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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1.1.1.1.1.1.1.1.

우리나라에서 장식이라 함은 흔히 사물을 치장하고‘ ’

꾸미는 것 또는 이에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장식의 의미를 지닌 영어의 데코레이션. ‘

과 오나먼트 는 오늘날 뚜렷한(Decoration)’ ‘ (Ornament)’

의미의 구분 없이 혼용되어 쓰여 지고 있는데 오나먼트,

는 단순히 장식으로 이해되기에는 그 개념적 범위가 훨

씬 넓다 두 용어를 간략하게 구분하여 보면 데코레이션.

은 사회적 가치나 미를 표현하는 요소들을 통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며 오나먼트는 장식, ,

혹은 구조적 요소에 반복적으로 배열된 모티브들로 구성

되어 자연의 순환이나 개화 등을 암시하였다.1) 보통 데

코레이션과 오나먼트의 가장 큰 차이는 오나먼트가 구조

와 관련된 장식이라는 점에 있으나 굳이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오나먼트라 칭하고 있다.2) 작은 규모의

1) Kent Bloomer, A Critical Distinction Between Decoration and

Ornament, Decoration 306090 Books, Volume 10, 2006, p.49

2) 두 용어의 차이와 구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김정아의 오나‘

먼트와 데코레이션의 차이에 대한 역사적 연구 논문이 있다 김정’ .

아의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론 서적들에,

서는 명확한 분리가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

하는 오나먼트를 연구의 주제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대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현대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현대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현대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오나먼트의 표상성에 관한오나먼트의 표상성에 관한오나먼트의 표상성에 관한오나먼트의 표상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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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symbolically expressed. As a result,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and the use value of architecture

have increased with improved intimacy to the public. However, many studies that have analyzed architecture in

terms of semantics and semiotics focusing on communic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public have admitted

instability in architectural meaning because of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architecture and language. At

the same time, the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has encountered a lot of limitations along with the deconstruction

and non-presentation theory in Post-Structuralism. Eve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ornamental representation

can be a critical factor which makes communication possible while expressing spatial identity in this pluralistic

contemporary society. Hence, this paper has established logical grounds for research based on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semiotics, and ornamental representation, with regard to spatial

communication through ornamental representation in commercial space. Based on Peirce’s Semiotics which is the

typical theoretical science in terms of representation, this paper has analyzed the three kinds of signs (Icon, Index

and Symbol) that he proposed. Peirce’s classification of signs becomes ideal when the factors are well balanced,

with room for combination instead of strict classification. It appears that his theory of signs would be useful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ornamental representation. This study on representational ornament could offer a

plan for ideal communication and abundant spatial experience in the interior design of commercial space in which

the expression of creative space identit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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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적 물체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도 하며 장

식 또는 장식적 모티브를 의미하기도하는 오나먼트는, ,

그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며 지각작용에

관여한다 형태는 보통 함축되어진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

건축과 실내디자인 및 응용예술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양식화된 표현은 복잡한 개념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

는 표상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오나먼트의‘ ’ .

표상성은 특히 현대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서 많이 적

용되어지며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나먼트의 표상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 표상성이 현대 상업공간의 실내디

자인에 적용되어 각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표현하

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상업공간 실내.

디자인의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창의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

연구 범위와 방법연구 범위와 방법연구 범위와 방법연구 범위와 방법1.2.1.2.1.2.1.2.

본 논문은 오나먼트의 표상성을 통한 상업공간에서의

표현 특성에 관한 것으로 표상성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이론과학이라 할 수 있는 퍼스의 기호학을 사례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의 진행은 다양한 문헌 조사와 답.

사로 이루어졌으며 장에서는 표상의 개념과 기호 오나, 2 ,

먼트의 표상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장에서는 실내디자, 3

인의 오나먼트 요소의 파악과 상업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시각화하는 오나먼트의 표상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

장에서는 장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최근2, 3

년 이후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서 표상적인 오나2000

먼트를 통하여 스페이스 아이덴티티가 표현된 사례들을

퍼스가 제안한 기호의 세 가지 형태인 도상 지표(Icon),

상징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장에서(Index), (Symbol) , 5

결론을 제시하였다.

오나먼트와 표상오나먼트와 표상오나먼트와 표상오나먼트와 표상2.2.2.2.

표상의 개념과 기호표상의 개념과 기호표상의 개념과 기호표상의 개념과 기호2.1.2.1.2.1.2.1.

영어로는 불어로는‘Representation’, ‘Représentation’,

독일어로는 인 표상은 모두 라틴어‘Vorstellung’ ‘ ’

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상을 다시 눈‘Repraesentatio’ , (re)

앞에 나타낸다 는 말이다 철학적으로도 다양한(praesens) .

의미론적 중층성을 가진 표상 재현 의 문제에 대하여 이( )

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단‘

순한 모사를 뛰어넘어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가져와(re)

제시하거나 현시 하는 것(présentation) ’3)으로 보았다 뭔.

3) 윤성우 들뢰즈 재현의 문제와 다른 철학자들 철학과 현실사, , , 2004,

p.15

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심적인 조작에 관련되는 면과

어떤 것의 대체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물질적인 행위

에 관련되는 면 그렇게 두 가지 상 심적인 상과 물, ( :

질적인 상 에 걸쳐 존재하는 개념으로 단적으로 말하자) ,

면 어떤 실재를 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재현전화(

한 것 이라는 의미이다) (Representation) .4) 즉 표상된,

것은 외부 실물 자체가 아니라 실재 대상을 어떤 상징이

나 다른 형태로 재 표현해서 다시 나타낸 결과로서 추,

상화된 어떤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상징화된 것이 표상

인 것이다 표상은 받아들여지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 ,

화에 따라 그 표상작용을 달리 한다.

중요한 시각적 단서를 매개로 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표상은 기호의

근본적 기능이다 따라서 오나먼트의 표상성은 기호학에.

서 말하는 기호생성 및 의미생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파악되어질 수도 있다.

그림< 1 기호의 세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호학은 크게 소쉬르의 언어 기

호모델에 기초한 기표 와 기의 의 이(Signifiant) (Signifié)

원적 구조와 퍼스의 삼원적 기호학 모델을 바탕으로 발

전하였다 퍼스가 제시한 삼원적 기호학 모델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는 표상체 또는 좁은 의미에서의 기호 표,

상체가 지시하는 대상체 그리고 표상체가 사용자의 정,

신 속에서 창조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해석체가 그것

이다.5) 퍼스는 기호화 과정에 관련된 이 세가지 요소의

존재 양식에 대해 다시 각각 차 차 차의 삼원론적1 , 2 , 3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 1>

과 같다.

이 중, 대상체와의 관점에서의 기호의 유형을 대상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도상 지표 상징(Icon), (Index), (Symbol)

기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분류는 디자인을,

4) 이효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 , , 2002, p.19

5) 김성도 시각적 정체성의 기호학적 연구 환상 네러티브 신화 기, , , , ,

호학 연구 제 집 한국기호학회 엮음 도서출판 월인15 , , , 2004, p.318

범주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차성1 품질기호(Qualisign) 도상(Icon) 해석기호(Rheme)

차성2 개별기호(Sinsign) 지표(Index) 발화기호(Dicisign)

차성3 법칙기호(Legisign) 상징(Symbol) 논항기호(Arguement)

표 퍼스의 기호학과 기호의 삼원구조< 1> , Nagl, L, Charles Sanders

Peirce, Frankfurt a. M : Campus Verlag, 199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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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호의 설명에 특히 유용하다.6) 기호는 우리 의식과

현상세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며 의미를 내포하는 오나

먼트는 하나의 기호로서 표상성을 지닌다.

오나먼트의 표상성오나먼트의 표상성오나먼트의 표상성오나먼트의 표상성2.2.2.2.2.2.2.2.

오나먼트는 끊임없이 자연에 대하여 언급해 왔다 건.

축에 있어서 오나먼트의 본래의 기능은 건축이 그 근원

이 되는 자연과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7)

수많은 자연 특히 식물의 모티브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

숲이나 나무는 구조적 요소로서 은유되었다 리글은 서.

양 오나먼트 역사의 주된 모티브가 되는 식물 형태의 오

나먼트에 대하여 연구하여 그 발단으로 세기 고대BC 16

이집트 테베의 무덤 에 있는 장례식의(Theban Tombs)

장식을 예로 들었다.8) 고대 장례식을 위한 그림들과 조

각들의 가장자리에는 그림 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 2>

이 봉우리와 개화한 꽃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은

생식력을 의미하며 생사의 주기

를 표상적으로(birth death cycle)

나타낸 것이다 또한 로터스. , (lotus,

연꽃 파피루스 종려), (papyrus),

나무 등의 기둥들은 다산과(palm)

비옥한 토양에 대한 상징이다.

이와 같은 오나먼트의 표상성은 고딕 건축 공간에서도

읽혀지는데 푸진 은 고딕 성당의 디자인과 오나먼, (Pugin)

트에서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교리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삼위일체 그리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이, , ’

상징적으로 인용된 것을 연구하였다.9) 첫째 십자가의 크,

로스 형태는 교회 평면에 뿐만 아니라 뾰족한 첨탑( )

의 끝이나 제단의 가구 등에 사용되어 신앙의 서약을 표

상하며 둘째 삼위일체의 개념은 삼각 형태와 배열의 아, ,

치 트레이서리 그리고 건물들 자체의 분할 등에서 보여, ,

진다 셋째 부활의 상징은 거대한 높이와 수직적인 선들. ,

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또한 러스킨. , (Ruskin)10)은 자연

의 본질적 미와 고딕의 신성한 건축 형태에 대한 동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화 이후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

6) 박경애허범팔 퍼어스 기호학에 의한 한국전통공간디자인의 삼원,

론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권 호 통, 14 3

권 호50 , 2005, p.105

7) RE-Sampling Ornament, S AM No 5, 2008, p.30

8) Kent Bloomer, A Critical Distinction Between Decoration and

Ornament, Decoration 306090 Books, Volume 10, 2006, p.51

9) Augustus Welby Northmore Pugin, Contrast,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69, p.4, Debra Schafter, The Order of Ornament, The

St 재ructure of 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67 인용

10) 존 러스킨은 퓨진과 마찬가지로 중세 고딕 건축이 인간 생활의 도

덕적 사회적 질서의 확립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 건축이라고 생, 각

하였다 그는 저서 건축의 칠등. ‘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과’

베니스의 돌 등에서 자연을 모티브로 하‘ (The Stones of Venice)’

는 오나먼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갈등 속에서 크리스찬의 교리를 전달하고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적 모티브의 오나먼트가 단지 미학.

적 역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표상성,

나타내는 것이다 러스킨에게 있어서 오나먼트는 하나의.

기호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하는 무엇과 닮아있거나,

표상하는 대상을 예시하는 도상적 이며 동시에 지표(Icon)

적인 기호였다(Index) .11) 세기 이러한 표상적 도상적19 ,

장식을 설명하는 용어는 특히 ‘Emblem12)이라 언급되며’

사용되었다 한편 고트프리드 젬퍼는 그의 논문 건축의. , ‘

요소 년 에서 벽을 구조적 구축적 요소로 보기보다4 ’(1851 ) ,

공간을 둘러싸는 시각적 상징적 경계로 정의하고 피복에,

비유하였다 직물을 짠 듯한 피복 개념의 벽체는 앗시리.

아 페루시아 이집트 그리스 등에서 스터코 나무패널, , , , ,

테라코타 대리석 등의 재료가 사용되어졌지만 다양한, ,

재료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골조는 내부에 숨겨지

고 그 장식적 벽의 상징적 가치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기술적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상징적 차. - -

원의 피복 개념은 이후 건축 및 실내 공간 디자인에 있

어서 표피의 다양한 해석과 시도의 기초가 되었다.

1 년 아돌프 로스의 장식과 죄악908 ‘ (Ornament and

발표 이후 근대건축은 불필요한 장식을 절제한 백Crime)’

색의 박스로서 기능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디자인하였으

나 그 후에 현대건축에서 사인과 심볼로서의 건축에 대한,

이론을 공식화한 로버트 벤츄리는 그의 저서 라스베가스‘

의 교훈에서 파사드와 같은 외벽은 의미를 전달하는 광고’

판과 같은 것으로 독자적인 상징기호로 고안된 장식적 쉐

드(decorated shed)13)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미의 표상작용이 달라지기 때문

에 오늘날 모든 오나먼트 모티브의 역사를 추적하기는

힘들다 모든 장식적 요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역사적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오나먼트가,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표상적 특성을 지

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3.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의 표상적 오나먼트상업공간 실내디자인의 표상적 오나먼트상업공간 실내디자인의 표상적 오나먼트상업공간 실내디자인의 표상적 오나먼트

공간에서의 표상적 오나먼트 요소공간에서의 표상적 오나먼트 요소공간에서의 표상적 오나먼트 요소공간에서의 표상적 오나먼트 요소3.1.3.1.3.1.3.1.

기둥(1)

다섯 개의 대표적인 오더는 그림 에서와 같이 모< 3>

11) Debra Schafter, The Order of Ornament, The Structure of Style,

저자는 퍼스의 도상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64 (Icon)

과 지표 의 기호 개념을 도입하였다(Index) .

12) 전게서Debra Schafter, , p.3

13) 찰스 젱크스가 에서 언급하였‘The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듯이 기호학적으로 설명되는 벤츄리의, ‘ducks and decorated

에서 오리형태의 건물 은 도상 장식적 셰드sheds' (duck) (Icon),

는 문자나 상징적 오나먼트 등 학습에 의해 인식(decorated shed)

되는 상징 이다 벤츄리는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커뮤(Symbol) .

니케이션할 수 있는 광고판과 같은 장식적 셰드를 선호하였다.

그림< 2> Bud and

Blossom, drawing by Kent

Blo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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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대적인 세장비 즉 하부 직경,

대 높이의 비에 따라 다른 비례미

를 보이고 있다 강인하고 장식이.

없는 도리아식으로부터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으로 갈수록 더욱 고상해

지고 길어졌으며 섬세한 장식이 풍,

부해졌다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시.

기에는 주로 신전의 조각적 요소들

이나 오더들에서 오나먼트의 특성

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체나 자연

의 형상이 모티브로 많이 이용되었

다 이는 신인동형론 조화 비례적. ,

모듈의 적용 등의 상징적 가치를 표상한 것이다 비트루.

비우스는 기호 로서의 건물과 건물 기능의 부분(Symbol)

들을 명확히 인식했으며 고전의 기둥양식의 발명에 관,

한 일련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들 기호를 인식할 수 있

는 방법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는데 그가 도리아식 기둥,

을 남성적 이오니아식 기둥을 여성적이라고 묘사한 것,

은 단지 그 형태적 특성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비례 강한 외모 장식의 결여 등의 남성적인 속성과 섬, ,

세한 장식과 가냘픔 등의 여성적 속성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14)

또한 원기둥의 세로 홈 장식인 플루팅 은 빛과, (fluting)

그림자의 효과를 통해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역할과

동시에 원기둥의 특징을 표출하기 위해서 즉 원기둥이, ,

수직적으로 서 있으며 무엇인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

을 표출하기 위해서 가공한다.15) 원래 엔타블레이춰를

지지 하는 기능을 하는 기둥은 상인방 구조인(supporting)

그리스 건축에서 구조체의 역할을 하였지만 아치와 볼,

트로 이루어진 로마 건축에서는 기둥 자체가 장식적인

첨가물로서 건축물에 표현력을 부여하였다.

몰딩 및 프레임(2)

고전적 오더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몰딩은

원래 빗물을 떨치는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함이었

다.16) 수평 몰딩의 아랫부분을 깊게 잘라내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 흐를 때 벽의 면에 들이치지 않도록 한 것이

다 몰딩의 또 다른 기능은 서로 다른 두 부재가 만날.

때 발생하는 조인트 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목재(joint) .

로 건축되어지는 경우 이음매 사이에 공기나 비가 스며

들어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음매는 길고,

가느다란 띠나 쐐기모양의 보강재에 의해서 보호되고 감

추어졌다.17) 이처럼 접합부분을 감추거나 지지 또는 장,

14) 윌리엄 미첼 김경준남순우 공역 건축의 형태언어 도서출판 국, , ,

제, 1993, p.204

15) 파나요티스 미헬리스 김진현 옮김 건축미학 까치A. , , , , 2007, p.228

16) Michael Snodin & Maurice Howard, Ornament A Social History

Since 1450, V&A, 1996, p.73

식적으로 선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이는 몰딩은 직선이

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윤곽을 따라 음영의 톤이 달라지

면서 몰딩을 포함한 공간의 각 부분에 흥미를 유발하도

록 하였다 그림 를 보면 몰딩은 조각된 장식. < 4> ,

(Enrichment)18)에 따라 다양

한 종류의 이름 가지며 상징

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데 기둥의 장식이나 몰딩,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에그 앤 다트(egg and dart,

난촉무늬)19)는 생사의 주기

를 의미한다 몰딩은 밴드나.

벨트처럼 수평으로 층을 이루거나 플루트 처럼 수, (flute)

직적일수도 있고 보더 라인에 의해서 표면의 윤곽을 명,

확히 하는 패널링이나 픽쳐 프레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천정이나 벽 등에 단순히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이나 창들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은 내부와

외부를 픽쳐 프레임은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상징적으,

로 한정하고 전이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패턴 및 그래픽(3)

통상적으로 오나먼트의 형태의 배열에 있어서 조직적

원리는 점 선 면을 기본으로 한 수직 수평 대각선의, , , ,

그리드에 의한 반복적인 배열을 들 수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 시대에는 삼각 사각 등의,

기본적인 기하학의 형태들과 원과 곡선을 이용한 변형된

형태들이 주로 표현되어져 왔다 이러한 오나먼트는 반.

복적으로 배열되며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 실내 및 건축

디자인에 차원 또는 차원적으로 적용되어져 왔다 패2 3 .

턴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는데20) 간단히는 반복적인 디자인을 의미,

한다 오나먼트의 형태적 모티브는 하나로 단정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으나 제임스 트릴링 은, (James Trilling)

그의 책 에서 자유로운 형‘The Language of Ornament'

태 기하학적인 형태 재현 묘사 적인 형태를 들고 재현, , ( ) ,

적인 형태로는 다시 꽃의 형상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 ,

사물의 형상으로 세분하고 있다 원시시대로부터 자연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나 자유 형태 또는 모방적 형태로,

17) C. Howard Walker, Theory of Mouldings, W. W. Norton, 2007, p.2

18) 오더의 조각된 장식 중에서 특정한 표준형은 그 측면(Enrichment)

의 윤곽에 알맞은 형태로 되어있다 즉 오볼로 는. , (Ovolo) egg and

로 장식되며 사이머 리버서 는 로dart , (Cyma Reversa) water leaf ,

그리고 비드 몰딩은 로 장식된다(Bead) bead and real .

19) 계란 모양과 화살촉 모양이 번갈아 이어지는 테두리 조각장식 문

양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식 기 둥 장식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고전 건축물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문양이 되었다.

20) 형 견본 모양 무늬 등 모두를 일컫는 패턴은 본래 반복적인 무늬, , ,

나 모양을 생산해 내기 위한 근원이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James

은 또한 위의 책에서 단일 패턴 추가 패턴 반복 패턴 종Trilling , , , ,

속 패턴 등의 유형으로 패턴을 구분하였다.

그림< 3> The Five

Orders, Sebastiano

Serlio's The Book of

Architecture, 1611 그림 몰딩의 조각 장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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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어졌는데 점차 단순한 형태적 재현이 아닌 자연,

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하

려는 노력이 확대 되었다 특히 오웬 존스는 년 출. , 1856

간한 장식의 문법 에서 다‘ (The Grammar of Ornament)’

양한 문화로부터 수집한 건축적인 디테일과 장식적인 패

턴을 추상 화(Abstract) 하여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당시. ,

기계에 의한 정확한 복제 생산이

가능한 간결한 추상적인 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요청과도 부합되는 것

이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

와 함께 자연적 패턴을 기하학적으

로 추상화 하려는 그의 이상은 많

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들에게 영향

을 미쳤으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의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건축 및 실내 디자인사를 통하여 기둥 몰딩 벽 등의, ,

장식으로 표현되는 오나먼트는 사실상 기둥이나 몰딩이

고전적 디자인 어휘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로

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는 반면 패턴은 오늘날 재료,

와 디지털화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과거처럼 수공예적

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복잡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이

가능해졌다 이는 노동집약적이고 사치스럽게 생각되어.

비난받았던 장식성의 부활을 가져오는 동시에 다양한 패

턴과 그래픽 요소들을 이용한 디자인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상업공간의 아이덴티티와 표상성상업공간의 아이덴티티와 표상성상업공간의 아이덴티티와 표상성상업공간의 아이덴티티와 표상성3.2.3.2.3.2.3.2.

스페이스 아이덴티티 의 시각화(1) (SI)

상업공간에서 아이덴티티의 표현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판매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업공.

간에서 기존의 는 매장 아이덴티티SI(Space Identity)

또는 점포 아이덴티티 의(Shop Identity) (Store Identity)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현대에는 매장이 단순히 제품.

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

하는 공간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짐에 때라 개별적 매장

의 디자인이 아닌 기업의 통합적 정체성 을 표현(Identity)

하는 전략적 기업 마케팅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있

다.21)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전달자는 피전달자

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지각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인

간의 감각기관 중에는 시각과 청각이 발달하였기에 대부

분 전달활동은 시각과 청각 신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22)

특히 실내 디자이너가 공간을 디자인하고 공간의 사,

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각적 이

21) 고영재 스페이스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공간그래픽 디자인에 관,

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6, p.24

22) 채수명 현대디자인실무론 창지사, , , 2001, p.91

미지 기호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업공간에서 올바른 의 확립을 위SI(Store Identity)

해서는 의 이해가 우선하며 디자인 컨셉 설정과 칼라CI

계획 또는 사인 계획 등에서 실제 적용된다 는 기업. CI

의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마크 로고 타입 기업, , ,

컬러 등의 비주얼 요소의 아이덴티티 차원을 넘어 기업

의 조직과 경영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여 기업의 이미지

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의 일환이다.23) 마크나 로고는

대다수가 그래픽 표시들로서 그러한 그래픽 표시들은 문

자 표시와 그림 표시로 분할될 수 있다 그림 표시는 다.

시 구상적 표시와 비구상적 표시로 나누어지는데 구상적

표시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상업공간의 실내디

자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상적 표시는 묘사적 표시 은유적 표시 관례적 표시로, ,

다시 구분되는데 묘사적 표

시들은 이미지나 다이어그

램들로서 그림 과 같이< 7>

일식 회집의 로고에 나오는

생선의 이미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은유적 표시는 하.

나의 공유된 성질을 통하여

그 대상을 지시하며 관례적 표시들은 상징들로서 상징,

의 표상체와 대상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24)

루이비통과 같은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서 를 표CI

현할 수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오나먼트의 패턴으로 활

용하여 업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으며 고객들에게 브랜드이미지의 전달에 성공하였

다 이렇게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오나먼트의.

적절한 사용은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가 된다.

표상적 이미지와 기호(2)

디자인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기호에 대한

유용한 기호론적 연구는 퍼스에 의해 제안되었다 퍼스.

가 삼은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인 표상과 오브제 사이의

관계 기준 즉 시니피앙과 지시 대상물 사이의 관계적,

관점에서 퍼스는 기호의 세 형태를 도상 지표(Icon),

23) 박길룡 외 실내디자인각론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기문당, , , , 2003, p.349

24) 김성도 시각적 정체성의 기호학적 연구 환상 네러티브 신화 기, , , , ,

호학 연구 제 집 한국기호학회 엮음 도서출판 월인15 , , , 2004, p.328

그림< 5> Hollyhock

프랭크 로이드House,

라이트

그림 영등포 타임스퀘어< 7>

일식집 지엔의 외부 벽면 그래픽‘ ’

그림 전달의 과정 자료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6> , : ,

상업미술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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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이라고(Index), (Symbol) 하였다.25)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광범위한 일반 기호론에서 이미지가 개념 작용으

로 좀 더 세세하게 분석되고 언어적 시각적 양상들 간,

의 차이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기호의 종류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사례 사진 그림, 연기 물, 글자 깃발,

결합방법 유사성 인과관계 관례적

해석과정 지각 이해 기억, 학습

표 퍼스의 기호의 세가지 형태< 2> , Pierce's Trichotomy, Arthur Asa

Berger, Semiotics and Cultural Criticism, p.4

하지만 이러한 기호적 특성은 단지 하나의 특별한 카,

테고리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표현의 강약

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며 그중에서 어느 한,

면이 강조될 수 있다 퍼스에 따르면 사물에 대한 이상.

적인 기호는 도상적 지표적 상징적 요소들이 균형 있게, ,

포함될 때26)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제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과 공간의 사용자를 고려

해야 하는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학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기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은유와 환유라는 두 개념과 연계

하여 생각해 볼 때 은유는 유사 닮음 관계에 근거한 것( )

이라면 환유27)는 인접관계가 근거가 된다.28) 또한 본 논,

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퍼스의 상징은 함축적 표현을 뜻

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의의 상징개념과는 구분하

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오나먼트의 표상성이 적용된 상업공간오나먼트의 표상성이 적용된 상업공간오나먼트의 표상성이 적용된 상업공간오나먼트의 표상성이 적용된 상업공간4.4.4.4.

실내디자인의 사례연구실내디자인의 사례연구실내디자인의 사례연구실내디자인의 사례연구

도상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도상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도상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도상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4.1.4.1.4.1.4.1.

도상적 오나먼트는 퍼스의 도상 기호적 특성을 적용하

여 구분한 것으로 도상은 기의와 기표의 연결이 대상이

지니는 도상성 에 의존하는 기호를 뜻한다 기(Iconicity) .

호 기호체 표상체 자체가 대상 대상체 과 유사한 특성( , ) ( )

을 가진다 그림이나 사진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물.

리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도상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도상 기호는 동시에 지표 기호나 상징 기호적 특

성을 띠기도 하며 이는 다른 기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

25) 마르틴 졸리 이선형 옮김 이미지와 기호 동문선, , , , 2004, p.50

26) 하인쯔 크로엘 최길렬 옮김 현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도서출판, , ,

국제, 1987, p.111

27) 환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에 연결된 나머지 부분을 대표시키

거나 어떤 것에 감추어진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은유는 상징의.

성격이 강한 도상 환유는 지표에 가까운 기호이다, .

28) 박영원 디자인 기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 , 2001, p.66

29) 부조형상의 원형 또는 타형의 장식조각으로 천정이나 프리즈 등에

장식적으로 쓰임.

30) 마슈라비야 프랑스 어로는(Mashrabiya, Moucharabieh in French

뮤샤라비에 는 전통) 적인 아랍의 건축적 요소로서 복잡하게 세공된

나무 장식의 창문 또는 전통적인 격자 스크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양으로부터 차양의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그림자를 제공하였다.

오나먼트의 패턴 및

실내이미지
도상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

올리보마레 레스토랑 피에르루이지 피(Olivomare) , 2007 /

유 Pierluigi Piu

피에르루이지 피유가 디자인한 올리보마레 레스토랑은

바다를 뜻하는 마레 를 상호로 하는 씨푸드 레스' (Mare)'

토랑이다 에셔의 패턴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끝없이.

연결되는 반복적인 물고기의 패턴이 메인 식사공간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은 레스토랑의 주 메뉴가 해.

산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도상이다 해저세.

계를 연상시키는 장식적인 언어들로 가득찬 이곳은 천

정에는 해파리 떼를 연상시키는 촉수모양의 조명이 있

고 이 외에도 고기를 잡는 그물 모양의 네트 패턴, (net)

의 벽면과 물결 모양의 월 패널 산호의 붉은 가지 모양,

의 이미지들로 곳곳에서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

로레타 트라토리아 이폴리토(Trattoria da Loretta), 2004 /

플레이츠 그룹 ippolito fleitz group

스튜트가르트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오너,

는 전통적인 토스카나식 트라토리아 분위기를 요Loretta

구하였다 스스로를 라 소개하는 이폴. ‘Identity Architects’

리토 플레이츠 그룹은 토스카나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

소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내디자인을 선보였

다 특히 섬유 디자이너 모니카 트렌클러. , (Monika

와 함께 작업한 벽지는 토스카나 스타일의 리믹Trenkler)

스 버전으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 등을 꼴라주하여 몰딩

과 같은 장식효과를 주었다 또한 조명의 천정부분은. ,

전통적인 천정의 메달리온(Medallion)29) 대신 레이스 장

식 냅킨 모양을 확대 채색한 것이다 현대적으로 해석, .

한 몰딩과 메달리온 등은 도상적 오나먼트이면서 토스

카나 스타일을 의미하므로 지표적이다.

린덴 아포테케 이폴리토 플레이(Linden Apotheke), 2006 /

츠 그룹 ippolito fleitz group

약국 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린덴 아포테

케는 자연 제품과 천연화장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매장의 실내디자인도 새롭게 차별화 하였다 고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시대를 거듭한 전문성 정확성 등의 믿음,

을 주고자 전통적인 요소를 모티브로 하였는데 코블 스,

톤 바닥에 높은 볼트 천정과 프레스코 등 전형적(vault)

인 바로크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적용하

였다 흰색으로 마감된 공간에 천정의 프레스코는 시각.

적 즐거움을 주며 고객의 관심을 끈다 이전에도 함께.

작업한 적이 있는 모니카 트랜클러가 디자인한 천정의

패턴은 가지의 생약 허브를 묘사한 것으로 현대적11 ,

느낌의 그래픽으로 표현하였지만 전통적 칼라의(classic)

사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레스토랑 아이크레이브STK , 2006 / Icrave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은 패션의 도시 뉴욕에STK

위치한 만큼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인 스테이

크 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컨셉이었다 이를 위하여 디자.

이너는 스테이크 하우스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기본요소

인 아늑한 난로와 전통적 장식물인 소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였는데 높이의 라벤더 유리 벽난로와 바, 3m

뒤쪽 벽으로부터 튀어나온 듯한 소뿔 형상의 백색

유리섬유강화 경GFRG(Glass Fiber Reinforced Gypsum,

량 석고 성형품 장식이 그것이다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장식물인 소뿔 모양의 오

나먼트는 도상이면서 상징적 특성을 지닌다.

표 도상적 오나먼트 사례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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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를 지표

라고 하는데 그 대상체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Index) ,

받고 그 사실에 의하여 그 대상의 기호로서 기능하는 것

을 말한다 도상과는 달리 그 대상체와 유사성을 가지지.

는 않으나 그 대상과 물리적인 인접성을 가진다.31) 사람

의 기억이나 감각과의 역동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대상

을 지시하며 남겨져 있는 물리적 자국이나 대상물에 의,

해서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흔적 또는 예시 등을 포함한,

다 예를 들면 말의 발굽자국 등을 말하며 연기는 불 반. ,

지는 결혼 꼬리는 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

오나먼트의 패턴 및

실내이미지
지표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

제이콥 플래그쉽 스토어(Jacob & Co. Flagship Store),

아르넬 그룹2005 / Arnell Group

뉴욕에 오픈한 플래그쉽 스토어는 고급Jacob & Co.

시계 및 쥬얼리 매장으로서 디자이너의 컨셉은 다이아,

몬드 광산을 시각적인 메타포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파.

사드로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벽의 표면은 층을 이루

는 백색의 코리안 으로 마감되어 있고 디스플레(corian) ,

이 케이스는 그 안에 끼워져 있다 광산의 한 부분과도.

같아 보이는 온통 흰색의 상점 내부에서 고객은 값비

싼 상품을 사기 위해 채굴하는 듯한 낭만적 경험을 하‘ ’

게 된다 산맥의 등고선과도 같이 연속적인 층으로 이.

루어진 벽의 표면은 손잡이나 잠금장치 등에 의해 시

각적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개.

인적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의미를 연상하도록 하는

지표적 오나먼트가 사용되었다.

표 지표적 오나먼트 사례분석< 4>

31) 박영원 디자인 기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 , 2001, p.49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 호텔 마르셀 반더스/ Marcel

Wanders

네덜란드 드록 디자인 그룹의 오리지널 멤버이기도 하

며 무이 를 탄생시킨 세계적인 스타디자이너 마(Moooi)

르셀 반더스가 디자인한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 호텔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사는 성을 모티브로 계획된 곳‘ ’

이다 거대한 오브제적 형태의 기둥들과 계단 난간 부.

분의 레이저 커팅된 패턴 등을 기호적으로 사용하여

성의 느낌을 현대화 하였다 눈을 비례적으로 크게 하.

고 목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초현실적인 소녀의

이미지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사용자들에게 현대적이고

동화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한다.

카페 블랑(Café Blanc), Beirut, Lebanon, 2005 / George

Henry Chidiac Architects

은 전통적인 레바논의 취향을 현대적 감각으Café Blanc

로 풀어낸 곳으로 레바논 옛 주거의 개구부로부터 영

감을 받은 모듈이 벽면을 둘러싸고 있다 모1m x 1m .

듈의 개구부 몇몇 군데에는 마슈라비야‘ (Mashrabiya)’30)

라고 불리우는 원목 조각의 오나먼트를 추가하였고 이,

장식적 패턴은 의자의 옆면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

다 마슈라비야의 패턴은 이곳 카페 블랑에서 증류하는.

레바논식 화이트 커피의 원료가 되는 오렌지 나무의

꽃으로 부터 기원한 것이다 또한 천정의 모듈 패널에. ,

는 레이스를 연상시키는 패턴이 레이져 커팅으로 되어

있으며 이 뒤에는 조명 에어컨디셔닝 덕트 및 스프링, ,

클러 등의 설비시설을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

렙타일 하쿠 제페니즈 레스토랑(Reptile)- (Haku) , 2005 /

에반 더글리스 Evan Douglis

뉴욕의 렙타일 하쿠 제페니즈 레스토랑은 프로그- 3D

램을 이용한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벽면의

장식 타일이 특징적이다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끝이 뾰.

족한 물결 모양의 붉은 벽면 장식은 일본의 신화적 전

설로 부터 유래한 것으로 신성한 환상의 동물인 용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모듈 시스템.

벽면은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여,

러 벽면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케일과 방향.

을 변화시킨 뾰족한 모양만으로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지표적 오나먼트는 레스토랑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방문객들에게

레스토랑을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닥터 제임스 클리닉, 2005 / Michael Young Studio,

Katrin Olina

이 디자인한 타이뻬이의 한 미용성형 수Michael Young

술 클리닉으로 바닥과 벽의 아트웍은 그의 부인인

의 작품이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katrin Olina . CNC

만든 코리안 벽면의 패턴은 다이아몬드와 정확(corian) ‘

성 이 그 컨셉으로 성형 외과의사의 직업을 심볼라이즈’

한 것이다 미와 정확성을 지표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벽면의 기하학적 패턴은 유기적 패턴의 바닥과 함께

균형을 이룬다 뷰티 클리닉에 잘 어울리는 유기적인.

꽃 형상의 바닥은 듀퐁사의 라미네이티드 글라스SGX

를 사용하였고 벽면은 반투명한 코리안의 뒷면에 조명,

을 설치하여 패턴에 따라 빛이 투과되는 효과를 주었

다.

블루 핀 레스토랑 뉴욕 호텔 야부(Blue Fin) , W , 2001 /

푸쉘버그

씨푸드 전문 레스토랑 블루 핀의 계단 쪽 벽면 층1, 2

에 걸쳐 장식된 거대한 은 디자이너가 요구‘Wave Wall’

하는 컨셉에 맞게 벽의 표면이나 예술 작품 등을 제작

해 주는 커스텀 아트 스튜디오 에 의(custom art studio)

해 직접 손으로 제작된 석고 인스톨레이션 벽면이다.

또한 벽면의 앞에는 아모레 퍼시픽 스파의 나무 조각,

오브제 작업에도 참여한 의 조각 작Horotoshi Sawada

품이 걸려있다 두 작품 모두 물고기 떼들이 헤엄쳐 나.

가는 듯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물고기가 지나간 흔

적인 물결은 지표적 나무 조각 오브제는 도상적 오나,

먼트라 할 수 있다.

타이즈 레스토랑(Tides) , 2005 / LTL Architects

씨푸드 레스토랑인 이곳에 디자이너는 높은 천정고를

활용하여 조수의 물결 소용돌이 수로 등을 연상시키는, ,

일종의 씨스케이프 를 계획하였다 개(seascape) . 110,000

이상의 대나무 꼬치용 핀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밀

도 있고 복잡한 천정의 패턴을 만들어 내기 위해 깊이,

방향 경사 등이 미리 주의 깊게 계산되었다 디지털 프, .

로세스를 통하여 전개된 디자인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서도 현장 상황에 따른 손에 의한 맞춤식 작업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의 레스토랑, Tides

도 이에 속한다 주위의 평범한 재료로 부터 평범하지.

않은 방법의 반복 과 조립 을 통하여(repetition) (assembly)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솔 앤 솜브라 토마스 알리아(Sol y Sombra), 2006 /

(Tomas Alia)

스페인의 토마스 알리아는 전통적 민족적 오브, (ethnic)

제들을 아방가르드한 재료와 함께 혼합하여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명성이 있다 솔 앤 솜브라는 마드리.

드에서 가장 유서 깊은 투우의 전통이 내려오는 지역

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장식한 가죽이나 말을 탄 남자

등 투우 미학의 여러 측면들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 중 페이네타 라고 불리는 스. ‘ (Peineta)’

페인의 머리핀 오나먼트를 인용한 바의 디자인과 실내

전반에 걸쳐서 색이 변하는 조명의 사용 등 민족LED

적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머리.

핀의 모양은 도상적이지만 스페인 민족 전체를 대표하

는 지표성을 가지므로 지표적 오나먼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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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의 기호개념에 의하면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기

호이다 그래서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어떤 연관이나 유.

사성이 없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약. ,

속 또는 사회적 계약이 상징이 지니는 의미의 원천이

다.32) 학교나 기업을 상징하는 마크나 로고 문자 등이,

속하는데 수용자가 기호와 기호가 의미하는 것의 관계,

를 학습했을 경우에만 의미가 통한다 최근 브랜드 이미.

지를 나타내는 플래그쉽 스토어 등에서 기업의 로고를

사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례 등에서 많이

보여 지는데 픽토리얼 타입의 로고들은 도상과 지표로,

서 동시에 작용한다.

오나먼트의 패턴 및

실내이미지
상징적 오나먼트와 실내디자인

씨트로앵 플래그쉽 쇼룸 마누엘 고트랑, 2007 /

Manuelle Gautrand

시트로앵의 화살촉 형태의 로고를 모티브로 한 건물의

파사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깊이를 더하며 프리즘 같은

입체적 형태를 띤다 디자이너는 두 가지 주요 컨셉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는데 전적으로 자동차를 위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것과 브랜드의 로고가 전체 외관이 되

는 것이었다 건물의 볼륨 또한 자동차의 형태에서 영.

향을 받아 전면과 지붕 그리고 뒷면이 연속적이고 유,

동적인 곡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실내공간은 가운데.

거대한 원기둥이 여덟 개의 디스플레이 플랫폼을 받치

고 있으며 각각의 플랫폼에는 자동차가 한대씩 전시되

어 있다 전체적으로 흰색의 실내공간에 브랜드 칼라인.

레드를 사용하여 거대한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만든 것

이다.

루이비통 록봉기 힐즈 준 아오키 에릭칼슨, 2003 / ,

준 아오키는 나고야 뉴욕 등의 루이비통 매장을 디자,

인하면서 루이비통의 체크무늬인 다미에 패턴(Damier)

을 사용 건물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였다 이곳, .

록봉기 힐즈 매장에서는 더욱 친숙한 아이콘인 루이비

통의 로고 패턴을 전략으로 삼았다 스레인레스 스틸의.

링을 교차되게 배열하여 네 개의 링들의 합 또는 교차

부분에서 루이비통의 꽃 모양 장식을 연상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루이비통의 가지의 다양한 꽃 모양. 3

장식 또는 사엽 장식의 패턴은 또한 중세 이슬람 고딕, ,

그리고 빅토리안 양식 등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친숙한

패턴이다.33) 파사드 상부의 유리 스크린 뒤에는 거대한

글자가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게 자리LOUIS VUITTON

잡고 있다.

꼬르소꼬모 크리스 루스10 , 2008 / Kris Ruhs

실내의 디자인은 천정의 조명에서부터 벽 계단의 난간, ,

파티션 바닥에 이르기까지 꼬르소 꼬모의 로고와, 10

그래픽을 연상시키는 원형의 장식적 요소가 가득하다.

달 의 형상과도 같은 천정의 원형 패턴들은 거대(moon)

한 스틸판을 레이저 커팅한 것으로 배치하는 것에 따

라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티스트이자 실내디자이너인 크리스 루스는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직접 제

작한 스틸 알루미늄 세라믹 오브젝트들로 공간을 채워, ,

나갔다 핸드 메이드 화이트 메탈 커튼과 핸드 프린티.

드 글라스 등 이곳의 수공예 장식적 요소들은 공간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표 상징적 오나먼트 사례분석< 5>

32)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 , ,

2008, p.42

33) RE-Sampling Ornament, S AM No 5, 2008, p.79

플랜시어스 레스토랑 메륵스 히로트, 2001 / ,

짙은 갈색의 가죽으로 마감된 벽면과 녹색 의자들 그,

리고 붉은색 주방이 보색 대비를 이루는 이곳은 색채

의 구성이 강한 것 외에는 미니멀하게 디자인된 공간 

이다 긴 짙은 갈색의 벽을 따라 펜던트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축을 강조하였으며 미니멀한 구성의 테이블에,

는 원형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각적인 포인트

로 작용한다 또한 반대편 갈색 마감의 벽에는.  , MDF

플랜시어스의 샵 로고를 활용한 거대한 타이포로 벽면

을 장식화 하였다 그래픽적인 로고와 연결하여 벽에.

매입한 선형의 진열 공간에는 술병을 진열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스와로브스키 도구진 요시오카, 2007 /

크리스털 숲 이 컨셉인 스와로브스키 매장은 크리스털‘ ’

보석이 지닌 아름다움 투명도 반짝임 등을 바탕으로, , ,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갔을 때 나뭇잎들 사이사이

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의 투명함 등을 매장에 표현

하고자 하였다 바닥의 테라죠에도 사용된 크리스털은.

층과 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계단 옆에 빈센트 반 다1 2 ,

위센이 디자인한 미터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기둥 층5 , 2

의 에드라 소파 토드 분체의 모빌 등 매장 전체에 걸,

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스와로프스키의 상징인 백조가. ,

층과 층의 벽면에 사용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1 2

타낸다.

벰보스 레스토랑(Bembos) , 2005 / Metropolis_Jose Orrego

페루에 위치한 벰보스 레스토랑은 패스트 푸드 체인인

벰보스와 코카콜라 이 두 개의 브랜드가 병합된 곳으,

로 형태와 색상을 통하여 코카콜라 브랜드를 반영하고

있다 창의 프레임과 테이블 상판의 패턴은 콘투어.

라 불리는 코카콜라 병이 모티브이다 세계 인(contour) .

구의 이상이 병 모양을 인지하고 있는 친숙도가90%

높은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년 상표로 등록되어1960

트레이드 마크로 보장 받았다 디자이너는 브랜드를 대.

표하는 병의 아이콘을 공간에 도입하여 도상적 상징적,

오나먼트로 사용하고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기능적인

측면의 해결 뿐 만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하는 고객의 감

성을 자극하고 그 매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는 역할이 요구되어 진다 고객에게 그.

공간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시키고 브랜

드 이미지를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공간 디자인에 있

어서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중요하다 의미를 전달하는.

표상적 역할의 오나먼트는 인류의 언어가 생겨나고 언어

가 의사소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전보다 비중이 덜해

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미지의 시각적 힘은 한편,

으로는 언어보다도 함축적이고 즉각적인 의미전달이 가

능하므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과거로부터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 있어 풍부한 장식적 역할과 함께 의미전달

의 기능을 가지는 오나먼트의 표상적 특성은 현대 상업

공간에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 즉. ,

러스킨이 윤리적 교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호화,

하였던 자연은 현대 상업공간에서는 제품 또는 주된 메

뉴를 대신하여 상업적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이다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에 있어 오나먼트의 표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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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 표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퍼스의 기호학을 토대로 하였다 그가 주장한.

세 가지 기호의 형태인 도상 지표 상징을 기준으로 사, ,

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상적 오나먼트는 도상 기호의 특성을 적용한 것1.

으로 도상은 유사성으로 표현되며 기호의 일차적 성질을

띤다 의미를 대신할 만한 구체적인 시각적 특징으로 표.

현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미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제품 및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도상은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에서는 패턴 및 그래

픽 요소로 활용되어 서비스 되는 제품이나 주된 메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지표적 오나먼트는 기호의 이차적 성질인 지표 기2.

호의 특성을 적용한 것으로 지시나 암시 인과 관계 등,

으로 표현된다 화살표나 지도와 같이 지시 및 정보 전.

달의 역할을 하거나 예시나 흔적 등으로 그 대상과 물,

리적인 인접성을 가지고 있다 지표적 오나먼트를 통한.

공간의 컨셉은 즉각적으로 지각되기보다는 이해를 요구

하거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등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발

휘될 수 있다.

상징적 오나먼트는 기호의 삼차적 특성인 상징 기3.

호를 통하여 구분한 것으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임의

적이며 사회와 문화의 합의하에 연결된다 상징 기호는.

문자나 로고 마크 등으로 표현되며 로고나 마크는 기호, ,

도형 색채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체로서 오나먼트의, ,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에 의해 인식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심볼 마크 등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쉽게 브랜드 이미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나먼트 도상적 지표적 상징적

표상관계 닮음 유사성, 흔적 자국 예시, , 임의적 자의적,

표현수법 묘사 은유, 유추 환유,
상징 도상적( ,

지표적)

디자인요소
이미지,

다이어그램
동일상 표지,

로고 마크, ,

타이포그래피

표 퍼스의 기호 유형에 따른 오나먼트의 표상적 특성< 6>

하지만 이상과 같은 분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의 오나먼트가 단지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속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강약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

함하여 표현될 수 있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기보.

다는 서로 간에 중복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

우에 보다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풍부한 공간적 체험

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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