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61, No. 8 (Sep. 2011) pp. 32-44

한글 캘리그래피(Calligraphy)가 활용된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 미 현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조교수

Study on the Pattern Design where 

Hangeul Calligraphy is Utilized

Mi-Hyu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투고일: 2011. 5. 9, 심사(수정)일: 2011. 8. 24, 게재확정일: 2011. 8. 26)

ABSTRACT

This study will explore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alphabet 'Hangul' and its calligraphy on 
fashion design. Hangul is well known for its great formative characteristics. Its calligraphy has 
unique features that express the implicative meaning of the Korean language while simultaneously 
displays beautiful shapes that draw the viewer's eye. When Hangul calligraphy is applied on the 
pattern design, it can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 visual beauty of Hang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attern designs that utilize the Hangul calligraphy 
and apply them in various fields of fashion. The detailed concep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both Hangul calligraphy and pattern design 
will be understood. Seco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alligraphy will be drawn by case anal-
ysis on the artworks of famous calligraphers such as Kim Jong-geon, Kang Byeong-in, Lee 
Sang-hyeon, Lee Gyu-bok and other representative calligraphers who design the beauty of Korean 
calligraphy by handwriting and brush-writing. The obtained results will be used to explore the 
desirable direction of fashion design. Third, eight pattern motif fashion works that utilize Hangul 
calligraphy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will 
be presented. 

Key words: calligraphy(캘리그래피), Hangeul Calligraphy(한글 캘리그래피), 
pattern Design(패턴 디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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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받는 현대 사회에서 감성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라는 의미의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 한글의 우수한 조

형미를 바탕으로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디자인

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디자이너 이상봉이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의상을 파리 컬렉션에서 선보

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뛰

어난 조형성을 지닌 한글과 캘리그래피가 가지고 있

는 언어의 함축적 의미, 아름다운 모양, 효과적인 시

선, 집중의 특성을 패턴 모티브로 활용하여 패턴디자

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한글 캘리그래피를 패션 디자

인에 적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

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이 패션 디자인에 적용되어 한글

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안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실용성과 상업성을 갖춘 한글 캘리그래피의 활용 방

안에 대한 제시가 되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에서 캘리그래피와 패턴 디

자인 관련 전문서적,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캘리그래

피가 갖는 현대적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프록터

(Richard M. Proctor)에 의해 제안된 반복 패턴 디

자인의 의미와 배열 형식의 분류와 특성을 파악한다.

사례 고찰은 먼저 한글 캘리그래피의 미적 특성 도

출을 위한 것으로 김종건, 강병인, 이상현, 이규복 그

리고 그 외 대표 작가의 작품을 고찰한다. 그리고 한

글 캘리그래피가 활용된 패션 사례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는 문화 상품과 디자이너의 작품을 조사하여

패턴 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실증적 고찰

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도

출된 조형적 특성과 대안을 반복 패턴 디자인의 배

열 형태 구성에 맞게 결과로써 8작품을 제작하여, 한

글 캘리그래피의 새로운 표현 방법과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한글 캘리그래피가 활용된 디자인 사례의

연구 범위는 한글 캘리그래피의 일반적 고찰을 위하

여 작가의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분야별 대표작을 선

정한다. 그리고 패션에 활용된 한글 캘리그래피의 사

례는 전문 쇼핑몰, 문화 상품, 한글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의 작품, 이상봉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였다.

한글 캘리그래피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시각디

자인 분야에서 진행된 캘리그래피의 활용 방안에 관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패션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윤을요 외1)는 “한글 캘리그라피 패션에서

나타난 아날로그적인 감성”에서 한글 캘리그래피의

아날로그적 감성의 특징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희남2)은 “현대패션에 표현된 문자 문양에 관한 연

구”에서 패션에 표현된 문자의 변화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면서 문자 디자인 유형 분류에서 캘리그래피

를 한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문자를 패션에 적용한

선행 연구는 주로 패션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나 그

라피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 결과로 아트

웨어를 제작하는 등 한글 캘리그래피의 패션 적용에

만 의의를 두고 실용화 문제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

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 제안하고자 하는 한글 캘리그래피를 적용한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와의 차

별성이 되며,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라는 점과 한글

캘리그래피를 패턴 디자인에 적용하여 실용화를 제

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캘리그래피 개념의 이해
문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제품

패키지 디자인, 광고 등에서 디자인의 중요한 영역으

로 이해되고 있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어원적

으로는 ‘아름답게 쓰다’의 의미로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나 필기체, 필적, 서법 등의 뜻으로, 좁

게는 서예를 가리키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서체를

뜻하는 말이다. 조형상으로는 의미전달의 수단이라는

문자의 본뜻을 떠나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

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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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3)

이러한 캘리그래피는 가독성, 주목성, 율동성, 조형

성, 독창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독성은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고 문장의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기능으

로 추가 설명 없이도 읽고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주목성은 어느 특정 부분에 시선

이 집중되는 것으로, 캘리그래피가 시각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디자인 공간 영

역에서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중

심 내용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공간 안에서 차별을 두

어야 한다. 율동성은 글자에서 보이는 흐르는 듯한

유연함과 리듬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이포그래피와

같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글씨가 아니라 손글씨의

불규칙함을 장점으로 나타내야 한다. 조형성은 캘리

그래피 자체가 조형적 요소이기 때문에 선의 움직임

과 형태가 중요하다. 독창성은 글씨를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글씨체로 새로운 느낌을 표현해 낼 수

있다.4)

캘리그래피의 표현 특성은 형(shape), 색상(color),

레이아웃(layout)으로 구분된다. 형은 어떤 형태의

윤곽 즉 외곽을 한정하는 색과 명암의 변화에 의해

또는 둘러싸고 있는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각적으

로 지각되는 영역을 뜻한다. 이는 붓에 의한 자유로

운 추상 형태가 대부분인 캘리그래피로 비재현성과

일회성의 특징을 갖는 작가 감정에 의존하여 그 형

들을 표현한다. 이러한 형의 유형에는 감성을 일으키

는 유형, 역동성을 일으키는 유형, 자연스러운 유형

이 있다. 형의 표현은 컨셉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컨셉에 적합한 서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색은 정

서, 사상, 심리상태, 행동, 건강까지도 영향을 받는

시각 언어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직감적으

로 인식하게 된다. 붓으로 표현 하는 캘리그래피의

특성상 검정색이 많으나 감각적인 캘리그래피 표현

을 위하여 색채를 사용하기도 한다. 레이아웃은 설계,

배치를 의미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문자, 기호, 그

림,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한글 캘리그래피는 그림 같은

추상적 서체로 이미지와의 조화로 효과적인 시각 표

현을 나타낼 수 있다.5)

이처럼 캘리그래피는 한글의 조형성과 정서를 독

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독창적 표현력 그리고

차별화된 조형적 특성을 충족하는 디자이너의 감각

이 다양하게 발휘될 수 있는 장르이다.6) 캘리그래피

는 패키지 디자인, 광고, 영화·드라마 포스터, 북 커

버, 패션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글

이 언어학적으로 우수하지만 형태적인 면에서도 조

형성을 겸비하고 있어 컴퓨터 서체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의 다양한 감성까지 담아내는 한글 캘리그래피

가 주목을 받고 있다.7)

2. 패턴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패턴이란 모형, 형, 모양, 도안, 무늬 등을 텍스타

일 디자인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복 단위가 되는 도형

또는 문양을 말하는 전문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패턴

디자인이란 원단에 날염할 패턴을 그리는 것으로, 반

복의 기본 단위의 문양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나 그 결

과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8) 따라서 패턴 디자

인이란 모티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여 반복

된 문양의 조형단위 또는 표면 장식을 나타낸다.9)

패턴 디자인의 구성은 디자인의 표현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와 색체들을 보다 아름답게 조형하여

배치하고 배색하기 위한 계획 또는 작업이다.10) 즉

디자인 형성 과정에서의 기초 단계인 패턴의 형태와

구도, 패턴 반복에 의한 모티브의 배치, 및 각도, 색

채, 질감 등을 계획하여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는 작업이다. 그리고 패턴 디자인 구성의

원리에는 균형, 조화, 통일, 변화, 대비, 리듬, 긴장,

강조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11)

패턴 디자인은 특정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으로 사물을 단순화 시키고 현대적으로 해석

하는 작업을 동반한다.12) 패턴은 모티브가 일정한 형

태, 양식, 유형, 모형, 본새, 틀로 순화된 것으로 모티

브의 배열 방식이다.13) 이러한 패턴은 일반적으로 기

본 단위인 무늬들을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복시키는

것으로 기본 단위가 반복되는 패턴을 원 리피트 디

자인(one repeat design) 이라고 한다. 반복(repeat)

패턴은 좁은 의미로 반복되는 문양의 최소 단위인



한글 캘리그래피(Calligraphy)가 활용된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35 -

단위형태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제도과정에서

여러 개의 모티브로 구성된 하나의 반복 패턴 디자

인이 상하좌우로 연결되어 제판이 가능하도록 만든

문양을 말한다.14) 이러한 반복 패턴의 반복구성은 모

든 구성 중에 가장 간단한 형식이며 특히 전면을 꾸밀

때 유용하다. <표 1>의 프록터(Richard M. Proctor)에

의해 제안된 반복 패턴은 많은 텍스타일 디자인 구

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15). 반복 디자인에 의해 생성되는 패턴은 <그

림 1>에서 <그림 8>16)에서처럼 형태에 따라 8개의

단위형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하프 드롭(half drop),

스퀘어(square), 브릭(brick), 다이아몬드(diamond),

트라이앵글(triangle), 스케일(scale), 오지(ogee), 헥

서건(hexagon) 패턴 등이 있다.17)

1) 하프 드롭(half drop)

반복 단위가 1/2씩 어긋나도록 배열하는 방법이다.

폭 방향의 어긋남을 1/2뿐만 아니라 1/3 또는 1/4씩

무늬를 어긋나게 배열할 수도 있으며, 리듬감과 변화

가 있어 멋스러움을 주므로 패턴에 가장 많이 적용

하는 배열방법이다.

2) 스퀘어(square)

가장 쉽게 디자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방형 패

턴이라고도 하는데 이 패턴은 무늬가 바둑판 모양으

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경우 응용이 가능하다.

이 배열은 리듬감이 적어 단조롭고 경직된 느낌을

주므로 흐름이나 운동감을 강조하지 않는 패턴 디자

인에 적합하다.

3) 브릭(brick)

이 형태는 반복되는 형만 바뀔 뿐 하프 드롭의 반

각씩 어긋나는 형과 똑같고 마치 벽돌 쌓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주로 수직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싶은 경

우에 사용한다.

4) 다이아몬드(diamond)

패턴의 기본형이 마름모형인 경우에는 사선 방향

으로 사각형 패턴과 같이 평이음하여 배열한다. 다른

패턴에 비해서 율동감을 주는 편이지만 의류 봉제에

있어서는 솔기 부분의 문양 맞춤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5) 트라이앵글(tri-angle)

삼각형의 기본 단위가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는 것

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깨끗하게 정돈되고 안정된 느

낌을 주는 차분한 패턴으로 기하 문양에 많이 적용

된다.

6) 스케일(scale)

원호 모양의 모티프를 어긋나게 겹쳐 놓은 배열로

서 비늘이나 은행잎 모양의 패턴이 쌓여 있는 것인

데 조가비(clamshell) 또는 스캘럽(scallop) 패턴이라

고도 부른다.

7) 오지(ogee)

양파 모양의 반곡선형 무늬가 아래 위로 연결되는

패턴이다. 16세기에 생산된 터키, 페르시아, 이탈리아

등의 비단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우아하고 부드러

우면서도 굽이치는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8) 헥서건(hexagon)

벌집 모양의 패턴으로 육각형의 기하문양이 반복

되어진 형태다. 육각형의 도형 안에 작은 육각형을

반복시키거나 도형을 크게 그려 응용하는 등 자유스

럽게 구성하여 디자인할 수 있으며 다른 패턴을 접

목시켜도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다.

Ⅲ. 실증적 고찰
1. 한글 캘리그래피의 활용 사례
한글 캘리그래피 사례 고찰은 국내의 대표 캘리그

래퍼 4인의 대표 작품과 그 외 작가들의 특징적인

작품을 선정하였고, 사례 고찰을 통하여 캘리그래피

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며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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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M. Proctor 의 8개 단위형 반복 패턴

<그림 1>

하프 드롭(Half Drop)

<그림 2>

스퀘어(Square)

<그림 3>

브릭(Brick)

<그림 4>

다이아몬드(Diamond)

<그림 5>

트라이앵글(Triangle)

<그림 6>

스케일(Scale)

<그림 7>

오지(Ogee)

<그림 8>

헥서건(Hexagon)

- 이수철, 엄경희 (1997), 텍스타일 디자인 입문, 서울: 조형사, pp. 100-110.

<표 1> Richard M. Proctor 의 8개 단위형 반복 패턴

국내 첫 캘리그래피 회사 ‘필묵’의 대표 김종건은

<그림 9, 10>18)에서처럼 북 커버, 영화 포스터, 제품

패키지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캘리그래피를 작

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그림 10>의 생활 용품에

접목시킨 행남자기의 그릇 디자인은 한글 캘리그래

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다.

강병인은 캘리그래피 연구소인 술통의 대표로 드

라마나 영화 포스터 외에 <그림 11>19)의 참이슬, 산

사춘의 패키지 디자인을 하였다. <그림 12>20)는 한복

디자이너 효재의 브랜드 글씨 디자인이며, 달력 디자

인에서도 강병인의 개성있는 캘리그래피를 접할 수

있다. 그는 캘리그래피는 단순히 손글씨가 아니라 조

형적인 미를 갖추어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현은 심화의 대표로 글씨의 외형적 아름다움

만을 표현하기보다는 글 속에 작가의 정신을 담아낼

줄 아는 진정한 예술로의 승화를 시도하는 작가이다.

<그림 13>21)의 2011년 달력 디자인에 그의 다양한

서체가 나타나며, 영화 ‘타짜’의 포스터 작업에도 참

여 하였다. <그림 14>22)의 음료수 제품 패키지 디자

인 외에 북커버,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 캘

리그래피의 독창성을 알리고자 활동 중이다.

<그림 15>23) ‘캘리그라피’의 저자이기도 한 ‘캘리

디자인’의 대표 이규복은 한국 캘리그래피협회 회원

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캘리그래피 강좌를 열어 한글

캘리그래피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림 16>24)은 그

의 서체가 강조된 달력 디자인이고, 그 외에 광고와

뮤지션의 앨범 디자인에도 참여하였다.

그 외에 한국 캘리그래피 디자인 협회전에 선보인

<그림 17, 18, 19, 20>은 한글 캘리그래피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나타낸다. 여태명은 <그림 17>25)의 ‘흔

들리는 꽃’ 동양화와 한글 캘리그래피의 아름다운 서

체와의 조화로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 하였고, <그림

18>26)은 이길형의 작품 ‘멋’은 힘있는 형태와 빨간

바탕색과의 여백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19>27)은 박병철의 작품으로 검정 글씨체에서 벗어난

알록달록한 글자색과 글씨체가 서정적인 감성을 표

현하고 있고, <그림 20>28)은 수묵의 번짐 효과를 이

용한 것으로 글자 자체의 독특한 먹의 번짐이 예술

적 조형미를 강조한다.

도구나 재료 그리고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표

현이 가능한 캘리그래피는 감성적 표현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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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캘리그래피가 활용된 사례

김종건

<필묵>

<그림 9> 복수는

나의 것, 영화

포스터

- www.philmuk.

co.kr

<그림 10> 행남자기

- www.philmuk.

co.kr

강병인

<술통>

<그림 11> 참이슬,

산사춘/패키지

디자인

- www.sooltong.

co.kr

<그림 12> 효재 브랜드

글씨

- www.sooltong.co.kr

이상현

<심화>

<그림 13>

상지대학교 달력

- www.simwha.kr

<그림 14> 농심/

패키지 디자인

- www.simwha.kr

이규복

<캘리디자인>

<그림 15> 이규복

저서/안그라픽스

- www.callidesign.

co.kr

<그림 16>

2008 달력

- www.callidesign.

co.kr

기타

<그림 17> 여태명

- www.jungle.co.kr

<그림 18> 이길형

- www.jungle.co.kr

<그림 19> 박병철

- www.orogi.com

<그림 20> 손효진

- www.jungle.co.kr

사례 고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다양한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캘리그래피는 가독성,

주목성, 율동성, 조형성, 독창성이라는 조형적 특성과

형, 색상, 레이아웃이 고려되는 표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캘리그래피의 사례 고찰에 따른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의 움직임과 형태가 중요시 되는 캘리그래피는

그 자체가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씨를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글씨체로 새로운 느낌을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캘리그래피 작품은 각각의 독창

성을 가진다. 사례 고찰에서 살펴본 김종건, 강병인,

이상현, 이규복 그리고 그 외의 작품들은 각각의 차

별되는 조형성과 독창성을 가진다.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고 문장의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기능의

가독성은 북 커버<그림 15>, 드라마나 영화 포스터

<그림 9>, 제품 패키지 디자인<그림 11, 14>,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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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그림 12> 등에 적용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

한 특성이다. 주목성은 어느 특정 부분에 시선이 집

중되는 것으로 시선이 중심 내용에 고정될 수 있도

록 공간 안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그림 11, 14, 15,

18>. 율동성은 글자에서 보이는 흐르는 듯한 유연함

과 리듬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례에서는 작가의 달

력에서 다양한 손 글씨의 불규칙함을 살펴 볼 수 있

으며<그림 13, 16>, <그림 17>에서 캘리그래피의 율

동성이 잘 나타난다.

캘리그래피의 표현 특성 중에 하나인 형은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례 고찰에서처럼 그 형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작가에 따라 다양한 형

태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그래피

에서 색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감적으로 인식

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림 13, 19>는 재

료의 특성상 검정색이 많은 캘리그래피의 사례와 다

르게 컨셉에 맞는 유채색을 사용하여 보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다. 레이아웃은 조형미를 고려하여 컨

셉에 맞게 효과적으로 구성, 배열하는 것으로, 좌우

대칭<그림 11, 12>, 비대칭<그림 20>, 대비<그림 9>,

여백<그림 18> 등을 고려한다. 이와 같이 캘리그래피

는 서체를 매개로 하여 문자를 소재로 사용하는 조

형 예술로 사례 고찰에서처럼 다양한 표현 유형과

특성이 나타난다.

2. 패션에 적용된 한글 캘리그래피 사례
한글 캘리그라피의 높은 관심은 다양한 발전 가능

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패션

분야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

한 디자인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림 21, 22>29)는 패션에 한글 캘리그래피를 적

용하여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디자이너

이상봉의 작품으로 장사익과 임상옥의 글씨체를 패

턴 디자인에 활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한 휴대폰, 문구, 침구, 주방용품 등에도 한글을 접

목한 작품을 선보여 생활 속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림 23, 24>30)는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이

상봉과 국내외 40여명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글패

션 특별전-한글과 패션의 만남'에 선보인 행사의 작

품들이다. 국당 조성주씨가 쓴 한글 서체의 원단으로

디자인된 의류, 가방, 신발, 패션 액세서리 작품들을

제작하여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그림 25>31)는 2010년 한글 캘리그래피와 패션의

예술적 교감을 형상화한 ‘한글, 옷을 입다 展’으로 캘

리그래피 작가 강병인과 패션 디자이너 이도이가 ‘꽃,

봄, 춤, 꿈, 숲, 별’을 주제로 공동 작업을 하였다. 작

가의 서체와 디자이너의 감각이 합쳐져서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표현 되었다. <그림 26>32)에서 디자이

너 박동준이 김호득의 ‘문자’를 연작으로 한글이 가

진 조형미를 예술 의상으로 승화하였다.

<그림 27>33)은 원광대 서예과 출신들이 만든 한글

캘리그래피 회사 ‘까망글씨’에서 디자인한 한글 티셔

츠로 김춘수 시인의 꽃을 주제로 디자인 되었다. 꽃

이미지의 서체와 김춘수의 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

룬다. ‘티움몰’은 한글 디자인 제품 전문 브랜드로 다

양한 한글 문화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그림

28>34)은 ‘한글 꽃 피어나다’의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

된 제품으로 꽃으로 형상화 된 서체의 디자인이 독

창적이다. <그림 29>35)는 한글 티셔츠를 제조 판매하

는 패션 브랜드 ‘Ban8’의 제품이다. 한글의 재미와

친근함을 더해주는 제품들로 젊은이들에게 좋은 반

응을 보이고 있으며, 유머가 있는 개성적인 디자인으

로 젊은 계층의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글 캘리그래피는 <그림 30>36)에서처럼

가방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활용되거나, <그림 31,

32>37)와 같이 넥타이, 스카프 등의 패션 소품에 활용

되고 있다.

이처럼 패션에 활용된 한글 캘리그래피의 사례는

전문 쇼핑몰, 문화 상품, 한글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

의 작품, 한글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진행된 디자이너

의 작품을 바탕으로 그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패

션 사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착용할 수 있

는 대중성의 미흡 문제이다. 한글 캘리그래피가 활용

된 패션 사례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상품이거나

<그림 26, 27>, 예술적 성향이 강한 아트 웨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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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적용된 한글 캘리그래피 사례

<그림 21> 이상봉,

Paris Collection,

'06 F/W

- www.liesangbong.

com

<그림 22> 이상봉,

Paris Collection,

'07 S/S

- www.liesangbong.

com

<그림 23> '06 한불수교

1백20주년 패션쇼 -

www.liesangbong.com

<그림 24> Who's

next 한글 패션

전시회

- www.liesang

bong.com

<그림 25> 한글, 옷을 입다 展,

강병인, 이도이

- www.jungle.co.kr

<그림 26> 한국

패션문화페스티벌,

박동준 -

www.jungle.co.kr

<그림 27> 까망글씨

- www.kkamang.

co.kr

<그림 28> 티움몰

- www.tiummall.com

<그림 29> 'Ban8'

- www.ban8.co.kr

<그림 30> 헤지스 액세서리,

공병각

- www.jungle.co.kr

<그림 31>

아트앤크래프트

- www.artsandcrafts.

co.kr

<그림 32> 아트앤크래프트

- www.artsandcrafts.co.kr

우가 다수였다<그림 21, 22, 25>. 그리하여 영어 문자

에 익숙한 일반인이 대중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디

자인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텍스타일 디자인

으로 활용되고 있는 캘리그래피의 실용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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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나타난 작가들의 서체나 작품의 한글 캘리그

래피는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작업하여, 디지털 프린

팅 기법으로 소량 출력하여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량 생산의 어려움이 있다<그림 21, 22, 25>.38) 셋

째,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세련되지 않은 디

자인은 상업성 결여로 나타난다<그림 26, 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여

작품 제작에 반영하고자 한다. 먼저일반인들의 착용

을 위하여 한글 캘리그래피 모티브를 활용하여 대중

적 패턴 디자인을 시도 한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

능한 반복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다음 장

에서는 사례 고찰에서 도출한 캘리그래피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한 디자

인 방향을 제시하여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한다.

Ⅳ.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장에서의 작품 제작은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의 과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

개되고, 결론으로 한글 캘리그래피가 활용된 패턴 디

자인 8작품을 제안한다.

디자인 요소는 한글 캘리그래피와 반복 패턴 디자

인의 리피트 8 유형의 형태이다. 이에 따른 캘리그래

피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한글로 Ⅲ장의 캘리그패

피 사례 고찰에 빈번히 활용된 대표 주제인 꽃, 달,

바람, 숲, 봄, 해, 별, 빛 을 패턴 디자인에 적합한 서

체를 개발한다. 이를 반복 패턴 디자인 유형에 따른

8가지 스퀘어, 스케일, 헥서건, 오지, 트라이앵글, 하

프 드롭, 다이아몬드, 브릭의 패턴 디자인에 적용하

여 모던한 감각의 패턴을 제시한다. 이는 캘리그래퍼

의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으로 원단에 출력하여 패턴

디자인에 적용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이미지 형태의 한글 캘리그래피는 패턴 디자인에 활

용되어 실용성과 트랜드를 반영한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작업 제작 과정은 먼저 패턴의 특징을 결정짓는

기본 유닛을 제작하고, 이를 적용한 리피트 8유형을

디자인 하여 패턴화 시킨다. 그리고 기본 유닛 작업

을 위하여 한글 캘리그래피 꽃, 달, 바람, 숲, 봄, 해,

별, 빛의 서체를 디자인 한다. 칼라는 ‘퍼스트 뷰 코

리아'에서 제공하는 2011년 S/S 트랜드 칼라를 참고

로 하였으며, 전반적인 패턴의 컨셉은 한국적인 정서

를 나타낼 수 있는 주제에서 영감을 가져왔다.

한글 캘리그래피 서체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은

<표 2>와 같으며 캘리그래피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

특성 그리고 적용 패턴 디자인의 유형을 고려하였다.

서체는 다양한 한글 형태와 칼라 변형 그리고 재료

의 자유로운 적용 편의성을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의 브러쉬 툴을 사용하였

다. 활용 한글은 자연적 이미지의 단어 꽃, 달, 바람,

숲, 봄, 해, 별, 빛으로 하였으며 서정적 표현을 위하

여 단어의 의미와 패턴 디자인의 형태를 고려하여

서체를 제작하였다. 서체에 적용된 재료는 붓글씨,

싸인펜, 펜촉, 색연필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브러쉬

툴을 사용하였으며, 검정색에서 벗어나 주제에 맞는

칼라를 <작품 1, 3, 5, 6, 8>에서 적용하였다. <표 2>

의 캘리그래피는 조형적 특성인 조형성, 가독성, 주

목성, 율동성, 독창성을 각 각 특성에 맞게 고려하였

고, 표현 특성인 형, 색상, 레이아웃을 컨셉에 따라

강조하였다. 캘리그래피는 선을 중요시 하는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의 표현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을 담고 있어 작품 각각은 차별화 되는 독창성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작된 각 작품들은 컨셉

에 따른 작품 각각의 조형성과 독창성이 강조 되었

다. <작품 2, 4, 6, 7, 8>은 문자의 의미를 인식하는

가독성이 강조된 것으로 컨셉에 맞는 개성적인 다양

한 서체의 표현이 강조된다. <작품 1, 2, 4, 5>는 서

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레이아웃에 따라 서체를

강조하는 주목성의 표현이다. 캘리그래피 자체에 시

선을 집중시키는 주목성의 특성을 강조한 <작품 1, 2,

4, 5>는 가독성의 특성도 가진다. <작품 3, 5>는 율동

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선의 표현 관점에서 리듬감

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서체의 형태를 강조하는 캘리그래피는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각적인 외형을 가지며 제작된 작품들

역시 컨셉을 표현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캘리그래피는 표현 재료의 성격상 주로 무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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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캘리그래피 서체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

작 품 주제 조형적 특성 컨셉 및 표현 특성 캘리그래피 작업 적용 패턴 디자인

작 품 1 꽃
주목성

조형성

싸인펜 느낌의 캘리그래피로

꽃다발 모양의 레이 아웃이

강조된 표현

스퀘어

작 품 2 달
가독성

주목성
달이라는 서체의 형태를 강조 스케일

작 품 3 바람
율동성

독창성

시원한 바람의 느낌을 주는

캘리그래피의 형태와 블루

색상이 강조된 표현

헥서건

작 품 4 숲
가독성

주목성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숲의 형

태를 강조한 서체

오지

작 품 5 봄
조형성

독창성

아련한 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상과 레이아웃을 강

조

트라이앵글

작 품 6 해

가독성

조형성

독창성

동양화 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붓글씨체로 형태를 강

조

하프 드롭

작 품 7 별

가독성

조형성

독창성

밤하늘의 별이라는 컨셉을

살리기 위해 서체의 형태를

강조

다이아몬드

작 품 8 빛

가독성

조형성

독창성

색연필의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 색상을 강조한 서체
브릭

<표 2> 한글 캘리그래피 서체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

인 검정색이 주를 이루는데 본 작품 제작에서는 <작

품 1, 3, 5, 6, 8>에서처럼 컨셉에 맞는 다양한 칼라

를 사용하였다. 레이아웃은 제한된 공간에 효과적으

로 배치하는 기술로 캘리그래피 조형 특성에서 메시

지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의도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캘리그래피 서체 작업시

적용 패턴 디자인에 적합한 레이아웃 방향을 계획하

였다. 칼라는 시각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감성적 감각

을 자극하는 감각 언어로 본 작품 제작시 컨셉과 트

렌드에 맞는 다양한 칼라를 시도하였다.

<표 3>은 작품 제작 과정 및 방법을 나타낸 것으

로 컨셉에 따른 칼라 칩, 패턴 유닛의 작업, 한글 캘

리그래피 서체, 한글 캘리그래피가 활용된 패턴 유닛

과 이를 패턴화 시킨 작품 제작 과정의 이해를 돕는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1>은 스퀘어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꽃’을 적용한 작품이다. ‘꽃’

서체를 꽃다발 이미지로 형상화 시킨 디자인으로 가

독성 보다는 캘리그래피의 주목성에 중점을 둔 패턴

이다. <작품 2>는 스케일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달’을 적용한 작품으로 붓글씨 느낌의 ‘달’ 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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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캘리그래피가 적용된 패턴디자인 작업 내용

작품 칼라 패턴 유닛 패턴 유닛 작업
한글

캘리그래피

한글 캘리그래피가

적용된 패턴 유닛
패턴화

작품 1

스퀘어 패턴

작품 2

스케일 패턴

작품 3

헥서곤 패턴

작품 4

오지패턴

작품 5

트라이앵글 패턴

작품 6

하프드롭 패턴

작품 7

다이아몬드 패턴

작품 8

브릭패턴

<표 3> 한글 캘리그래피 서체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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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산과 둥근달의 이미지와 캘리그래피 ‘달’

이 조화되어 동양화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가독성

과 주목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3>은 헥서건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바람’을 적용한 작품이다. 시원한

바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블루 칼라의 캘리그래피 ‘바

람’이 적용된 작품으로 율동성이 표현되었다. <작품

4>는 오지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숲’을 적용한 작

품으로 가독성과 주목성을 살린 붓글씨체의 ‘숲’이

율동적인 오지 패턴과 조화를 이룬다. <작품 5>는 트

라이앵글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봄’을 적용한 작

품이다. 생동감 있는 핑크 칼라의 서체 ‘봄’은 서체의

율동성과 독창성을 나타내며 배경의 꽃무늬와 어울

려 서정적 느낌을 준다. <작품 6>은 하프 드롭 패턴

에 한글 캘리그래피 ‘해’를 적용한 작품으로 가독성

이 강조되었다. 해의 열기를 느끼게 하는 패턴 디자

인과 한글 캘리그래피가 조화로운 작품이다. <작품

7>은 다이아몬드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별’을 적

용한 작품이다. 밤하늘의 별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가

독성을 고려한 한글 캘리그래피가 모던 패턴과 조화

를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 <작품 8>은 브릭 패턴에

한글 캘리그래피 ‘빛’을 적용한 작품으로 색연필 느

낌의 서체는 스팩트럼을 통과한 듯한 빛의 칼라와

패턴 디자인이 가독성과 주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패턴 디자인의 배열 특성에 따른 한글 캘

리그래피의 패턴화 시도는 한글의 조형성을 살린 미

적 가치의 추구로 디자인에 접목되어 패턴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 확장과 한글의 미적 특성 활용 방안의

제안이 될 것이다.

Ⅳ. 결론
캘리그래피는 기계적인 인쇄 서체에 익숙해진 현

대에 자연적이며 인간적인 감성 문자 표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캘리그래피는 감성적 기능과 표현영

역의 무한성을 내포한 가운데 한글 표현의 아름다움

과 개발 가능성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한글 캘리그래피는 패션 텍스타일

에 적용되어 그 미적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

었다.

본 연구에 제안된 8작품은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

용한 패턴 디자인의 활용방안과 대안의 제시이다.

<작품 1>에서 <작품 8>은 이론고찰과 사례고찰을 바

탕으로 디자인 방향을 정하고, 패턴 디자인에 활용하

기 위해 작업된 한글 캘리그래피는 패턴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 하프 드롭, 스퀘어, 브릭,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 스케일, 오지, 헥서건 패턴에 적용되어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한글의 조형성을 패턴 디

자인에 접목시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 캘리그래피는 감성

과 정서를 내포하는 추상성과 조형성이 강조되는 독

창적인 서체로 한글의 미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패턴 디자인은 이러한 한글 캘리그래피의

조형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한 표현 매체

이다. 둘째, 한글 캘리그래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글 캘리그래피가 서체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

인 영역에 적용되어 한글의 독특한 조형성을 나타내

고 있었다. 셋째, 캘리그래피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

하여 한글의 조형성을 강조한 모던한 패턴 디자인을

모색하여 결과로써 8작품을 제안하고 그 활용 방안

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한글 캘리그래

피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될

것이며 아이디어 발상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사료

된다. 둘째, 패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패

턴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한글 캘리그래피의 패턴 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는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패턴 디자인

에 교육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제공하여 한글 캘

리그래피에 대한 관심과 조형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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