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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으며[1]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

식에 의한 융복합 연구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예술 및 디자인 분야에서도 스마트 디바이스나 미디

어 아트의 대중화에 따라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에게

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도가 증가하였다[2]. 그러나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의 코딩 작업은 예술가, 디자이너와 

이공학도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술이

나 디자인 전공자들에게는 기존의 실기작업과는 전

혀 다른 방식과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기본 프로그

래밍 지식 습득의 어려움이, 이공학도들에게는 예술

적 사고력과 감성의 부재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

로, 미디어 아트 작가나 디자이너를 위한 다양한 코

딩 교육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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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이용한 양질의 작업과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프로세싱(process-

ing)’과 삼각함수 개념을 이용한 computational art,

digital drawing, algorithmic image 관련 선행 작업

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삼각함수 개념을 이용한 장

식적 타입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노비치(2001)는 ‘뉴미디어의 언어’에서 뉴미디

어의 원리 다섯 가지를 ‘수적 재현’, ‘모듈성’, ‘자동화’,

‘가변성’, ‘문화적 부호 변환’으로 설명하였다[3]. 연

구자가 제안하는 타입페이스 역시 디지털 부호와 공

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이로 인한 손쉬운 가변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타입페이스 혹은 서체를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툴은 벡터 형식의 오브젝

트를 다루는 ‘폰트랩’, ‘폰토그래퍼’ 등의 서체 디자인 

전용 저작 툴이다. 이러한 툴을 이용하여 서체 디자

인 시 디자이너가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생산, 수정해내는 방식보다는 스케치북에 드로잉을 

하듯이 모니터를 직접 보며 마우스로 제도하는, 일상

적으로 물리적인 드로잉 도구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

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반면 코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직관적인 수공

예 방식의 이미지 수정과는 다르게 변수를 포함한 

코드의 부분을 몇 글자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원본 

작업과 전혀 다른 다양한 버전을 정확하고 쉽고 빠르

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삼각함수의 개념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만

들어진 타입페이스는 그 자체로 멀티미디어의 성격

을 지닌다. 이재현(2004)은 멀티미디어를 ‘단일한 인

터페이스를 통해 제시되거나 단일한 컴퓨터 프로그

램에 의해 조작되도록, 단일한 디지털 정보 환경 속

에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다중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독특한 감각

양식의 결합 패턴을 만들어내는 미디어’라고 정의하

였다[4]. 논리적으로 구성된 텍스트로 탄생하는 하나

의 형태는 디지털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며 이미지이

자, 문자이자, 영상이자, 텍스트로 기능한다. 인쇄출

판에서 시작하여 웹, 모바일, 비디오, VR 등으로 발

전하고 있는 미디어의 확장이 글꼴의 모양과 표현 

방식 또한 다양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5]

본 연구는 삼각함수의 개념과 코딩 방식을 이용하

여 만들어진 장식적 타입페이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

해 프로그래밍을 통한 시각문화 표현 가능성의 경계

를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프로세싱과 삼각함

수 관련한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작품을 논의한다.

둘째, 삼각함수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알파벳 

타입페이스 제작에 사용할 ‘V’, ‘I’, ‘O’, ‘M’의 기본 

모듈을 만든다. 셋째, 기본 모듈 주변을 순환하는 장

식용 포물선 곡선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싱

에서 만들어진 모듈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하여 A-Z까지의 장식적 타입페이스 세트를 제

안하고, 연구의 결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세싱이란

프로세싱(Processing)은 MIT 미디어 랩의 미학

과 계산 연구 그룹의 Casey Reas와 Benjamin Fry에 

의해 2001년 탄생한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환경이다[6]. 프로세싱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위에서 개발되었으며 이미지, 애니메이션, 사운드를 

프로그래밍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시각적인 환경 안

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학습하고 소프트

웨어 스케치북과 전문 제작 툴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7]. 프로세싱 웹사이트(processing.org)

에는 프로그래밍 초보자도 코딩을 통해 이미지, 애니

메이션 등을 쉽고 즉각적으로 생성 및 적용 가능하도

록 기본적인 예제와 코드들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프로세싱 웹상에서는 양질의 교육 튜토리얼 뿐만 아

니라 작가 및 작업 소개, 관련 포럼, SNS와의 연동을 

통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이처럼 프로세싱

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교육기

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 간의 교류를 현재까지도 

활성화하고 있다[8].

2.2 프로세싱과 삼각함수 

프로세싱에서 삼각함수(삼각법)는 진동, 포물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숫자, 이미지, 애니메이션 혹은 

원형의 볼륨 패턴 등을 생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

된다. 프로세싱 웹사이트의 reference에는 삼각함수

(Trigonometric) 항목의 기본 co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9]. 일반적으로 프로세싱에서는 도형을 나타나

게 할 때 (x, y)좌표로 된 픽셀의 위치를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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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런 좌표를 데카르트 좌표(또는 직각 좌표)라

고 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싱에서 원을 그릴 때 사용

하는 내장함수는 ellipse(x, y, a, b); 이다. x와 y에는 

원 중심점의 (x, y)좌표를, a와 b에는 원의 가로, 세로 

지름 길이를 넣고 코드를 실행하면 화면에 원이 그려

진다. 반면 삼각법 공식은 극 좌표(Polar coordinates)

시스템을 사용한다. 극 좌표는 공간 속의 한 지점을 

원점으로부터의 회전 각과 원점으로부터의 반지름

으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본래 프로세싱에서는 극 좌

표를 함수에 대한 인수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삼각법 

공식은 이런 좌표들을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직각 좌표로 변경해 준다[10].

ellipse()함수가 아닌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원을 

그린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Fig.

1에서 r은 원의 반지름이고 x, y는 원과의 접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좌표 값을 프로세싱의 극좌

표에 대입하면 되는데 이때 삼각함수법을 통해 x좌

표는 x=cos(theta)*r 이며 y좌표는 y=sin(theta)*r 이 

되므로, theta 값을 변화시켜 원형을 이루는 점들의 

집합체가 생성된다[8]. 이 기본 공식을 응용하여 the-

ta값, r값 에 다양한 수치를 대입하면 그에 따른 특정 

원형, 포물선의 패턴 형태를 얻어낼 수 있다.

2.3 관련 선행 작업 

프로세싱에서 삼각함수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작

한 작품과 코딩을 통해 타입페이스나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한 작업들을 조사하였

다. 나상호·김수정(2006)은 원을 이루는 점들을 일정

한 간격을 두어 배치하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들을 다시 반복하였다. 나상호·김수정(2006)은 2중,

3중의 삼각함수를 적용하고, for 구문으로 반복 형태

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원의 다양한 패턴 변화를 시

도하였다(Fig. 2)[8]. Takayuki Fukatsu는 나상호·

김수정(2006)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형의 다

양한 패턴을 만들었다(Fig. 3)[11]. Fig. 2의 작업은 

line()함수를 사용하여 라인 드로잉의 느낌을 살리고

자 한 반면 Fig. 3의 작업은 point()함수를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심규하는 코딩을 이용하여 서체 형태와 기타 타이

포그래피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의 

Code & Type 홈페이지에는 실제 작업에 사용된 코

드와 작품들이 업로드 되어있다[12]. Fig. 4의 예시는 

기존에 존재하는 서체의 벡터 혹은 레스터 이미지를 

코딩을 통해 수학적으로 변형하여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어낸 그의 작업들 중 일부이다. 그의 작업은 크

게 서체의 외부 형태를 인식하여 이를 코딩을 통해 

변형하거나(Fig. 4) 새로운 문자 배열의 형식을 제안

하거나(Fig. 5) 기존의 기하 도형들을 변형하여 서체

와 도형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Fig. 6)으로 나눌 수 

있다. Stefanie Schwarz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작

업을 하였다.(Fig. 7) 그는 코딩을 통하여 Fig. 4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적인 Outline-generated

타입페이스들을 만들었다[13].

선행 연구 작업들은 모두 computational method-Fig. 1. Basic concept of Trigonometric Functions.

Fig. 2. Line drawing by S. Na & S. Kim (2006).

Fig. 3. Artwork by Takayuki Fuk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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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gy를 타이포그래피나 시각 이미지 영역에 직접적

으로 시도해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근래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코딩을 통해 이

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제도나 수작업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타 디지털 이미지 저작 프로그

램들과는 다소 구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코드로 만

들어진 작업은 대부분 그 자체로 멀티미디어의 성격

을 지닌다. 코딩을 통해 만들어지는 위와 같은 결과

물들은 ‘문자’와 ‘이미지’의 형태를 오가며, 저장되는 

원본은 구조화된 코드-텍스트이다.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변형되거나 만들어진 이

미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체로 체계적이고 

수학적인 논리 구조를 상상하게 만들며 텍스트-이미

지-애니메이션의 상호 경계를 허문다. 즉 코딩으로 

제작된 결과물들은 이미지인 동시에 텍스트와 수식

으로 기능하며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띄거나, 움직이

거나, 보다 쉽게 변형된다. 결과물의 상호작용성은 

구조화된 코드에서 변수 한 두개를 변형하거나, 카메

라나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을 통한 2차 입, 출력 장

치를 통해 기능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변수

나 수식의 일부분을 조금씩 변형하는 것만으로도 무

한에 가까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드로 만드는 형태들은 디지털 이미지 저작 프로

그램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들보다 규칙적이면서 복

Fig. 4. Code & Type by K. Sim.

Fig. 5. Code & Type by K. Sim.

Fig. 6. Code & Type by K. Sim. Fig. 7. Interactive type by Stefanie Schwa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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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제도’가 가능하다. Fig. 7과 같은 이미지를 코딩

으로 만들때는 기존의 ‘P’형태의 문자를 따라 원형이 

같은 간격으로 나열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동일한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다면, ‘P’의 기둥과 같은 직선에서의 규칙적인 배열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튀어나온 볼 부분을 따라 규칙

적으로 패턴을 배열하는 것은 손으로 이미지를 제도

할때와 유사하게 어느 정도의 수작업이 요구된다.

‘P’와 다르게 곡률이 변하는 ‘R’이나 ‘C’등의 문자

를 제작한다면 다시 수작업으로 형태를 만들고 수정

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미지나 타입페이스

를 코드로 제작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거나 멀티미디어의 성격을 지니는 시각 콘텐츠 

제작에 있어 표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3. 타입페이스 제작 

3.1 기본 모듈 형태 연구

프로세싱 3.0 버전에서 삼각함수 개념을 응용한 

코딩으로 알파벳 타입페이스의 기본 모듈인 원형, 직

선, 대각선 등을 기초적인 형태부터 실험하며 진행하

였다. 프로세싱에서 삼각법을 이용하여 원형을 이루

는 점들의 집합체를 만들어 보았다(Fig. 8).

void setup과 void draw의 구조는 코드를 실행시

켰을 때 설정한 프레임비대로 코드의 내용이 실행되

게 하기 위함이며 프로세싱에서 정적인 이미지가 아

닌 동적인 이미지,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translate() 함수는 기준좌표를 

이동해주는 함수로 translate(width/2, height/2)는 

실행창의 중앙으로 기준좌표를 이동해준 것이다. the-

ta 값은 매 프레임마다 0.1씩 더해지고 있으며, r 값은 

반지름이다. 기본 원형 코딩 후 sin의 theta 값에 2를 

나누어 ‘V’자형 포물선을, 3을 나누어 ‘M’자형 포물

선을 만들었다. 이후 ‘직선’기본 모듈을 만들기 위해 

PI값을 이용하였다. PI는 180도를 의미하며, sin()과 

cos()에 PI를 넣고 특정 값을 곱하면 삼각함수의 성

질에 따라 정수형 값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theta

값에 PI를 대입하면 한 주기(cycle)에서 그려질 point

의 개수를 보다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in() 괄호 안에는 ‘PI’를, cos()괄호 안에는 ‘PI/n’을 

대입하여 x축의 값은 0으로 고정시키고 y축의 값만

을 변하게 할 수 있는데, y의 값이 커질수록 지름(0과 

200사이)반경 안에 그려지는 point의 빈도수가 늘어

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O, V, M, I의 기본형을 

만들었다(Fig. 9).

3.2 보조 장식 패턴을 더한 기본 문자형 모듈 

기본형을 만든 후, 기본형의 주변을 따라 포물선

을 그리며 회전하는 보조 장식 패턴을 만들었다. 장

식적 패턴과 타입페이스의 형태로서 적당한 보조 포

물선의 반경 및 포물선 내에 그려지는 point의 빈도

를 point(x, y)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포물선 형식으

로 만들며 다수의 실험을 거쳤다. 장식적인 아름다움

에서 변화를 주고자 random 함수를 추가적으로 사

용하여 point의 굵기는 1–6pt까지, point의 색상은 

옅은 적색과 적회색 계열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도록 

하였다. Fig. 10은 알파벳 ‘V’의 예시로, 실제 결과물 

이미지와 핵심 코드이다(Fig. 10).

Fig. 8. Basic module test and processing code.

 

 Fig. 9. Basic module ‘V’, ‘M’, ‘I’, ‘O’.

Fig. 10. Module ‘V’ and co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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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O’, ‘V’, ‘M’, ‘I’의 네 가지 모듈을 

만들었다(Fig. 11).

위의 기본 모듈은 모두 void draw()와 void set-

up()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하면 

점차적으로 패턴이 그려지는 동영상의 형태로 실행

된다. 예를 들어 ‘M’자의 형태가 그려지는 과정을 캡

쳐하면 다음과 같다(Fig. 12). 한 번 완전한 ‘M’자 형

태의 포물선을 그리고 난 후에도 그 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형태가 덧대어 그려지며 이러한 특징은 ‘O’,

‘I’, V’의 다른 모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3 기본 모듈을 편집한 전체 typeface image 

3.2에서 작업한 네 가지 모듈을 프로세싱에서 PDF

로 내보낼 수 있으며,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

trator)는 pdf 파일에서 오브젝트의 vector 값을 읽어

내고 편집할 수 있다. 연구자는 기본 모듈을 일러스

트레이터 cs6에서 최종 편집하여 A부터 Z까지 알파

벳 대문자형 타입페이스로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A자 같은 경우, ‘V’자형 기본 모듈과 ‘I’자형 직선 모

듈의 짧은 버전을 만들어서 합치는 방식으로, G 같은 

경우 ‘O’자형 모듈의 일부분과 짧은 ‘I’자형 모듈을 

합성하는 식이었다. 문자의 기본 형태와 비례는 ‘Arial’

Fig. 11. Final Module Image using the concept of trigonometric function.

Fig. 12. Captured moving image of module ‘M’.

Fig. 13, Final typeface.



199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12호(2017. 12)

서체를 참조하였고, 기존 안에서 point의 색과 굵기 

등을 다소 변형시켜 다음과 같은 최종안을 만들었다

(Fig. 13).

4. 결  론

프로세싱에서 삼각함수(삼각법)는 진동, 포물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숫자, 이미지, 애니메이션 혹은 

원형의 볼륨 패턴 등을 생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

된다. 연구자는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착안하

여 기본 포물선과 기본선을 장식하는 보조선을 코딩

하였다. 이후 코드의 부분들을 변형하여 타입페이스 

제작의 기본 모듈로 사용될 ‘V’, ‘O’, ‘M’, ‘I’의 형태를 

만들었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당 기본 모듈들을 

편집하여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된 타입페이스 세트

를 제작하였다. 현대의 타입페이스 혹은 서체들은 대

다수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 타입페

이스 혹은 서체를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툴은 벡터 형식의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는 

‘폰토그래퍼’나 ‘폰트랩’등의 서체 디자인 전용 저작 

툴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는 프로세싱에서 삼각함수

의 개념과 코딩 방식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의 성격을 지닌 장식적 타입페이스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노비치(2001)는 ‘뉴미디어의 언어’에서 뉴미디

어의 원리 다섯가지를 ‘수적 재현’, ‘모듈성’, ‘자동화’,

‘가변성’, ‘문화적 부호 변환’으로 설명한다[3]. 연구

자가 만든 타입페이스 역시 디지털 부호와 공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이로 인한 손쉬운 가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드로잉 저작 툴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도 위의 뉴미디어의 원리를 따른다. 그러

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사용자가 수

치를 직접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생산, 수정해내는 방

식보다는 스케치북에 드로잉을 그리듯이 모니터를 

직접 보며 마우스로 그리는, 즉, 일상적으로 물리적

인 드로잉 도구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업의 수정과 발전에

도 수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과 함께 마우

스를 사용하여 제도하는 수공예적인 방식이 여전히 

함께 사용된다.

반면 코드로 그려진 오브젝트는 직관적인 수공예 

방식의 이미지 수정과는 다르게 변수를 포함한 코드

의 부분을 몇 글자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원본 작업과 

전혀 다른 다양한 버전을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입페이스를 제작하는 과정

에서도 코드에 단 두 글자를 추가하여 sin의 theta값

을 2나 3으로 나누는 것에 따라 ‘O’모듈이 ‘V’나 ‘M’

등의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이처

럼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디자인 및 예술 작품 제작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많

은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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