간이내^! ■ 宀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코 있디「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沙' 는것을'느끼*함으로써 ■ 

사람들의*미■자훅하는컷m드上이 때, 

작품의 반응 과사람들의 행동 사이에人:'

대화 가'만들어진다. 이간과작프 사이에 

작은智이생^宣毁다.

생각한명타이핑号하고있지만,키主를 • •학직甯트은嚼서迪른컨테츠를 

두为| 위해서는 내 통통한声가락을 가지고있다: ° ■ ETMeas忘「에서는

*모벌아특정한:공간에서의 기후나 움직임에 

타라 어떤 리듬, 어떤 구성을 만들어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가를 홍미롭게 보아왔는데 , 

짐작하겠지만 이는 내 작품과도 관련이

、- 깊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는 수평. 수직의 

선들과 한정된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 그가 

스스로에게 어떤 변수들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즐겁다.

준비시카타지準 생각해보길 바랬다.

1990년대 奈壬 QARQM 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코 눈으로는 모니터를 보고 

있어하한다.『

우라의 몸올冉져나가 기계에 우러의： 

의식을 집어넣을 수 있으리라E생각은

할*듬京 와인간의 제々청■사이의 수왔디자인, 수학과 디자인학의 관계에

痴어떻게 생각히나.
긴장에 주목하고앴다. 0| 작품은 당신의

훨힉 日?흠임 伞& 再응하며 동시에 당신의" 

혼적을協।촉点쌔치句나산다. 어떤

，，$ 사람들을위해이련

，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茗 

j 丿二흥미톨다고생각했다•내가프로그己ii망홀” 

同糖衿 작업을 하게 된 

纱걷이FJJ 7

套해 빠진 환상 중의 하나지栄사 이、셔^착놇은정체성에 과한

일이 7［능하다고 해 血^헉筝리는子리가 있었匚［는 것을

인간 01아쉰 다員 .二 •弋보여爷도흔적이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二工•인간'은더

헛인 7 卜로

u白，* 
누!러！ 07

/ 당신의 트태,

그들이 I나?

幽서든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꽌객들이니［작품을 '즐기기嘗

모€ 에슐읍:어느 정도수학과 관련이 있지만, 

좋은 디지&너가돠기 위해 반•于। 수학을 잘 

하거나수에 관&을 가져야 할超요는 없다 

많은 이드이 추상적인 病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비례와구성 등을 龍적金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을 이용해 어떤 

형태를 그릴 때 흥미로운 것이라면, 일耳 

그려진 어떤 형태를 기반으로 변수를 

바꾸거나 변수를 다른 것에 붙여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수 있다는것이다.

d란*'내 작품에 참여하는 데 오疝

" 시간을보 W며, 친구를끌어돌이기도하는

■사뢈들을 봐왔다.

A

http://www.camilleutterb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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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으로서의 수학: 서구적 조형원리는 절대적인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에는 우주의 질서에 적응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 

성 이외에도 형이상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인간의 노력 중에서 가장보편 

적인 것 중하나가만물의 형상에 내재된 수적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수리를 연구하는원리, 수적 질 

서와 비례 속에 들어 있는 미적 쾌감등은 각 지역, 각 시대마다다르다 이런 전제에서 서구와우리나라의 조형 

원리를 비교해보는 작업은 의미를 갖는다. 이 작업은 우리 것이 좋은 것 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표현의 동기와 근거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 동시에 다양한 조형 교육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비례미나 조형원리 외에 어떤 새로운 디자인 원리가 가능한가를 탐색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

조형원리의

근거 

서구의 고전적 조형관

그리스에서 확립된 미학관에 의하면 '질서와 비례는 이름딥고적합한것형상은 적당한 척도가 결여되면 추 

한 것 이었다. 이러한 미학관은 “철학은 우주라는 이 장엄한 책 속에 쓰여져 있다. 그것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져 있으며 그 문자는 삼각형과 원, 그 밖의 기하학적 도형이다. 이 것들 없이는 인간은 이 책 속의 글을 한마디도 

이해할수 없을뿐더러 단지 캄캄한 미궁 속을 헤맬뿐이다' 라고 한갈릴레이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신은 기하학을 한다' 라는 플라톤의 말에서도 서구가 우주의 구성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가를 알수 있 

다. 특히 그리스의 사변적 학문 경향 속에서 순수 이상적이고 개념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하였으며 이 결 

과물로서 점, 선, 면에서 출발한도형인 원과 삼각형, 사각형 둥을 중심으로 서구의 조형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을 정지되어 있는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특성을 보이며, 자연계의 수 

없이 많은 복잡한 형상들을 가장 단순한 기본 도형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이 도 

형들은 자연계에는 없는 이상적인 것으로 논리적 이며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이러한 서구의 고전적 미감 

과 질서, 비례미 등은 근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한 서구 근대 디자인의 역사에서 그 정점을 보여준다.

칸토르 집합 (Cantor Set).

일정한 선분에서 중간의 1/3옿 제거한 후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유한한 구역 안에 무한한 개수의 자기 닮옴의 도형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선분의 숫자를 더하면 

이 칸토르 먼지의 집합은 영이 된다.

—■■■―

■ ■ ■ ■
II II II II

■ ■ ■
II II II

ini mi mi mi Illi Illi Illi

mi mi mi mi Illi Illi Hll

ii n mi mi mi Illi Illi Illi

근대 디자인의 그리드, 모듈

산업혁명 이후급격히 변해가는 현실에서 당대의 세계를 

반영하고 표현할 시각표현 방법을 찾던 디자인 아방가르 

드들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이 제시하는 명징하고뚜렷한 

기하학적 원리는 조형원리의 기본적인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바우하우 

스의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는 점 , 선, 면을 이 

용한 기초 조형교육론을 세웠으며 , 잇 텐(Johannes 

Itten)은이 기본도형에 색채까지 덧붙여 하나의 완벽한 

우주 질서를 상징하는 기본 요소로 조합을 구성 했다. 또 

한 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는 모듈과 그리드의 개 
:념을 건축에 적용하여 모든 수적 질서의 결합을 통한 아 

■름다움이 현대의 전형적인 미라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서구 근대 디자인의 기초 조형관에서 드러나는 사상은 

HI］단지 시각적 쾌감을 위한질서의 구축이 아니라, 그조형 

阳|적 질서를 통해 다른 서】계, 즉 영원하고부동적인 이성적 

M이데아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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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산업화, 규격화를 꾀해야 했던 당시의 상품 생산 형태에 가장 합리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미학이기도 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지니는 명료성을 기반으로 한 서구 디자인의 원리는 건축에서 국제주의라는 보편적 인 양식으 

로 구현되어 세계에 전파되었으나 결국 그것은 한사회의 문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양식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 

패로 입증되었다. 이런 경험과 더불어 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 역시 서구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로운

조형원리를

프랙탈도형（Fractal Pattern）.
칸토르 먼지를 어떤 형식으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무궁무진한 도형이 그려진다. 서구가 발견한 21 세기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랙탈 패턴은 카오스 이론과 함께 

비전형적인 자연현상의 비밀율 수치화하고 주가의 변동 등 

불규칙하고 비확정적인 현상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匚卜.

프랙탈 기하학의등장

20세기 후반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동안꾸준히 전개되어 

온 물리학과 수학의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 

인 프랙탈 기하학을 수용해야 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인간의 척도, 그 중에서도 정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척 

도로 자연을 해석하여 이상화하고 단순화한 것이라면, 

프랙탈 기하학은 척도 자체의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서 , 

자연을 해석하고 형상화해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칸토르 집합 이라 

는 기본요소로 형성되는 프랙탈문양은 기본도형에 시 

간적 요소가 포함되어 변화와 운동을 보여주며 자기 유 

사성의 패턴을끊임없이 반복한다는특성이 있다. 즉, 일 

정한 도형을 그린 후 그것의 어떤 부분을 자르거나 없애 

는둥의 행위가포함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 

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조형원 

리 는 절대 적 이 고 불변하는 요소를 형 상화하고 추정 하려 

한 유클리드 기하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왔으나, 20세
기에 들어 운동과 변화, 생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프랙탈 기하학을 수용하고 이러한 과학적 사고관의 변화에 기 

반한 새로운 조형원리를 모색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의 가감과 변화, 움직임에 바탕을둔 한국적 조형관 

한마디로 서구의 고전적 조형원리가자연의 형상에 내재된 질서（이데아）를 찾아내어 그것普이상화된 기하학 

으로 풀어내려 한 유클리드 기하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한국의 조형원리는 음양론에 바탕을 둔 수리에 기초 

하고 있다. 수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도 증명이 가능한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면, 태극의 음과 양, 오행과 팔 

괘, 이들 수의 변화와운동으로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려 한 것, 즉 수의 구성과 변화로 모든 형상의 근본원리를 추 

정한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우주관이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에서 인공적인 형상을 만들 때도그 

구성원리가 달랐음은 당연하다.

고대 한국의 조형사상에서 나타난수량의 개념이라든가 비례미 등은 수는 천의（天意）' 라고 하는사상인 율력 （律 

歷）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수를 헤아린다 는 것은 우주 만상의 이치에 들어맞는다는 것을뜻한다는 것인데, 

이 때 수의 개념은 수의 기능을중시하는 실천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이데아를 전제로하여 그 원리를 연 

역적으로 추리한서구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다. 한국의 조형에서 수는 D수자체가 하나의 의미구조로 작용하며 

2）이러한 의미들이 조형을 형성할 때 독립적이고자기 완결적인 하나의 형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그 형태가공 

간이나 그림을 그린 주체, 그림을 감상하는 주체와 관계를맺는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심성 기하학에 근거한조선 시대 풍경화와민화의 조형성 
한국의 산수화나 민화에서는 어떠한 조형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공간은 고정적인 절대 공간으로 형태와 현상의 단순한 배경일 뿐이다. 이에 비해 조선 시대의 산수화에서 공간 

은 하나의 경지일 뿐 독립된 주체이거나 혹은 불변의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며 , 공간 속의 형태 역시 단지 

배경과의 경 계일 뿐 배경에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이러한 공간에 그리는 이의 심상이 개입되면서 그림의 형



신라 청암리 건축 군지와 오성도 비교.

신라시대의 조형관을 보여주는 예로서 오성좌의 배치를 따라 

군지를 배치한 예이다. 종교적 목적. 또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상징을 

위해 수리적 표현이 건물 구조 속에 활용된 전형이다.

玄武

中 

宮

태보다는 의미와 기운이 중시되는 산수화가 전개된다. 

전통적인 산수화가 음양의 기를 화폭에 담는 어떤 경지 

를 터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졌다면, 민화는 시각 

성이 지닌 주술성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민화는 현실생 

활의 실질적인 필요를 기원하며 흔히 장식용으로 사용 

되었다. 특히 민화는 조형성, 심미성보다는 그 형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더욱 중요하다. 이는 화면 자체가 하 

나의 완결된 구도가 아니라 보는 이의 시각과 관점을 고 

려한 열린 구도 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형성은 보는 

이의 시각이 그 화면과 상호 작용하면서 성립되는 것이 

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닫힌 구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

니다. 이 런 면에 서 우리나라 산수화나 민화가 가진 구도

LC・I 적 특성은 개방적 특성을 지닌 '심성의 기하학 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정확한 원칙 

이나 객관적인 법칙이 없이 나열하는 병렬적 구도를 보 

여주면서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 

이 중요한것이지 그조형성이 객관성을 갖느냐,사실에 

근거한그림 이냐, 구도, 비 례가조형적인 완성도나 미감 

을 주느냐 하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산수화의 삼

원법 역시 이런 사고관의 반영 이다. 민화에 그려진 봉황과 오동나무, 불로초 둥은 그 각각의 비 례는 물론 그들 

의 크기 또한 멋대로 무시된다. 비 례는 전혀 안중에 없고 이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심성에서 봉황의 위엄과 불로 

초에 대한 열망, 영지버섯을 닮은구름의 형상만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수를통해 구체적인 의 

미를 상징하는 실용적인 세계관이다. 각각의 형태들이 한 화면 안에서 어떤 상관성을 가지며 어떤 완결성을 가 

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금슬 좋은 봉황과 천지인 삼재를 상 

징하는 숫자, 3의 구현이 중요한 것이며 땅 위에 메기가 올라오고 복計!의 크기가산보다 엄청나게 큰 것은 그 

것을보는사람의 심성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와유사한특성이 조선의 예술 양식에서 빈번히 드러남을볼 수 있다• 판소리를잠깐 예로들어보자• 판소리의 특 

성은 개방성과 현장성이다. 개방성이 지니는가장큰특성은 그 판의 진행이 항상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창자가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거나 그것에 빠져 한 과장의 완결을 꾀하는 경우보다는 스토리가 현장 

에서 변형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를 볼수 있다. 이러한개방성은 건축에서도 다양한 형태로드러난다. 전통 건축은 

하나의 건물이 지닌 양식적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지형과 터, 다른 건물과의 관계 등총체적인 연관성을중시 

하는 관계의 건축이라는 점이 특성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예술은 한 작품의 완결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관계성의 원칙에 입각한 미학을 보여준다 

는특성을 갖는다. 조형의 원칙이 형상간의 관계나 비례, 구도 등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이와 보는 이의 희망과 심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형원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는 그 문화권의 세계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국적 

조형원리의

기초

디지털 기술은 기왕의 조형원리에 움직임과 빛, 속도와 

시간, 수용자와의 인터랙션이라는 가변요소를 더하여 주 

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배경과 도형의 구분이 모호하 

다. 예를들어 흰바탕위에 빨간점이 있다하더라도그횐 

여백의 곳곳에 인터랙션의 숨겨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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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의식 속에서 무엇인가를 잔뜩 품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 

인다. 또한 형태의 순간적인 변화나 이동으로 인해, 종래 서구의 비례미나 질서로서 화면을 형성하는 원칙보다 

는 수용자의 순간적인 포착이나 자극 등이 중요한요소로 부각된다. 이러한 기초적 인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조 

형은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정리해보자. 이는 기존의 산수화나 민화, 인물화에 대한 분석을 

축약하여 종합한 것이며 , 앞으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더욱 세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적 질서와의 합일 추구 :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몰아일체가 되어 자연스러운 경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형 

상의 기를 재현할수 있다고 하여 흐름과 생성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재현하고자 한다. 이는 인공의 질서를 자연 

속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의 형상을 자연에 함입시키는 자세를보인다. 맥락의 중시 : 독립적인 형태 

의 완결성보다 다른 형상,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맥락적 조형의 특성을 갖는다. 다원적 시점 : 전 

통산수화의 삼원법 및 민화에서 보이는다원적 시점의 화면구성은 근대의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평가되는 원 

근법과는 대조적으로 체험적, 수용자지향적, 현장경험적 특성을지니고 있다. 이런 구도를 '병렬적 화면구도 

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열린구도지향 : 비 례미나 조화를 한 화면 안에 작가가 완성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용 

자와 제작자, 조형물이 상호 작용하는 구도를 지향한다. 이는 다원적 시점과도 연결되며 특히 민화에서는 수용 

자의 주문과 희망에 따라 그림의 장식성이나 소재가자유로이 변형되었다는 면에서 인터랙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객관적 세계의 질서나조형과무관하게 감상자의 주관성에 소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소재의 의 

마왁숫잔가조 : 형상의 질서, 완결성만이 아닌 그 형상이 지닌 의미와 숫자 등을 강조하여 그것으로 수용자에 게 

반응을 일으키려는특성이 있다.

위와같은조형원리는 산업 시대의 조직화되고 대량화되어야 할생산체계 속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관찰법, 초 

현실적 관찰법이었으며 , 이렇게 산업 시대가요구하는 조형질서나 의식의 대응이 없었기에 한국적 근대화에 대 

한문제점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그러한 문제점의 가장큰 원인은 근대화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 

과 가속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내부에 잠재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묻기도 전에 다른 것들의 급 

격한 수용이 우리가 지닌 것들에 대한 망각을 요구한 것이다. 전통적인 것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연구한 

다는 것은 자칫하면 보수적인 낭만성으로 흐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조형의 원리를 창 

조해야 한다는 과제를 준다.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한국적 조형의 원리를 재조명하여 체험하고 심화시켜 디지 

털 기술과 맞물리는 조형원리를 창안해내는 것은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L 사람은 하단에 배치하고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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卜. 여기서 중요한 것은화면상의

||현실적인 비례나구도 등 전통적인 시각물에 내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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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옷을 입히다.

변압기를 써야 돌릴 수 있는 브라더 미싱과 TV 만한 

라디오. 그리고 방안 가득히 널려있던 옷감들. 한 사 

람의 살림이 그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다면 바로 이 

런 것일 게다. 옷을 짓는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행위 

이다. 천을 잘라. 사람의 몸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이 

옷 만들기의 시작이자마무리인 것이다. 그러나 제 옷 

이 아닌 남의 옷을 짓는다는 것이 어찌 말처 럼 쉬울까. 

더군다나 그것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육체, 배우들이 

이번〈디자인디비〉에서는 이 고단한 일을 48년 동안 

도맡아온사람, 이해윤선생을 만났다. 48년. 이긴시 

간동안 감독과 배우들의 까탈을 묵묵히 받아주고, 그 

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사람. 만약 먹여주고. 입혀 

주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라면, 우리는 이해윤 선생 

을해 방이 후한국영화를 키워낸 어머니 중한사람으 

로 기 억해도 무방하리 라. 누더 기조차 없었던 한국 영 

입는 옷이라면 말이다.

화 의상은 선생의 손을 통해 만들어지고, 수선되고, 하얗게 빨아 널려졌다. 

이 인터뷰는 경기도 양평에 자리한 선생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선생의 작업실은 자그마하고 단촐했지 

만. 뒤꼍에 놓인 옷 창고 만큼은 당당했다. 수십 년간 

그녀가 만들어 낸 옷들이 고스란히 모여 있는 그곳에 

는 작업 중에는 자식에 게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게 했 

다는 선생의 괴팍스런 고집과 애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옷올 짓는 사람. 옷감과 미싱만 있다 

면 어디에서라도 제 밥벌이는 할수 있는 옷쟁이었다.

그렇다면 배우로 입문하신 셈인데요, 영화의상으로 방 

향을 바꾸신 특별 한 계 기 라도 있었나요？

〈자유전선〉을 찍고 나서 필름을 보니까 먼 산을 바라 

보는 장면에서 자꾸 눈을 깜빡이더라구. 그래 “야, 배 

우는 안되 겠다” 싶었지 . 그랬더니 배우 김 일해 씨가 

분장올 해보라고 가르쳐줬어. 그이가 일본에서 분장 

을좀 배웠었나봐. 당시만 해도 배우들이 분장도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분장을 하다보니 남자들 얼굴을 만 

져야 되는게 그렇게 싫더라. 그래서 의상을 해보면 어 

떨까하고 생각했지. 영화계에 남아있는 게 평생직업 

으로는 괜찮겠다 싶었거든. 정년퇴 직도 없고, 해고도 

없을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여기 엎드려 있겠다. 하는 마음이었어.

그래서 처음 의상을 맡으신 작품이 56년〈단종애사〉셨 

지요? 첫 작품의 작업 방식은어땠나요。

〈단종애사＞를 맡게된 건 임운학 선생 덕분이었어. 그 

분이 자꾸〈물레방아〉（1956, 이현 감독）에 출연을 하 

라는 거야.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그럼 

〈단종애사〉（1956, 전창근 감독^서 니가 원하는 의 

상을 해보라고 해. 세상에. 의상에 의' 자도 모르는 나 

한테 말이야. 그래서 수염 뜨고 망건에다 상투다는 

것으로 시작했어. 지금도 상투는 망건에다 달지? 그 

게 그때 우리가 개발한 거야. 임운학 선생하고 나하고 

머리카락을사와가지고 잿물에 넣어 삶고• • • 그걸 일 

일이 다 떴어 . 초짜가 의상을 맡았으니 연출부 애들이 

고생 많이 했지. 나중에 서울예술대 학장하던 김기덕 기도 그때 애 많이 썼어.

영화의상?

정년톼작도

해고도 없을 것 같아

시작했어.

우선 선생님께서 영화계와인연을 맺으신 계기부터 여 

쭙는게 순서일 듯합니다.

그때가 55년인데. 유현목이〈춘향전〉（1955. 이규환 

감독） 조감독 할 때거든. 백호빈이 랑, 유현목이 랑 막 

영화계에 들어가 헤멜 때지 . 유현목이하고는 학창시 

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네들이 한번은 

“영화촬영하는 거 구경이나좀 나오라”고 해서 낙산 

에 놀러갔었어 . 근데 별안간 출연하라고 그러는 거 

야. 변사또 행차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말 타고 지 

나가기 만 하면 된다면서 . 원삼에 족두리 까지 쓴 기 생 

역할이었는데. 나 말고는 모두 열여덟. 열아홉 살짜 

리 국악원 애들이었어 . 나는 나이가 많아 안 된다고 

하니까 노기 （老妓）도 있다며 우겨서 하는 수 없이 찍 

었지• 그랬더니 백호빈이가 와서 자기가조감독하는 

영화도 나와달라고 해서 한 작품 더 했어. 그게〈자유 

전선〉（1955, 김홍 감독）이야. 거기서는 월남가족으로 나왔지.

임운학선생은 감독이자 배우셨고, 선생님은이제 막의 

상일을시작하신 초보셨는데 일이 돌아간것을보면 당 

시에 영화 의상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없었나봐요? 

그렇지. 나도 전혀 디자인 공부를 한사람이 아니잖아.

난 전문학교에서 회계 공부를 한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까지만 해도 영화 의상은 '바느질집 이라고 동네에서 

그냥 한복해주던 집에서 주로 맡아서 했거든. 연출부에 

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하면 그냥 그대로 만들어 

대는 방식이었다구.〈단종애사＞에서 의상부를 둔건 예 

외적인 거였어. 그러니 자연히 내가의상분야의 대가가 

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지도않았지. 영화의상에 내한 개념이 없던 때니까.

〈단종애사〉때는의상스탭은선생님과임운학선생, 이 

렇게 두 분이셨나요?

스탭이랄게 뭐 있나. 그냥 나하고 임운학 선생이 만 

들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가바느질을 잘하셔서 모 

셔왔었지. 그렇게 네 명이 다였어• 그 영화끝나고 나 

서도 고정적인 의상팀을 꾸릴 수는 없었어. 주로 엑 

스트라 중에서 바느질 할 줄 아는 여자들을 스카웃해 匸샜지.



사진. 박정훈.

옷감이

가득한

작업실

선생님의 자그마한 작업실에는 아직도 옷감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요즘에는 대를 이어 영화 의상계에 뛰어든 아들 뒷 

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시다. 뒤로 선생님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독일제 브라더 미싱이 보인다. 한 30년쯤 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한국 영 

화 의상의 산증인일 것이다. 이 전에 사용하던 것은 빚에 쪼들릴 때, 세무서에서 압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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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제대로 받은 기억이 

도무지 없어.

당시 영화 의상디자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의상 재료들은 어디서 구입 

하셨나요?

주로동대문시장에서 구했는데 그땐 전쟁 직후라서 쓸 

만한옷감이 참 없었어 • 광목이랑 인조견, 본견, 양단 정 

도가 전부였거든. 양단은 홍콩에서 수입된 거였어. 그 

런데 영화 의 상이라는 게 비싼고급재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첫째로 색이 바래지 않아야하고. 물에 막 

빨아도 염색이 빠지질 않아야하고. 또 잘구겨지지 않 

아야 하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옷감 구하기가 어려웠 

지 . 그러다보니 의상 때문에 촬영 못하는 날도 있었어.

소품 담당이 갓끈을 구해왔는데 이 게 싸구려 천이라서

까만물이 빠지는 거야. 하얀 도포에 까만 물이 뚝뚝 떨어 지 니 난리 가 났었지 .

그이흐 옷감 재료들은 어떻게 변해갔나요）

그렇지.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옷감들은 많이 좋아졌

어. 일단 대표적으로 나일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 

거든. 그리고서 숙고사니, 갑사니 하는 것들도 시장에 

나오고. 조금 더 있으니까 테트론도 나오고 해서 옷 만들기 가 편해졌지 .

기 남편이 제작하니까 사정을 아는지 어지간한 거는 그■넘어가주고 그랬지・

당시 의상제작비는 충분히 책정되어 있었나요?

무슨. 지금도 영화 의상하면 그냥 있는 거 갖다 입힌 

다고들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그때는 더 했어 .〈단종 

애사〉만해도3년이 걸렸는데 영화끝나고서는한푼 

못 받았어. 그냥 옷으로 다 받았지. 그 옷들올 고둥학 

교 연극경연대회에 빌려주고 대여료 받은 게 다야.

선 불로 받고 시 작하는 게 아니 구요?

그때는 이런 식이었어. 시작할 때는 계약금을 받고, 

한 반쯤 찍으면 중도금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다 끝 

나면 잔금은 다들 떼먹어.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으 

면 촬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연수표를 끊어 

줘. 그런데 그건 촬영 끝나고 나면 반드시 부도가나. 

우린 그렇게 살았어 . 남들은 내가 대한민국 돈은 다 

벌은 줄 알지만… . 다만 신상옥 감독은 좀 달랐어. 

그이하고 일할 때는 매달 6만원씩 월급을 받았지 . 제 

작부장도 2만원 받을 때인데 말이야. 신상옥 감독은 

의상이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던 사람이 

야. 그래서 옷감 사러 같이 다니 기도 많이 했지. 둘이 

장보러 나서면 회사에서 아주 싫어했어. 비싼 것만 끊어오니까.

옷감의 변화가영화의상에 미친 영향도컸을것 같은데요.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좋긴 했지. 그래도 애로사

항은 많았어 . 일단 한복들은 나일론으로 못 만들어 .

너무 반짝거 리니까. 또 한복은 좀 빳빳해야 제 맛인데 

나일론은 부들부들하잖아. 그렇게 축 쳐진 옷은또한 

국 사람이 못 봐준다구. 인조 공단도 있잖아? 주로 곤 

룡포나 비 단옷 같은데 많이 썼는데 그건 한번 빨면 뜯 

어서 다시 만들어야 했어. 빨면 우글우글해졌거든. 모 

본단, 양단같은 것도 일일이 매번 다림질을 다시 해 

야 입을만 했어. 더군다나 인조로 만든 것들은 염 색이

잘빠져서 한 번 이상을 잘 못 써먹었어. 그러니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 어휴.

어떻게 염색을했길래 그렇게 색이 빠졌어요4?

모르지. 내가 염색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한 70 
년도 정도부터는 색이 잘 안 빠지더라. 인조로 만든 것 들도 제법 본견같이 보이고.

고증을 따지면 

무슨기록영화찍느냐고 

비아냥대.

선생님께서는 첫 작품에서부터 꾸준히 전통의상을제 

작해오셨는데요 .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삼국시대까지 

아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통의상에 대한 

고증은 어 떻게 이 루어 졌는지 궁금합니 다.

〈단종애사〉찍을때만해도운현궁에 상궁할머니들이 계

셨어. 그분들이 실물도 보여주고, 전통적으로 바느질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했지.

그러면 주로조선 말기 옷을보고 배우셨겠네요?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단종 시대 옷은 아니었지. 그래

도그냥그렇게 했어. 당시는사극붐이 일었을때야. 이 

영화, 저 영화하는데 정신이 하나도없었어. 그래도규 

장각이니 비원이니 다니며 이 책, 저책 구해보기도 했어.〈조선왕조실록〉도 보고.

옷감이 그렇게 속을 썩였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본견을 

쓰는 게 낫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영화사 형편이 그게 돼? 배우들이야자꾸 본 

견이 더 세밀하고 좋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 

고. 당시에는 최은희나 김지미 정도만본견으로 의상 

을 해 입혔을 때야. 김지미 같은 이는 심지어 악세사 

리도 진짜아니면 안 했으니까. 최은희 씨는 그나마 자

1973년 석주선 교수가〈한국복식사〉를집필하셨잖아 

요。그 이흐부터는 고증이 좀 수월 해졌나요2
석주선 교수는〈단종애人卜〉끝내고서 그이 전시회 일 

로 한 번 볼일이 있었어. 그 전시회에서 바느질할 사 

람을 구한다 해서 나도 좀 배울 겸 갔었지 . 정확히 이 

야기하자면 석 교수 어 머님 께 배운 건데, 거기서 그 분 

한테 옛 관복이며 조복 짓는 법을 배웠어. 그분이 일 

일이 작은 모형올 다 만들어줬거든. 그 이후로는 전혀 접촉이 없었지.



한국영화에

옷을입힌

어머니

48년이란 세월동안 선생님은 까탈스러운 배우들의 옷을 묵묵히 지어내셨다. 만약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라면.

선생님을 해방 이후 한국 영화를 키워낸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의 태자(1956)

인생차압(1958)

성춘향(1961)

폭군연산 (1962)

7인의 여포로(1965)

방울대감(1968)

내시 (1968)

난중일기 (1977)

불새의 늪(1983)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1983)

화평의 길(1984)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

자녀목 (1984)

오싱 (1985)

어우동 (1985)

연산일기 (1987)

애란(1989)

장군의 아들(1990)

사의 찬미(1991)

개벽 (1991)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2)

하얀 전쟁(1992)

서편제 (1993)

금홍아 금홍아(1995)

애니 깽 (1996)

난중일기 (1997)

친구(2001)

4 발가락 (2002)

단종애사(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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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작업 중가장공들여 고증한것을꼽으신다면 요. 

가장 제대로 했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나마 가장 공

들인 것은〈난중일기〉（1977년, 변강문 감독）나〈연산

군〉（1961년. 신상옥 감독） 정도?〈난중일기〉할 때에

는 갑옷 때문에 무진 고생했어.〈왕자호동〉（1962년.

한형모 감독） 할 때 연극하는 권희자 씨가 베니아판으 

로 비늘을 만들어 줬었는데.〈난중일기〉하면서 생각 

해보니까 함석을 써도 되 겠더라구. 그런데 너무 무겁 

다고 해서 다시 양은으로 바꿨지. 그거 만드느라고 비 

원에 있던 구한말 갑옷이니, 경주에 있던 갑옷이니 a보러 다녔어.

현 감독과분장사 몇 명이 영화의상실을급조해 일을벌

인 적도 있었어. 결국 제대로 일이 끝나지 않아 마지막

에는 내가 가서 마무리를 해줘야 했지 . 물론 사례금도 3대로 받지 못하고서 말이야.

전통영화의상의 고증에 있어 가장어려운점이 있다 

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증보다 영화가 먼저라는 

거야. 고증만 따지다 보면 영화 못해.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양반으로 등장하는 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 

고 싶다고 해도 입지 못하는 색이 있거든. 고증으로 보 

자면 엄연히 양반색, 상놈색이 있는 법이야. 그런대도 

영화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해. 그러니 어쩔 수 없 

이 상상. 창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또 우리나라의 

기록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일본은 시대마다, 고 

을마다 다른 갑옷 형 태가 다 기 록에 남아 있다구. 또 그 

렇다고 해서 고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야. 옛 

날이나 지금이나 “고증이 이런 건데요'하면 막화부터 

내는 감독이 있어. 화면만좋으면 됐지 그걸 뭘 따지느 

냐 이거야. 무슨 기록영화 찍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감독도 있고.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씨 같은 경우도 그랬지 

만, 요즈음 들어 패션 디자이너들의 영화 의상 제작이 

더욱 활발해지고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네들이 한 것이 더 이쁘고 좋을지 모르지만난 잘모 

르겠어. 자기가 디자인만 하고 남이 다 만들어준 옷, 

난 별로 안 좋아해 • 자기 옷은 자기 손을 거쳐야 돼 • 그 

림만그려서 착넘겨줬다고 해서 디자인이 아니야. 제 

손으로 만져서 제 손으로고쳐서 해 입혀야지. 하다못 

해 손으로 한번 쓰다듬기 라도 해야지 . 내가 의 상팀 에 

일하겠다고 오는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도 이거야.

한국영화의상의 역사는결코 짧다고 할수 없지만, 영 

화의상은아직 디자인의 영역에서 제대로인정 받지 못 

하고 있습니 다. 이 런 상황이 나아지 려면 어 떤 노력 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디자인계에서만 그런가. 어디. 영화계도 마찬가지야. 

90년대 이전에는 의상쟁이들은 대종상 시상식에도 초 

대받지 못했어. 대포집 마누라는 초대권을 飴卜도우리 

는 못 받았다고. 이런 상황이 나아지려면 가장 먼저 영 

화의상을 전문으로공부하는 인력이 나와야해. 그래서 

후배 양성도 하고 그래야지. 영화 한 편 하고 떠나버리 

는 디 자이너만으로는 영화 의상이 발전하지 못해. 나도 

시작한지 20년 정도가지나서야비로소영화의상이 무，
요즘영화나TV사극을보면 어떠세요?
엉망이지. 정말 문제야. 특히 텔레비전이 다 망쳐놨 

어 . 대표적인 게 큰머리 야. 왕비건 양반 부인이건 

밤낮 번쩍거리며 큰머리 얹고 앉았는데 아주 환장하 

겠어 . 왕비도 누에 칠 땐 소박하게 입고 누에 치고, 정 

경부인도 입궐하거나 그럴 때 빼고는 그렇게 화려하 

게 입 지 않았었거든. 요즘 TV를 보면 그냥 화면에 머 

리 만 왔다갔다해. 또 요즘엔 다 한복 소매가 손등까지 

오더라? 일하는 농부건 뭐건. 그럴 땐 손목뼈까지만 

와야 바른 거거든 고증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 지만 이 

렇게 볼 것만 따져서 고증이 아예 사라지는 것도 문저 야.

3인지대충알기시작했는걸.

마지막으로 영화의상디자인을꿈꾸고있는후배들에 

게 남기고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요즘 애들이 당부한다고 그대로 하나. 나두 또 그렇 

게 당부해도 귀에 들어가게끔 못하니까. 다만 시나리 

오를 열심히 읽고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 

어 대본이 머리 속에 다들어가 있어야돼. 특히 사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화 의상을 좀 무섭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영화 의상은 100년 후에도 영화와 함 

께 남아있올 거거든.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서운알으 야.

그림만 그려

던져 놓는다고 

디자인이 되나.

56년부터 지금까지 영화의상작업을해오시면서 특별 

히 어려웠던 시기가있으시다면.

내가 영화 의상을 독점한다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때 힘들었지• 그래서인지 한번은우리집 조카딸년 

을 데려다가 나몰래 영화 의상을 시킨 적도 있고. 최인

이혜윤 （1925년생）

1956년〈단종애사＞를 시 작으로〈성춘향〉.〈사의 찬미〉.〈하얀 전쟁〉. 

〈서편제〉에서〈친구〉에 이르기까지 400여 편이 넘는 영화의 의상을 

담당해왔다.

1991

1991

1996

2001

춘사영화제 의상상（사의 찬미） 수상

대종상 특별부문상（온마는 오지 않는다） 수상

대종상 의상상（금흥아 금홍아） 수상

여성영화인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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흫로그램을 이용한 노트 커버 . mmmg의 제품들은 사용자들이 작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애착을 갖고 

주변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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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은 집과 자동차, 그리고 결혼할 때 흔히 장만하는 덩치 큰 

가전제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큰 붓으로만 칠해진 그림에 군데군데 작은 

여백들이 생기듯 그러한 물건들은, 물론 삶의 형태와 구조의 큰 부분을 결정짓지만 

개개인 감성의 세밀한 부분까지 만족시켜주기엔 너무 거칠기 때문이다. 정작 

사람들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그보다 훨씬 좁은 곳, 다시 말해 

그런 큰 덩치들 사이의 빈 곳을 채워주는 작은 물건들을 통해 완성된다. 손때 묻은 

수첩과 다이어리 , 가방들• • • 물건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를 풍기는 물건들은 그렇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13명의 젊은 디자이너 그룹, mmmg가 만드는

mmmg mmmg
회사 이름과 브랜드명이 같다. 굳이 가 브랜드로 남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

그 두개가 달라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匚卜. 굳이 브랜드명을 강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성격이 정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匚卜. 보통 제조업체와 

브랜드7 卜 틀릴 경우, 브랜드 하나가 성공하면 그 수익금을 통해 뭔가 다른 일을 벌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다시 다른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던지 , 분리시키던지 하고 

mmmg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의지표명도 되겠고, 단지 문구류 하나라도 잘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남고 싶은 바람이다.

제품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문구류란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부터 문구류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 처음엔 장신구를 만들어 갤러리에서 팔았는데

기능적인 가치에 우선올 둔다
웹사이트 회사 소개에 보면 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mmmg
----- 제품올 보면 꼭 그벟지도 않은 것 같다.

물론 디자인할 때 이 상품이 어디 놓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문제는 소비하는 대상이었匚卜. 갤러리에서 장신구를 구매하는 사람의 90%가 그것이 꼭 기능 제일주의로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디자인의 용도나 가치를 특정한

40〜50대 아주머니들인데, 내가 만들고 있던 제품은 그들의 생각이나 취향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그저 내 맘대로 디자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느낀 것이 제품이란 생산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후 나나 내 친구들 혹은 내 나이 대, 즉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 어떤 곳보다도 

사무실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중에서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다. 그래서 책상 위에서 나만의 색을 나타내고,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하면서 

즐거운 기분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자는 생각이 문구류 전문 브랜드 mmmg의 

시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mmmg
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mmmg는 평면, 입체의 아주 기본적이고작은 단위인 밀리미터와 밀리그램의 

합성어이다. mmmg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匚卜. 그보다 밀리미터, 

밀리그램 단위의 쓰임새처럼 , 아주 조금, 요만큼만 틀린 그런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름이다. mmmg가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본질은 

편안함과 따뜻함이다.

테두리 안에 가둘 생각도 없匚卜. 같은 제품이라도 개개인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나, 

사용하는 곳이 틀릴 수 있다. 각자 필요한 만큼 가치를 두는 것이지 같은 제품이라고 

똑같이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건 어느 디자이너 , 디자인회사 모두 비슷할 것이다.

단지 소비자가 사용하기 무난하고 편안해서 , 쓰면 쏠수록 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 

때 mmmg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게시판에 이게 뭐나? 어디에 

쓰냐 는 글이 올라올 때도 있다. 처음엔 그런 말에 상처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것 

역시 하나의 의견이고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다.

mmmg 디자인 마인드
보다 구체적으로 가 추구하는 ― 란 무엇이고,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

음… 제품을 디자인하는 입장과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匚卜. 우선 

회사 입장에서 디자인은 단지 상품을 만드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 그에 맞는 디자인, 제조, 유통 그리고 자질구레한 

매장점검에 관리까지 전과정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디자인 마인드는 생활 속에 포함된 디자인을 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들이 한 번 생각하면 

mmmg는두 번 생각하자는 것이 우리의 디자인 마인드이다. 특별히 디자인을 잘하는



사진. 윤행석.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나, 사용하는 용도가 다量 수 있다는 것이 mmmg의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mmmg의 제품 중에는 언뜻 보기에 용도가 불명확한 것들이 있다. 그저 마음에 든다면 용도는 사용자 나름인 것이다.

편지지 등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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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더 신중하게 고객입장에서 원하는 부분,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 • 그런 것을 말한다. 아주 일반적인 가격대비 성능을 높인 제품, 

그래서 커보이고, 예뻐 보이는 디자인.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mmmg의 

생각이다. 디자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만큼, 소량이어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와의 진정한----------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요새, 디자인

전문회사가 주최하는 전시회나 디자인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도움이 된다•（웃음） 하지만, 글쎄… • 예술품의 전시는몰라도, 디자인 상품이나 

소품 등의 전시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디자인 회사가 잠자코 있는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문제점

ZL벟다면 더 나은 전시나 페어■ 위해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뭐든,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그저 기존의 

검증된 방법들을 답습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匚卜. 행사개최로 한 업체가 

성공하면 어떤 붐처럼 일어서 앞다퉈서 열었다가, 항상 비슷한 행사 내용에 소비자의 

반응이 없어지면, 아예 접어버리고• • • • 이런 분위기이면 새로운 걸 생각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업체들이 유사한 전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하나의 전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전시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고객을 만나 새로운 컨셉이나, 회사의 디자인 

철학 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업계 관계자나 소비자가 많이 오니까 단순히 영업을 

해보자는생각이 만연해 있는것 같다 내가이 전시를 위해 얼마를들였으니, 

비용충당을 위해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고… .

그래서인지 해외는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디자인 페어다운 페어가 별로 없고, 

업체들도 출품하는 것을 보면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올바른 

전시문화라고 할 수 없다. 대규모 전시나 페어보다 상업적인 모습 배제하고 

오리지널리티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즉 작게 보여주고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벟다고 영리목적올 가진 기업에서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디자이너스■럭 런던 도쿄 mmmg
이번에--------------- 과—에 모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그벟다면------ 는

이드 행사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보통 페어에 참가하면 회사의 새로운 트랜드나 신제품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미 

사용한 물건을 전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혼적이나, 기록 등이 담긴 노트 

등 사용한 mmmg 제품을 회수해서 그렇게 모아진 헌 제품들을 전시하려고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직접 런던 행사장에서 500명에게 mmmg의 노트, 브로셔, 뺏지를 

나눠주고, 그냥 나눠주는 대신 그 노트가 자신의 방이나 생활하는 곳 한구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다시 도쿄에서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 500명이나 나눠주는데, 적어도 100명 정도는 

회답이 오지 않을까?（웃음…）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해외 대규모 행사에서 신제품이 아닌, 이미 사용한 제품을 전시한다는 

위험할 시도
건-------- 일 수도 있을텐데, 그暑 봉해 얻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소비자와 함께 소통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mmmg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컨셉이다. 'mmmg는 이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 • 결국 만든 회사,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 

mmmg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mmmg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세계화라는 것이 꼭 한국의 색상, 문양 이런 것에서 찾아야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는 달라도 전시를 보고 어 … 이게 뭐지?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한다.

mmmg
앞으로의 계획이나----- 르가 지향하는 바는?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관계 자체가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고, 또소비자는제품을구매하면, 거기서 거래가끝나는구조이다. 그러나 

mmmg는그두 관계가 생산과 소비를 떠나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공유할수 있는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솔직히 홍보도 안하고광고도 없이 여태까지 이끌어 온건, 단지 

소비자가상품 하나로 mmmg를 알아준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제품을산소비자를 

실망하게 하지 말자' 바로그런 작은 약속을 계속지켜나가고싶다. Peace mmmg!!

http://www.mmm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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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depth, 특이한 메인화면의

영문서체, 밝은 연두색 컬러 둥… . 사이트 내의 내비게이션과 검색도 불편하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상쇄시켜주는 건 역시 많은 양의 컨텐츠와 좋은 이미지들. 다양한 제품의 리뷰와 각종 전시회 정보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소소한 불만거리들은 곧 머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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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1998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00 스웨덴 UMEA 대학 Advanced Product Design 석사과정 교환학생

2001 국제디자인대학원(IDAS) 제품디자인 석사

2002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 라이프스타일 리서치 연구원

2003 LG전자 UMTS 사업부 상품기획팀 Human Interface 그룹 주임연구원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한번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면서 최신자료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봤을 것이다 해외의 전시정보나제품 리뷰, 트렌드등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수많은 사이트와 제품소개를 접할수 있지만, 

제대로된 다양한정보를보유한사이트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1〜2년 전부터 제품 

디자이너들 사이에 다양하고 상세한 컨텐츠로 소리소문 없이 유명해진

몬스터디자인(w\M/\/.monste「design8.k「)을들어본적이 있는지? 이곳은 자, 새상애는 

이처럼 새로운 디자인도 있다 는것을 말그대로괴물처럼 드러나지 않는곳에서 보여주는 

임상연 씨의 제품디자인 전문 개인 웹사이트다 단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모두 

같이 공유할수 있는장을 마련하고 싶을 뿐이라는 몬스터디자인의 임상연 씨를 만나보았다.

시작
어떻게—하게 되었나?

몬스터디자인이 시작되던 2000년 당시에는 제품디자인 관련 전문사이트7卜 거의 

없는데다, 요즘처럼 온라인 카페나, 클럽 등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홈페이지 제작 

열풍에 힘입어 대학원 동료들과 재미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간단한 전시회, 제품, 디자이너 정보 등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내외 전시회도 다니고,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모아 

본격적인 몬스터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자료수집
-------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국내외 대규모 페어는 직접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끔 컴퓨터 제품관련 

리뷰사이트 등 웹서핑을 통해서 얻기도 한다. 사이트 내의 대부분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고 있지만, 가끔 시간이 안되거나 관람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이 대신 관람하고 수집한 자료를 올려주기도 한다.

국내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자료수집을 위해 가는 전시는 주로 일본, 홍콩 쪽의 

전시다. 물론 유럽 , 미국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지만, 경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세미나를 제외한 제품이나 인테리어, 가전전문 전시회 등의 수준은 일본, 홍콩 등의 

아시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쪽 전시를 많이 가고 있다.

해외 전시에 가는 경우는 짧은 일정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십상이다. 전시장에 도착하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찍고 샘플 구하고, 제품의 사야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여러 번 

디니다 보니 이젠 어떻게 사진 찍는 것이 사이트 방문자들이 원하는지, 디자이너에게 

효과적인 정보는 무엇인지 등 나름대로 정보 분석력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사이트 운영
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 올린 것이 아무리 최신 정보라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다른 

자료들이 생겨버리니 아무래도 업데이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데이트 주기가 아니라 자료의 질인 것 같다. 또 정보라는 것이 어디론가 흐르지 

않으면 그 정보는 금방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므로 사이트 내의 모든 컨텐츠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
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컨텐츠의 80% 이상은 직접 만들어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저작자가 

확실한 자료들(논문, 세미나 자료 등)은 허락을 받지만, 신문기사, 신제품 소개 프레스 

배포자료들은 원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처를 밝힐 뿐 특별히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허락 받지 않은 컨텐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다.

몬스터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을 바탕으로 을 생각한 적은 없는지 .

컨텐츠 보유량과 사이트 방문자가 많아서인지 가끔 몇 개의 포털 사이트로부터 

사업제의나, 미팅을 요청 받기도 한다. 하지만 컨텐츠 자체가제품디자인에 특화되다 

보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제 몬스터디자인은 

개인이 아닌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트렌드
-----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조그만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커다란 물결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시야나 통찰력은 디자이너 자신의 꾸준한 탐구의 

결실로 얻어지는 것이지, 순간에 책 몇 권과 세미나 몇 번을 통해서 절대 얻어지질 수 

없다. 정확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사람마다느끼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트렌드라는 것은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몬스터디자인의 컨텐츠는 어느 정도 트렌드
—

가끔 사람들이 사이트를 보고 이 자료들이 최신 트렌드인지 묻기도 하지만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야 하는 제품 디자이너들에게 누군가가 보여주는 트렌드는 이미 한물 

간 것이다. 왜냐하면, 제품디자인의 특성상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후를 내다보고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트렌드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한 제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패션쪽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보다 제품의 트렌드가 

훨씬 느릴 수 밖에 없다. 한가지 굳이 말하자면, 제품 전반에 걸친 무질서도의 가속화를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게 결국, Sustainable 

Design 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사이트
앞으로 ■통해 하고싶은일은?

사이트운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첫번째 일이 될 수도 없고,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물론 운영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다. 사이트의 

운영목적을 잘 모르고 가끔 잘난척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을 때가 가장 힘이 

빠진다. 그러다가 격려 메일이나 방문자들의 답글이 많이 올라오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 •. 특별히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그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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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소헌은 전통을 고집하기보다 서예의 조형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률 많이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지 대신 대나무曇 엮어 

성산별곡 의 일부를 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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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국내 개인전, 그룹전, 특별전 다수

1982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1999 독일 국립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명예 아카데미 회원

1999 독일 국립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초대전

2000 독일 쟈브리겐 KIST EUROPE 특별전

2000 건국대학교명예철학박사

2001 프랑스 파리 UNESCO 특별전

2003 벨기에 왕립 마리몽 박물관 초대전

2003 이태리 피렌체 체탈도시립미술관 초대전

소헌 정도준 선생은 지난 1999년 독일 수투트가르트 미술관 초대전 이후 국내 

서예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럽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서예작품을 발표해온 중견 

작가이다. 그가 해외에서 극찬을 받는 모습은 한국의 판소리가 정작 해외에서 극찬 

받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서예는 읽는 글씨보다 보는 

그림에 포함된다. 그들이 우리의 글을 모르는 탓도 있겠지만,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선의 굵기, 먹의 농담, 글자의 공간배치를 통한 여백 등 서예의 본질인 조형성으로 

작품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소헌이 전통을 고집하기 보다 현대적인 

조형성을 작품에 반영해 이에 화답해온 탓인지도 모른다. 한국 문자문화의 조형성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그를 만났다.

종이의 변화 변화
요즈음 선생님 작품의 새로운 변화라고 하면,-------- 라 할 수 있는데요, 그 ―
과정
—-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암울한 시대였던 80년 초 처음 해외여행을 가서 느낀 것이 예술에 흐르는 웅장함과 

다양한 컬러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들과 예술교류를 시작한다면, 과연 내가 

무얼 준비해놓고 그들이 내 작품을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다양한 색에 익숙한 서양인이 보기에 흰색과 검정으로만 이루어지고 동양이 가진 

여백의 미로 이루어진 작품을 본다면, 처음에는 신선함에 좋아할 테지만, 자꾸 보다 

보면 기대감이 떨어져 싫증을 느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수단을 찾은 것이 여백을 

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색감을 표현해서 다양함을 주는 것과 다양함이 묻어있는 

종이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수루트가르트대학 초대전 유네스코 초대전

1999년-----------------------올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도 

하시고, 2005년까지 전시계획이 잡혀있으시다고 悟었습니다. 주로 어떤 작품을 

준비하십니까?

해외 전시에는 한자를 제외하고 한글로 된 작품만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자보다 한글을 보여주고 싶어서죠. 해외 전시를 할 때는 보통 

여러 개의 방에서 전시를 하는데, 항상 비슷하게 있으면 지루해보여 다양한 소재를 

도입했습니다.

화선지에 동양화 물감을 써서 색상지처럼 하기도 하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탁본한 

종이에 글을 쓰기도 하며, 대나무를 얇게 켜서 그곳에 쓰기도 하고 • •. 서양의 

캔버스를 긁어서 거기에 먹으로 글을 쓸까도 했었는데, 괜시리 서양에서 전시한다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 같아 그만 두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씨畳----- L----- 라고도 하던데요

요새 간혹 오륜행실도의 어리숙하고 못난듯한 소박한 서체와 궁체를 합쳐 만든 제 

글씨를 소헌의 오륜체, 소헌체 그러기도 하지만 아직 그것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무슨 체라는 것은 후세가 작가를 기리며 불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소헌체라도 불린다 해도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럴수록 5년, 10년 단위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소헌체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캘리그래피
요새 틀어 디자인에서도--------• 이용한 상품제작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 70년대에는 서예가 우리의 문화, 산업 등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었지만, 그 후 

지금까지 근 20년을 세계화를 표방한 서양의 평면적인 것이 지배해 왔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한가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서예가 

디자인과 결합된 새로운 형식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匚卜. 한자나 서예 등의 

운동감 넘치는 글자는 강렬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디자인은 한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워진 또 다른 

시대를 풍미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예인
요즘 시대에 의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글씨를 시작을 할 때 이것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밥을 굶더라도 그저 제가 좋아서 했을 뿐이었던 거죠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지 못해 못 견뎌서 글씨를 쓰는 거지, 돈이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했으면 

이렇게 외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匚卜. 그렇게 보면 서예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서예인 

각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전통을 살려나감과 동시에 동서양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작업을 한다면, 비록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후세에 

이름을 날릴 자신의 작품 하나는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우리나라 서예인들은 작품은 많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이론을 정립해서 

발표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동양에 관해 무지한 

해외에 가서도 나와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쓰는 것에만 열중하는 

일은 단지 흉내내기에 그쳐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고 창의력 발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와 조형의 변천을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형미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에도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soh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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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 •粧 •室 •이 화 • 장 . 하다!

화장실 化粧室 . toilet；•.…화化 Make + 장粧 Rest, Toilet + 실 室 Room••… 1. 화장에 필요한 시설과도구를갖춘 방, 변소' 를 달리 이르는 말

1000X1600mm 작은 공간들여보기

10：30 am• • • .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회사에 또는 

학교에 와서 한숨 돌릴 때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화장실.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화장실 문을 닫고 난 후에 

만들어지는 나만의 작은 공간은 사방의 벽을 넘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Private.....매일같이 인터넷메일 확인 체크하듯이, 

하루하루우리 몸이 변기에 만들어내는 그림은살아있는 

삶의 동영상이다. 지저분한 이야기라 상상하는 이들도 

자신의 용변이라면 다시 한번 쳐다보듯이, 하얀 도화지 

같은 변기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자신만의 그림이 

그려지면 잠깐의 감상 여유까지 가지게 돈!다. 하루 일과 

바쁘게 발걸음 옮기듯 24시간 움직 이는 몸도 그렇게 

화장실 안에서 자신과 1:1 긴밀한 대화를 한다.

Public..…화장실이란공간에서 가능한 행위는 매우 

개인적이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개인전용 화장실이 아닌 

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본적 없는 낯선 사람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다. 일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당신의 

5분은 계속 그렇게 기억되어서 하루… 일년, 그곳의 화장실 

모습을 만들게 된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처럼 

화장실은 그 나라의 얼굴이 비춰진 모습이 되는 것이다.

화장실 공간 감각 찾기

지금까지 화장실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코 끝 찡한 냄새부터 

눈살 찌푸리는 볼거리까지 다양한 상황으로 기억하게 했다면 

이제는 화장실 공간 안의 특별한 즐거움으로 우연히 만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쉼터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회망한다.

하나,〈화장실 구멍내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든지 같은 변기에 앉아 똑같은 

행위를 하는 우리는 화장실이란 공간에는 모두 아래옷을 

벗은 반 벌거숭이의 인간이匚卜. 이런 화장실이란 공간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일 옷 입은 Room••…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위해 1 인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은 어느 한곳 빈틈없는 

밀폐된 공간이란 점이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며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완벽한 프라이버시..…우리에게는 개개인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지만, 화장실 자체가 비밀스럽게 감춰지거나 

숨겨지는 공간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공간이 화장실이라면 앞으로 공간계획에서 

그 어느 공간보다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 포인트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큰 빌딩 사무실이나 작은 주택의 설계도면에서도 의무적으로 

그리는 네모박스작은공간이 아니라 실(Room)'의 

개념으로 다양한 기능의 공간 시선이 필요하다.

난, 상상한다•.…얼굴, 나의 옷맵시 바라보는거울보다도 

화장실 안에 재미난 나의 Side View를 볼 수 있는 조그만 

거울이 붙어있다면 즐거운볼일 이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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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b 리포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트렌드 및 이슈를 논의하며 , 

디자인관련 전시회 리뷰 등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는 장으로 

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디비 (http://www.designdb.com/reporter/) 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디자인디비 리포터들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화장실 낙서하기〉

우리에겐 기억되는 재미난 화장실 에피소드가 있다. 

심심해 하는 우리 눈은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광고스티커 내용에도 집중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비화처럼 적혀있는 재미난 이야기에 한참 전에 끝난 

볼일도 잊은 채 자리 떠날 줄 모른다.

낙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회학자 로버트 라이즈너에 

의하면,

낙서는 정신적인 배설행위이다. 인간이 배변을 통해 

생리적인 해방감을 보는 것과 동시에 낙서를 해서 정신적인 

해방감까지 맛본다. 또한 낙서를 하는 행위는 아이가 

자신의 배설물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쾌감을 준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이런 즐거움은 인류의 

문자 생활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지 모른다.”

지역마다 위치한 공간의 성격에 따라 화장실에 남겨진 

낙서 내용도 천지차이다.

내 나이 또래 동성의 고민을 들어보기도 하고 철없는 어린 

친구들의 장난끼에 웃기도 하면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안의 고민을 적어보기도 한匚卜. 어느 글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도 모르고 내 글에 대한 대답도 얻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어느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한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는 말이 

지금 같으면 화장실 벽면에 쓰여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갤러리가 된 화장실..…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보자. 

실제로 전시장에 깨끗하고 잘 정돈된 벽에 걸린 

그림보다도 화장실의 작은 그림이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게 남겨질 수 있다.

다음의 내 차례만을 기다리며 줄 서있는 동안 화장실의 벽, 

바닥, 천장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만약 화장실을 갤러리 무대로 삼아 예술행위를 한다면 

대중에게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는 전시가 될 것이다.

한정적인 시선은 위, 아래, 좌우를 돌려가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재미난모습이 방금 떠올려진다.•…변기 양옆으로 하얀 

벽에 두 눈동자만 깜박이는 그림은 그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할 것이다. 화장실 사방의 

벽은 나를 둘러싼 화면이 되어 빙빙 돌아 연속적인 장면이 

만들어진다. 이런 관심은 조그마한 공간 안의 화장실을 

다양한 환경으로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식당의 아름다운 식탁보처럼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는 

생활공간에 화장실이라는 삶의 조각을 담아본다.

공간학적으로는 외부와 차단되며 폐쇄적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밀도 있게 대중과 접하는 화장실은 이용의 

위생성, 편리성, 안정성의 기본적인 욕구 외에도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단순한 생리적 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공간으로 가능한 인간 쉼터의 

공간 으로 가능하다.

지금이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화장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아己卜. 일반적인 심벌마크가 아닌 

재미난 성별구분 표시가 있다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삶의 미소일 테니깐….

http://www.designdb.com/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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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 월창간되어, 연간 6회 

발행되고 있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총 39호까지 발행）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 논문집 평가에서 

2000년에 등재후보 학회지로 평가받은 

이후 2002년에는 등재학회지로 격상되어 

디자인분야 학회논문집 가운데 최고의 

논문집 중 하나로 旨히고 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사과정을 통해 논문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에 실려 있는 

몇 편의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www.designdb.com 에人1 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논문을 

pdf파일로 원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과 디자인의 만남,〈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desigjesearch

박물관에서의 시지각 요소와 관람동선의 상관관계 - 

컴퓨터그래픽 응용을 중심으로

김진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최윤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체험하는데, 인간의 

이동은 현재의 위치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호기심, 흥미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요소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보다 극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박물관은 전시라는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관람자의 정보전달 과정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관람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이동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의 

체험구조를 분석해, 시지각적 요소를 추출, 분석하여 

관람동선 선택에 어떠한 성향으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시물과 관람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에 있으며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람동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IMF 전•후의 국내 가구제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김인호 （가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전의 가구제조업 시장이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면을 

중시했다면, IMF 이후에는 소비위축 현상과 더불어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미지 , 고객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 가구제조업이 현상황 및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가구제조업올 업종별 및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동일품목의 업체를 위한 

가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유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지별 공동마케팅과 

판매망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비용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 

관계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가구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유디자인 개발, 생산설비의

%25ef%25bc%2588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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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고급 기술인력양성,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업무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 혹성에 관한 연구

서수경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 

오영근 （호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한국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업무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R를 두고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다. 현재 서구 

디자인만을 추종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한국의 전통공간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한국적 디자인 패러다임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업무공간에 

나타난 한국성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업무공간에는 앞으로 몇 가지 한국성의 표현이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전통공간 본질의 이해 속에서 실내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전통공간은 실과 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며 

개체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 업무공간의 연결은 공간의 다양한 

용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자연소재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도입한다.

넷째, 전체공간의 주조색을 백색 계열로 처리하고, 

인테리어를 유채색으로 변모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전통건축에 사용되어진 완자창살, 격자창살은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쉬운 동시에 각 장소마다 다양한 

성격으로 표현하는 데 용이하다.

여섯째, 공간분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반투명 벽체들이 

전통공간에서의 투영성과 확장성을 표현한다.

위에서 열거한 개념적 원리를 활용하여 한국성을 

표현한다면 현대 업무공간에 서의 효율성은 극대화하면서 

서구적 디자인과 비교될 만한 디자인적 요소를 지닌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지역적 특성을 지닌 록성화 상점에 관한 연구 - 

뉴요 소호 지역을 중심으로

김명옥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실내디자인전공 조교수） 

쇼핑은 이제 어떤 민족과 문화에서도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기분전환의 오락적 수단이 

되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의 긍정적 측면부각, 그리고 기업의 자본력과 고도의 

정책에 의하여 쇼핑과 소비문화는 최근 정점을 이루고 있다. 

도심 외곽에서는 실용적인 대형 마트가 인간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도심에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상점들이 대형화하면서 전시와 판매의 측면을 넘어 문화를 

다루고 주변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연적, 역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존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신축, 개조되는 건축 및 

실내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뉴욕 소호의 상점 

인테리어 연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주철건축과 그 전형적 내부 공간인 

로프트라는 인공환경을 어떻게 보존하여,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되어 지역의 독특함과 다양함을 이루어내며 대중의 

삶에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특성화 상점에 관한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확대공사 행위의 형태와 경향에 관한 연구 

김온중 （건양대학교 인테리어학과 조교수）

최근 아파트 재건축의 규제심화로 인한 아파트의 수명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실거주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법적규제를 피해 준공이 필함과 동시에 입주 전, 미리 

전용면적 확대공사를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匚卜. 이는 

선진 외국의 사례에 비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건축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匚卜. 이러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추세는 소비자들이 

적은 평수에서 느끼는 공간적인 위축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쾌적한 내부공간을 갖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대형 평수에서도 

이러한 확장 공사가 심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전용면적 확대 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와 전용면적 확대공사시 실내 인테리어 부문에 대한 

추가변경 성향에 대해 분석해, 아파트 전용면적 

확대공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확대효과, 그리고 자재들의 변경 

추이에 대한 요인과 변경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해체주의 이후 건축 디자인 도면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문은미 （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실내디자인전공 조교수） 

건축디자인의 표현방법은 역사적으로 사｛로운 기하학의 

출현이나 당대의 예술운동, 그리고기술적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변모하여 왔匚卜. 건축디자인 표현에서 

도면은 디자인의 여러 단계에서 개념을 시각화하여 최종 

해결안으로 안내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 표현 도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기술적 방법으로 한정되면서 과거의 건축적 

환상이나 창조적 생명력이 약화되어 갔다. 합리주의에 

근거한 모더니즘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추구는 표준화된 

도면의 유형들을 고착시켰고 컴퓨터 그래픽은 건축실무의 

필수적인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표현 도면으로부터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앗아갔다. 

본 연구는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표현

도면（Representation Drawing）을 독창적인 의사전달과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개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가 

개개인의 도면에서 출발한다. 표현 도면은 기술적으로 

고정된 수단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진보하는 

프로세스 이다. 최근 현대 건축가들의 디자인 도면들에 

나타난 표현 특성들을 건축 형태와 내용의 틀로 분석하여 

건축디자인 창조에 중요한 도구로서 표현 도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레이너 밴험의 제2기계시대 건축디자인에 나타난 

과학주의에 관한 연구 -

1950 〜 60년대의 건축디자인을 중심으로

김원갑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근대 이후의 건축 디자인은 기계의 발명으로 디자인의 

모티브 자체가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레이너 밴험（Reyner Banham）은 이러한 

기계시대를 20세기 초부터 1950년대 초까지 자동차와 

육중한 동력원을 중심으로 했던 제 1 기계시대와,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전자공학과 합성화학의 

발전으로 모든 기술이 소형화, 가정화를 이루고, 일상화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제2기계시대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밴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H가 주장했던 

제2기계시대의 건축 디자인이 전자 정보의 상호행위가 

실현되고 기술이 일반화된 수준으로 디자인에 

적용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다양한 

유사과학주의의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밝히고, 그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inged System올 적용한 원뿜아파트 내부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정재욱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미국 건축사） 

기존 원룸아파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자의 요구에 

따른 내부공간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 

거주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가변성이라는 개념이 현 주거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과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공간 가변화를 위한 원룸아파트의 

계획 및 공간구성 시 가변요소의 기준을 마련, 실제 

적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룸아파트 내부공간의 효율성 

증대 및 거주자의 생활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Hinged System을 활용하여 원룸 아파트 내부 

공간에서의 가변성을 부여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 차후 

다양한 Hinged System 방식을 개발히고 다용도 System 

가구와 결합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hibition 글. 이순인.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 추진사무국장, KIDP 진흥본부장.

올 12월 세계 주요 선진국과 한국기업의 우수 

디자인(Good Design)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World Best Design 

Exchange 2003 Seoul)>o| 열리게 되어 미국의 

<IDEA>, 독일의 (Red Dot Awards), 이탈리아의 

<Compasso d oro> 등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선정제에서 뽑힌 12개 국의 디자인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원장 

김철호) 이 주관하는 본 전시는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Icograda Millennium Congress)와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대회 (ICSID 2001 SEOUL) 를 

세계 디자인 명품을 한 자리에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과, 이후 조성된 세계 디자인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추진, 성사되었다.

오는 12월 4일 (목)부터 8일 (월)까지 모두 5일간 COEX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

World Best Design Exchange 2003 Seoul

일시、2003.12. 04(목) 〜 12. 08(월) 5일간

장소、COEX 대서양휼

주최、산업자원부

대서양홀에서 열릴 예정인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 제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 전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기업간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지원하며, 

소비자의 디자인 안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를 위한 준비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7월부터 굿 디자인 선정기관, 해외 유명 디자인 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갈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조직위원회에는 LG전자(주)의 구자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관련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에는 현재 한국 디자인계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후원자로 

나서 해외 디자인계와의 연계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 6개관으로 나뉘어 진행될〈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에서부터 국내의 새로운 디자인 

흐름을 짚어보는 전시까지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총 800여 평의 공간에서 진행될 본 전시에서는 

12개국의 세계 굿디자인 선정기관에서 뽑은 380여 개의 

뛰어난 디자인 제품을 둘러볼 수 있으며 , 디자인기업 

특별전 을 통해서는 필립스, 모토롤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선도기업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匚卜. 이 외에도 Tangerin, IDEO 등 

국내외 유명 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기획전 등도 마련되어 

있어, 세계적인 디자인 상품의 비교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된 디자인 제품 중 디자인 발전과 인간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1)인간의 편안함 삶, 2)지구촌 환경보호, 3)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기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공로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중에는 학술행사를 비롯한 여러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우선 세계 디자인계의 

저명인사와 경영자, 철학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디자인 심포지엄(디자인혁신-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디자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 

성공사례들을 모아 발표함으로써 우수 디자인 제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준비하고 있匚卜. 마지막으로 

국내 디자인 졸업생들의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전시함으로써 세계적 디자인 회사에의 리쿠르팅 기회를 

넓혀주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디자인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관、한국디자인진홍원 (www.kidp.or.kr)

후원、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한국디자인 법인단체 총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시구성

세계베스트디자인상품관

국내외 디자인선도기업관

국내외 디자인회사관

신세대디자이너관

멀티미디어 영상 VR 관. 한국디자인원형기획관

국제회의

세계 유명 디자이너 및 디자인경영자 초청강연 및 토론(12. 04 〜 12. 05)

주제、디자인혁신-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장소、COEX 그랜드컨퍼런스룸

http://www.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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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그리고

지난 7월 7일자 비즈니스위크는 2。03년 디자인상을 

발표했다. 삼성이 올해도 금상 하나와 은상 두 개를 탔다. 0| 

디자인상에서 지난 5년 동안 삼성은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을 많이 탄 기업으로 꼽혔다. 처음에 삼성은 

포르세 같은 곳에 의지해 상을 탔지만 올해 금상을 받은 

LED IV는 사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이匚卜. 우리 손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상을 타는 것은 기쁜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애플이 19개, 삼성이 18개, 그리고 IBM 이 15개의 

디자인상을 타서 종합 2위를 차지한 셈이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애플과 IBM의 사이에 선 삼성의 

모습이 단순하게 자랑으로만 느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애플과 IBM은 그들만의 스타일 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삼성은 아직 이렇다 할 자신의 스타일 을 세우지 못했다.

드라마

지난 해 뉴욕에 들렀을 때 맨하탄 곳곳에는 커다란 ipod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보자마자 그것이 

애플의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 건물에 걸려진 그 커다랗고 

하얀 광고에 애플의 로고가 쓰여져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이 애플의 

제품임을 알수 있었다. 이것이 스타일 의 힘이다. 상점의 

진열대에 올려진 수많은 LCD 모니터나 핸드폰들에서 

제조회사의 심볼마크나 로고를 지워도 그것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누구나알수 있어야흔！다. 우리의 제품들은 이런 

경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며 삼성은 이런 측면에서 

기대치가 더욱 올라가는 위치에 있匚卜. 만약에 스타일 의 

측면에서 점수를 준다면 삼성은 0X0나

TARGET에게조차 자리를 양보해야할지도 모른다.

몇 년전 우리는 하노버 메세에서 열리는 IF 디자인상 

전시장에서 삼성을 발견하고 자랑스러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삼성이 스타일을 챙겨야 할 때가되었다. 스타일은 

'시나리오 이며 컨셉 이다. 상점의 진열대에 올려진 

수많은 제품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시나리오의 한 

페이지를 모두가 똑같이 외쳐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의 제품들은 저마다의 시나리오를 품은 '드라마 여야 

한다. 그렇지 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넘쳐나는 상품들로 북새통이다.

지난 달 딸아이가 혼자서 컴퓨터 쇼핑에서 ipod를 

구입했匚卜. 실제품은 사진보다 좋았다. ipod는 녹음이나 

방송기능이 없었지만 그들의 시나리오' 에는 작품의 

성격상 이런 장식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적과 

본분을 지켰고 절제를 통해 품위와 고집을 세웠다. 

딸아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ipod의 구입비용에 대해 

이런저런 장점을 들어 타당성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ipod는 독특한 드라마 가 있는 제품이었匚卜. 딸아이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상점의 진열대에 올려진 수많은 제품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시나리오의 한 페이지를 모두가 똑같이 

외쳐댄匚卜. Copy & Paste- • •. Copy & Paste- • •. Copy 

& Modify-• •. Copy & Copy • •

우리의 머리 속에는 누군가가 잘 섞어서 넣어준 통념이라는 

콘칩들이 들어있匚卜. 우리 모두의 머리 속에는 어쩌면 다섯 

가지도 안되는 콘칩들이 어지럽게 채워져 있는지도 모른匚卜. 

아이디어를 짜낼 때 이들이 섞이면서 랩을 한다.

모토롤라, 펜텍, LG… . 다 좋아, 오예… 다 좋다니까• • • 

그버튼모양 이리로…

다시 한번 비틀어서 그 버튼 저기로, 됐어, 됐어 … , 

오마이갓…, 손잡이?? 손잡이?

몰라, 싫어 … , 이걸로 다시 COPY・ • • COPY・ • •”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의 간판 기업들은 이제 

자신의 스타일 을 만들어야한다• 현대는 초기의 

아반테에서 한국의 정서를 담은 스타일을 마련하는 듯 

하다가 길을 잃었다. 삼성은 세계 시장을 재패한 핸드폰 

모델을 입체로 만들어 드골 공항의 광고탑으로 세웠다. 

그러나 이 광고탑은 맨하탄의 ipod 광고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맨하탄의 ipod는 외친다. 

“MY NAME IS APPLE!!” 

드골 공항의 핸드폰은 외친다. 

“MY NAME IS NOBODV

AUDI는 최근에 자신의 스타일 을 만들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NEW A6에서 시작된 AUDI의 스타일 만들기는 

TT를 거쳐 A4에 이르면서 확실한 컨셉을 세상에 

심어주었다. 97년 프랑크푸르트 출장에서 처음으로 호텔의 

주차장에 서 있는 A6를 보고 나는 마음속에서 BMW의 

3시리즈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TT를 

본 순간 나는 또 A6를 지워버렸다.

나의 주머니 사정이 평생토록 丁「를 살 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匚卜. TT가 나오면서 BMW의 3시리즈는 졸지에 

기성품으로 전락했다. 一n■는 3시리즈가 생각하지도 못한 

드라마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 월 뉴욕 출장 때 소호의 주차장에는 마치 나의 요청에 

의해 준비된 것 같이 丁「와 3시리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우리 둘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당장 살 

돈은 물론 없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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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스웨덴 콘스트팍(Konstfack)을 졸업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20세기 

디자인사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디자인학의 

학문적 특성과 디자인 교육 방법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1945년 이후의 디자인〉,〈20세기의 디자인〉, 

〈디자이너, 세상을 읽고 문화를 움직인다〉,〈디자인 담론〉 

등의 번역서 작업에 참여했으며, 논문으로는〈20세기 

디자인과 근대 프로젝트〉,〈디자인 수사학의 논의와 전망〉, 

〈20세기 그래픽 디자인의 미니멀 경향〉등을 발표했다.

구성회

1970년 금성사 디자인실에 들어가 3년간 일하다 

디자인에 대해 좀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학에 

진학, 197이년에 서울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다. 그 후 

현대자동차 디자인실 , 공간사 제품디자인실을 거쳐 현재 

1989년에 설립한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프론트디자인 

대표로 있다.

www.front.co.kr

김겸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과 일본 다마 미술대학 원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했다. 현재 정보공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정보화(사;)가부른, 

정보과(過)가 낳은, 정보화(禍) 사회〉, 옮긴 책으로 

〈정보문화학교〉,〈인포메이션 그래픽스〉, 공동 번역으로 

〈선의 사건부〉,〈원과 사각형〉, 편역서로〈감성마캐팅, 

잠든 시장을 깨우다〉가있다

김.수정

서울대학교 산업 디자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의 

SVA(Scho시 of Visual Aits)에서 컴퓨터아트를 

공부했다. 인터랙티브 아트, 극영화를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웹사이트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며, 

주로 쌍방향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연구해왔다. 현재 

컴퓨터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전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저서로, <Dots>,〈멀티미디어 

그래픽 디자인 입문〉등이 있다.

www.suzung.com

김용운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 미국 

어번대학원(M.S) 캐나타 앨버타대학원(Ph. D.)을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일본 고베대학과 도쿄대학, 일본 국제문화 연구센터 등의 

객원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수학 문화연구소 소장이며 한양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인간학으로서의 수학〉,〈일본의 

몰락〉,〈한일 민족의 원형〉,〈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수학사〉,〈카타스트로피 이론 입문〉,〈재미있는 

수학여행〉,〈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원형의 유혹〉, 

〈수학사대전〉,〈수학서설〉,〈수학사의 이해〉등이 있다.

김 •진경

서강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 월간〈디자인네트〉 

기자, 웹커뮤니케이션 기획팀장, 팀인터페이스 웹라이터 , 

정보공학연구소 편집장을 거쳐 현재 프리랜스 편집자로 

활동중이다. 역서로〈성공하는 웹사이트, 실패하는 

웹사이트〉가있다.

민병걸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후 안그라픽스 디자이너로 

일했다. 일본 유학길에 올라 무사시노미술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 수학과 그래픽 디자인의 연관성 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귀국 후 눈디자인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여대에서 디자인학부를 맡고 있다.

조 •현.신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대학원 

디자인역사학을 공부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자인과 문화 

현상에 관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취향과 

디자인의 상관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는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1992년 창립되어, 2003년 현재 회원수만 

2.100명에 이른다. 1996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가입한 후 학술논문집 발간을 비롯하여 실 내디자인에 관한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 실내디자인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어왔다. 

특히 아시아 실내디자인학회(AIDIA)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107호 

tel 02 564 2598 www.kiid.or.kr

Camille Utterback

Williams C이lege에서 미술학 학사, NYU* s Tisch 

School of the Arts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터랙티브 설치 

분야에서 선구적인 아티스트이자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며, Parsons Scho이 of Design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MIT Techonology Review에 의해 매년 

35세 미만의 젊은 톱 이노베이터 100명을 선정하는 

TR100'에 선정되기도했다.

www.camilleutterback.com

Ed Burton

17살에 자신의 첫번째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만큼 

일찍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친숙하게 지냈다. 

University of Live「po이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Middlesex University Centre for Electronic Arts에서 

디지털 아트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Soda 

Creative Techonolgies Ltd.에 합류해 리서치 및 개발 

디렉터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or)로 

일하기 시작했다. 자바를 이용한 일종의 디지털 장난감인 

'sodaconstr니ctor' 의 원저작자이기도 하다.

Golan Levin

(Klan Levin은 존 마에다가 이끄는 MIT Media Lab의 

ACG(The Aesthetics+Computation Group) 출신의 

아티스트이자 작곡가, 퍼포머, 엔지니어이다. 사이버네틱 

시스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과

인터 랙티비티의 언어에 대해 질문하며 , 크리에이션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 이미지와 사운드가 동시에 연주되는 

퍼포먼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해왔다.

서적
참고

〈0의 발견〉, 요시다요이치, 정구영, 사이언스북스, 2002 

〈괴데 에셔, 바흐〉, 더글라스호프스태터, 박여성 옮김, 

까치, 1999

〈기하학의 신비〉, 로버트 롤러 지음, 박태섭 옮김, 

안그라픽스, 1997

〈무, 0. 진공〉, 존 배로 지음, 고종숙 옮김, 해나무, 2003 

〈색이 만드는 미래〉, 한국색채학회, 국제, 2002 

〈수와 조형 - 2002년 추계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집〉, 

한국기초조형학회 , 2002

〈수의 세계〉사공디스커버리총서 , 드니 게디 자음 사공사 1998 

〈수학의 언어〉, 케아스 대블린 지음 전대호옮김 , 해나무, 2003 

〈예술과 과학〉, 엘리안 스트로스베르 지음, 김승윤 옮김 , 

을유문화사, 2002

〈조형과 이미지의 심리〉, 후지사와 히데아키, 오가사와라 

도시코/다이잇폰도쇼, 1979

〈존재하는 무, 0의 세계〉, 로버트 카플란 지음, 심재관 

옮김, 이끌리오, 2003

(Design By Numbers), John Maeda, The MIT 

Press, 2001

<the designer and the grid), Lucienne Roberts and 

J니ia Thrift, RotoVision SA, 2002

http://www.front.co.kr
http://www.suzung.com
http://www.kiid.or.kr
http://www.camilleutterb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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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개최 1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람회에는 

전국 402개의 초, 중, 고교에서 총 2,49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 이중 총 4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초등부 대상은 연필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디자인한

필통모양의 연필모양 색연필통 패키지

디자인 （이은빈일원초 5년）이, 중등부 대상은 학생 금연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한국의 사천왕과 서양의 

최후의 만찬을패러디해 표현한 최후의 흡연과 

사천왕선생님 （김이도/남춘천중 2년）이 차지했으며, 

고등부 대상은 공상과학 이미지를 풍기는 캐릭터을 활용해 

어린이 문구세트를 디자인한 메두사

패미리 （배송하/전남여상2년）가수상했다. 이 밖에도 

자연친화적인 버스정류장, 장애자 수영장,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퍼즐의자, 꽃이 있는 태양열 충전식 가로등 등 

독특한 아이디어의 디자인 작품이 전시되었다.

http://www.designdb.com/

교과서 박물관 개관

세계 최초로 교과서 전문 박물관이 탄생했匚卜. 충남 연기군에 

마련된 교과서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교과서 변천사를 비롯해 

교과서 제작과정, 세계의 교과서, 북한교과서, 미래 교과시, 

인쇄 기계 등 우리나라 교육문화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대한교과서 （주）는 지난 

9월 24일 개관식으로 갖고 전시에 들어갔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http://www.textbookmuseum.co.kr/

레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 2003 개최 2

영화, 음악, 디자인 등 경계를 허무는 전천후 디지털영화제 

레스페스트 영화제 가 11월 14일 （금）부터 20일 （목）까지 

7일간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국내에서는 

4회째인 올해의 슬로건은 Plug into Your Imagination!' 

〈은하철도 999〉의 마쯔모토 레이지와 프랑스 테크노 듀오 

대프트 펑크의 환상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뮤지컬 장편 

애니메이션〈인터스텔라 5555〉, 자유롭고 독창적인 

유머의〈스파이크 존즈 특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와 

함께하는 독특한 지리의 세계〈오프 더 맵〉, 아트센터 

나비와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 퍼폰먼스〈리퀴드 스페이스〉 

등 말 그대로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http://www.resfest.co.kr/

디자이너들의 당당한 축제, 디자이너스 플래닛 2003 3 

시장논리와 타성에 젖어있는 디자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디자이너스 플래닛이 그들의 첫 축제를 

시작한다. 홍대 앞 철록헌 에서 열리는 특별전 

•MyShade 를 필두로 인사동, 청담동, 홍대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77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디자이너스 

플래닛은 현직 디자이너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여 

조직된 비영리 단체로 디자이너와 소비자, 기업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나가는 젊은 그룹이다.

http://www.designersplanet.net/

살짝 클릭해봐요, 카툰이 살아나요

제7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 

젊은 만화가12명이함께 선보인 디지털 카툰 전시회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匚卜 카툰이 종이 위 정지된 

화면에서 디지털을 만나 모니터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목소리와 음악도 나온다. 제목은 굿모닝 디지털, 굿모닝 

카툰 . SICAF 전시를 마친 이 디지털 카툰작품들은 

책으로 묶여나왔다. 카툰의 본래 위치인 종이 위로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카툰 작품도 부록 CD에 담아 

보여준다. 총12명의 젊은 만화가•카투니스트•디지털 

만화가가 참여했으며 , 유쾌한 풍자와 유머, 가슴 저릿한 

애환과 감상（感傷）, 은근하면서도 통렬한 세상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만화 컷 유사땐저작권침해

만화 등장인물의 모습이 달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삼국지를 원작으로 한 일본만화〈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 모씨가〈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 심을 깨고 "책의 판매를 중지하고 1 억 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작품 모두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원작으로 한 2차 저작물이며 피：가 

등장인물들에 관해 독창적인 시각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컷 나누기, 대사 및 배경 배치 등 주변상황의 묘사에 

있어서는 원고의〈전략삼국지〉를 상당부분 모방,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匚F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일본〈전략삼국지〉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지난 99년 H사가 만화〈슈퍼삼국지〉롤 

펴내자 소송을 냈으나 1 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점 등을 들어〈슈퍼삼국지〉의 손을 들어줬다.

산자부, 염색산업 색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자원부는 염색산업에서 사용되는 색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2004년 완료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2002년 패션업계에서 주로 사용된 

1 만 4천 개 색채를 조사해 2,240가지의 대표색을 

추출했으며, 인터넷（www.c이。rmecca.com）에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염색작업의 시간단축,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러한 색채정보 구축작업을 화장품, 인쇄, 도료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크릴 표면色 발광 크리스털 보드 개밭4

아크릴을 활용해 광고 효과를 높여주는 크리스털 보드 가 

개발됐다. 이 보드는 그래픽이나 문자를 각각 다른 깊이로 

조각한 아크릴의 표면에 색을 입힌 뒤 빛을 보내 발광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47 卜지 색상과 디자인을 섬세하게 표현해 

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발광 다이오드（LED） 

기술을 적용해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절전형 

광고판 제작이 용이해 전기료도 크게 줄일 수 있다.

http://www.designdb.com/
http://www.textbookmuseum.co.kr/
http://www.resfest.co.kr/
http://www.designerspl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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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e마켓. 추천상품. 웹 디자이너라면 탐이 나는〈소재사전 웹용 패키지〉

많은 웹 디자이너들이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포토이미지를 얻기 위해 고심한다. 특히 웹의 속성상 고 

해상도 이미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포토이미지를 웹상에 게시하는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되는 실정이 

다. 이러한 웹 디자이너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멀 티비츠에서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웹전용 포토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국내에 잘알려진 로열티프리 이미지인 소재사전 시리즈1 에서 100번까지의 모든이미지를 웹에서만사 

용이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작게 하여〈소재사전 웹용 패키지〉란 이름으로 판매하게 된다. 이 패키지 안에는 텍스처, 백 

그라운드, 자연, 인물, 테크놀러지, 음식재료, 여행, 금융등 매우폭넓은소재를 포함하고 있어 웹디자이너라면 사진의 

백과사전처럼 누구나 꼭 탐날만한 제품이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640*480 픽셀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고 가격도 250,000원으로 매 

우 저렴하게 책정하여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았도록 하였다.

디자인e마켓. 이란?

디자인e마켓은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 가게운영, 마케팅서비스 등을 체계적 

으로 제공하는 신개념의。마켓입니다. 디자인e마켓에서는 제조, 판 

매와 관련 제반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디자인 관련 아이템은 무엇이 

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디자인 

제안이나 아이디어 상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소재사전 웹용 패키지1 /250,000원（비과세 제품）

문의: （주）멀티비츠고객지원팀/的I. 02-226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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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

NATE.com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안하는

〈웹프로젝트 성공 노하우〉

Nate.com과 Netsgo의 오픈과 개편작업 등 대형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풍부 

한 노하우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꼭 짚어야 할 단계와 효율적인 일정관리 방법을 명쾌 

하게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개발가이드이다. 특히 , 부록으로 제공되는 초대형 워 

크플로WorkFlow)' 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단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 

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강영섭 지음/352p/사륙배판/20.0C 0원/부록: WorkFlow Chart

디자인트렌드센터 지음/160p/국비

<How Things are Made)
디자이너를

위한

가공 가이드북

과거와 달리 어떤 소재와 가공법을 디자인에 적용할 것인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특히, 가공 기술은 제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공 기술을 이해 

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새롭게 요구되는 디자이너의 경쟁력이다.

이 책은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에서 국내외 제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년여간 진 

행해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디자이너를 위한 가공법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 부록 CAROM과 사진 자료는 현장의 가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다/50,000원/부록: 가공기술동영상 CAROM

KIDP 지음/104p/국배판/8,000원

(Design Census)
디자인 

센서스 

조사보고서

1997년도의 디자인 센서스 조사과제 7개에 사람, 상품, 환경 이라는 3개의 큰 카테고리를 

추가한〈2002 디자인 센서스〉가 새로 나왔다. <2002 디자인 센서스〉는 현재 디자인 수준 및 

현황을파악해 21 세기 산업 디자인 선진국진입을 위한기초정보를구축하고, 산업 디자인 각 

분야별 요소를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디자인 발전 전략의 좌표 및 

디자인 수요를 예측하도록 구성되었다. 아무쪼록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로운 자료로 더욱 풍 

성해진 <2002 디자인 센서스〉가오늘날 한국 디자인 현황을 직시하고 한국 디자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안그르!•q 스 www.agbook.co.kr tel 02-734-8541 （편집） 02-763—?320（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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