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OT TH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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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선이 네모난 상자를 뒤집어쓰고 나오고 있어.

저 꼴을 좀 봐!

저런! 상자 안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는 모양이 마치 머릿속에 
영혼을 구겨 넣는 것 같군요. 

저 상자도 몸의 일부 아닌가요? 상자가 아니라 뚱뚱한 배 같은데?

(점을 쥐어박으며) 그걸 말이라고 해?

(맞아서 움푹 들어간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리며) 배에는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자, 자, 조용히!

(선이 상자인지 뚱뚱한 배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모양새로  
걸어 나온다.)

(젠체하며 모두에게) 자! 내 모습이 어때? 

(선 주위를 돌며) 브라보! 브라보! 완전히 이상해! 

물음표:

점:

세리프: 

점:

물음표:

점: 

산세리프:

 

선:

점:

Question mark:

Dot:

Serif: 

Dot: 

Question mark: 

Dot: 

Sans-serif:

 

Line:

Dot:

That line over there is heading over with a square box on.

Just look at it!

Gosh! The sight of the line twisting its body inside the  
box looks like someone is shoving a soul inside its head.

Isn’t the box part of the line’s body? Doesn’t it look like a 
fat belly rather than a box?

(Whilst whacking the full stop) What the heck are you 
talking about?

(Muttering whilst scratching its dented head) So is it not 
possible for the soul to enter the stomach?

Now, now, quiet!

(The line walks out, but it is hard to distinguish whether  
its shape is like a box or a fat tummy.)

(Boasting to everyone) So! How do I look?

(Roaming around the line) Bravo! Bravo! It’s totally we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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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세리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픈가요? 

(몸서리치며) 몰라, 끔찍해! 세리프의 비명에 깨어났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이빨을 부딪치며) 맙소사, 맙소사! 죽은 건가요?

조용히 해! 죽지는 않았어.

무서워! 내 몸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것 같아.

(침울하게) 그런데 죽은 글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바보야!

그러니까 죽으면요…

글쎄… 어두운 곳으로 가겠지. 콧구멍 속이나 발가락 사이같이…

(나지막하게) 우리가 그들을 보게 될까요?

What happened to serif last night?

Is the serif sick?

(Shuddering) Forget it! It’s awful. When I was woken up 
by serif’s scream, the serif’s body was already broken into 
little pieces.

(Line’s teeth chattering) My goodness! Is the serif dead?

Be quiet! Serif is not dead.

This is scary! I feel like my body has all frozen up.

(Depressed) So where do dead letters go? 

Serif is not dead yet stupid!

But if letters did die… 

Well… the dead letters would go to a dark place, like inside 
the nose or between the toes…

(Quietly) Would we ever see them?

물음표:

선:

산세리프: 

선:

산세리프:

선:

점:

물음표:

점:

산세리프:

점:

Question mark:

Line:

Sans-serif: 
 

Line: 

Sans-serif: 

Line: 

Dot: 

Question mark: 

Dot: 

Sans-serif: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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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는 거지?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자신만만하게) 잠시도 쉴 틈 없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물음표에게) 무언가가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대수롭지 않게 둘러보며) 유령이라도 본 거야?

…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면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방망이로 점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며) 정신 차려! 내가 확 먹어 
버리기 전에!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며) 이제야 진정한 사물의 진실이 보이는군! 

물음표: 

점: 
 

선: 

물음표:

여백: 

점: 

물음표: 
 

점: 

What are you doing? 

(Standing proud without moving) I am not doing anything 
without a rest. 

(Towards the question mark) There is nothing next to us, 
yet perhaps there is, but I feel something spooky.

(Looking around unconcerned) Have you seen a ghost or 
something? 

... 

If I concentrate really hard, wouldn’t I be able to see 
something?

(Whacking the full stop’s head with a bat) Wake up! Or  
I’ll eat you up!

(Shaking its head) Ah ha! I have now seen the truth of 
things!

Question mark:

Dot:  

Line:  

Question mark: 

White space: 

Dot: 

Question mark: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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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적합한 것을 골라 단어를 완성하시오. 
Pick the correct option to complete the word.01



1.

4.

2.

5.

3.

6.



12

02 점들을 모두 활용해 ‘CURVE’를 쓰시오. 
Utilising all the dots, write the word ‘CURVE’.



Ex.



14

03 다음 등식을 참고해 물음표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Figure out the missing number.





16

다음 도형을 분할했을 때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Choose the shape combination, which can be 
rearranged to fill the outlined form. 

04



1.

4.

2.

3.



18

몸에 있는 점이나 
주근깨를 연결해  
‘V’ ‘I’ ‘P’를 
그리시오.

Try to write
‘V’ ‘I’ ‘P’  
by connecting 
spots or freckles 
on someone’s 
body.

05





20

제시된 카드와 같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Find all the cards that match the example. 06





22

제시된 네 개의 카드와 다른 것을 모두 찾으시오.

Identify which cards are different from the given 
four cards.

07





24

08 위 줄과 아래 줄을 포개어 단어를 완성하시오. 
Overlay the top and bottom lines to reveal a word.





26

점선을 따라 종이띠를 접었을 때 나오는 단어를 적으시오. 
Write the word that will be revealed when the 
following strips of paper are folded along the 
dotted lines.

09





28

이미지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으시오. 
Figure out the word fragmented in the  
following image.

10





30

11 다음 패턴은 17년 12월 24일을 표기한 것이다.  
이를 참고해 빈칸에 98년 11월 31일을 표기하시오.
The date 17/12/24 is encrypted in the following 
pattern. Using the same system, write the date 
98/11/31 in the boxes provided.





32

화살표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시오. 
Determine the message indicated by the arrows.12





34

이미지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으시오. 
Uncover the words described by the  
following lines.

13





36

다음 중 균형이 어색한 도형을 찾으시오. 
Spot the shape which is out of proportion.14





38

15 나머지 단어와 유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Identify the word which is the odd one out.



MIX 
NOBLE 
AUTO
TAXI
MOUTH 

1.

4.

2.

5.

3.



40

미닫이문에 숨겨진 지시어를 찾으시오. 
Identify the command revealed by the sliding door. 16





42

글자 조각들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으시오. 
Decode the hidden words in the following  
letter fragments.

17





44

다음 이미지는 한글, 한자, 로마자, 히브리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자 ‘人’을 찾으시오. 
The following image mixes Korean, Chinese,  
English and Hebrew characters. Find the Chinese 
character meaning People, “人”.

18





46

SM신신명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Identify which of the following boxes contains the 
Korean typeface ‘SM Shin Shin Myeongjo’.

19



1.

4.

2.

5.

3.

6.



48

보도니(Bodoni)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From the ascenders, identify the typeface, Bodoni.20



1.

4.

2.

5.

3.

6.



50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By following the sequences, choose the correct 
pattern to fill the empty box.

21



1.

4.

2.

3.



52

종이를 세 번 접고 ‘b’ 모양으로 구멍을 뚫었다. 종이를 
펼쳤을 때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letter ‘b’ is die cut through the folded paper. 
Choose the image which shows the correct result 
when it is unfolded.

22



1.

4.

2.

3.



54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글자를 찾으시오. 
Find the letter which is placed at the very top  
of the pile.

23





56

펜을 사용해 다음 단어를 완성하시오.  
Complete the half obscured word.24





58

A열과 B열을 짝지어 같은 글자를 네 개 만드시오. 
Match the fragments on the left side to the right 
side to create the same letter in four different ways.

25



A. B.



60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Select the correct option to fill the last box.26



1.

4.

2.

3.



62

같은 글자를 꼭짓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일곱 개 찾으시오. 
Find seven equilateral triangles with the  
same three letters at their corners.

27





64

나머지 이미지와 유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Determine which image is the odd one out.28



1.

4.

2.

5.

3.



66

점들 속에 숨겨진 숫자를 읽으시오. 
Read the number concealed in the dots. 29





68

글자 크기 7pt, 글줄 사이 10.5pt로 조판한 것을 고르시오. 
Identify which text is typeset in 7pt type size with 
10.5pt leading.

30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타이포그래피 사전』, 파주: 안그라픽스, 2012, 119쪽.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 Dictionary of Typography, Paju: Ahn 
Graphics, 2012, p.119. 



글줄 사이는“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
격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을 기준선
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측정 단위는 포인트이다. (...) 이 
공간 값은 낱말사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며 특히 한글은 최
소한 글자 크기의 1/3 이상이어야 가독성이 유지된다.”

글줄 사이는“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격

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을 기준선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측정 단위는 포인트이다. (...) 이 공간 값은 

낱말사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며 특히 한글은 최소한 글자 크기

의 1/3 이상이어야 가독성이 유지된다.”

글줄 사이는“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

의 간격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

을 기준선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측정 단위는 포인트

이다. (...) 이 공간 값은 낱말사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

1.

2.

3.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타이포그래피 사전』,  
파주: 안그라픽스, 2012, 119쪽.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 Dictionary of Typography,  
Paju: Ahn Graphics, 2012, p.119. 



70

글자 크기 9pt, 글줄 사이 13pt로 조판한 것을 고르시오. 
Select the text which is typeset in 9pt type size 
with 13pt leading.

31



In typography, leading refers to the distance between the 
baselines of successive lines of type. The term originated in 
the days of hand-typesetting, when thin strips of lead were 
inserted into the forms to increase the vertical distance 
between lines of type. 

In typography, leading refers to the distance between 
the baselines of successive lines of type. The term 
originated in the days of hand-typesetting, when thin 
strips of lead were inserted into the forms to increase 

In typography, leading refers to the distance between the 

baselines of successive lines of type. The term originated 

in the days of hand-typesetting, when thin strips of lead 

were inserted into the forms to increase the vertical

1.

2.

3.

위키피디아. 2017년 8월 29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Leading

Wikipedia. Accessed 29 August 2017. 
https://en.wikipedia.org/wiki/Leading



72

32 획의 굵기가 다른 것과 길이가 다른 것을 각각 하나씩 
고르시오.
Look at the the following patterns. Pick out one 
that is different in length and another that is 
different in thickness.



1.

4.

6.

2.

5.

3.



74

빈칸에 알맞은 획을 넣으시오. 
Fill in the appropriate strokes in the empty boxes.33





76

점들을 활용해 ‘Body’와 ‘Typography’를 쓰시오. 
Use the following dots to write ‘Body’ and 
‘Typography’.

34





78

여러 크기의 ‘E’를 찾아 전체 개수를 쓰시오. 
Find all the ‘E’s’ that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image.

35





80

‘Q’를 같은 면적으로 이등분하시오. 
Divide the letter ‘Q’ into two halves, each with 
equal area.

36





82

아래 보기를 참고해 빈칸을 채우시오. 
Fill in the blank boxes using the text provided.37

맺음 

걸침

내림 

부리  

삐침 

귀 



1.

3.

4.

5.

6.

2.



84

글자에서 망점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은 이름의 신체 부위를 
찾아 짝지으시오. 
Connect the illustrated body parts with the 
typeface anatomy.

38





86

39 오른쪽 페이지를 
좋아하는 단어로 
빽빽하게 채우시오. 

FILL THE PAGE 
WITH YOUR 
FAVOURITE 
WORDS. 





88

다음 중 올바른 단어를 찾으시오. 
From the list, pick out the real word.40

번둥 천개

통치 꽁조림

기능 재부

피즈 치자

곱은 졸목

수원한 시박 

멸린 말치

키친 타올

새운 매우깡 

우뎅 오동 



번둥 천개

통치 꽁조림

기능 재부

피즈 치자

곱은 졸목

수원한 시박 

멸린 말치

키친 타올

새운 매우깡 

우뎅 오동 



90

다음 예를 참고해 물음표 자리에 알맞은 글자를 넣으시오. 
Follow the logic of the first two examples to  
figure out the missing letter.

41





92

삼첩자( )가 없는 한자를 고르시오. 
Chinese Triplets Characters ‘ ’ are 
composed by putting three identical characters 
together. Identify which of the Chinese characters 
cannot be repeated to form a Triplets Character. 

42





94

종잇조각을 연결해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시오.
Piece together the paper to find the  
hidden message.

43





96

두 개의 원을 그리되, 각각 세리프체·산세리프체·필기체가 
하나씩 포함되도록 하시오. 
Draw two circles that each include only one serif, 
one sans-serif and one script font.

44



Lorem ipsum

Praesent

Etiam dictum

Morbi ultricies

Donec mauris

Cras malesuada

Aenean nulla

Suspendisse



98

나머지 글자와 유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Choose the character that is the odd one out.45





100

전개도를 조립했을 때 나오는 모양을 고르시오. 
Identify the cube from which the unfolded  
pattern derives.

46



1.

4.

2.

3.



102

숫자와 도형 조합을 참고해 다음 패턴을 해독하시오.
Determine the encrypted number given by  
the code. 

47



0 31 2



104

직선 세 개를 추가해 다음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시오.  
(단, 부등호는 사용할 수 없다.)
Make the formula true by adding three straight 
lines to any of the numbers in the equation.

48





106

다음 요소를 활용해 같은 그리드 내에서 서로 다른 소문자를 
여섯 개 만드시오. 
Form six lower case letters from the following 
squares, keeping them on the same grid.

49





108

이미지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으시오. 
Identify this word.50





110

‘잔치’를 정확한 
발음으로 10회 연속 
읽으시오.

Say ‘Janchi’ 
aloud ten times 
in a row with 
the correct 
pronunciation.

51





112

‘M’을 만드는 데 필요 없는 조각을 고르시오.
Identify which piece is not cut from the letter ‘M’.52





114

모티프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으시오. 
Reveal the word half hidden in the following text.53





116

제시된 세 요소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Identify which configuration cannot be created 
using the three given shapes.

54



1.

4.

2.

3.



118

다음 단어들을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쓰시오.
Write the following words without lifting  
your pen off the paper.

55



body and typography



120

이미지 속에 숨겨진 문장을 찾으시오. 
Figure out the sentence hidden in the  
following image.

56





122

이미지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으시오. 
Decipher the word in the following image.57





124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시오. 
Read the following sentence out loud.58



Betty Botta bought some butter;

“But,” said she, “this butter’s bitter!

If I put it in my batter

It will make my batter bitter.

But a bit o’ better butter

Will make my batter better.”

위키피디아. 2017년 8월 29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
Betty_Botter 

Wikipedia. Accessed 29 August 2017. 
https://en.wikipedia.org/wiki/
Betty_B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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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굵기가 다른 
필기구로 선을 네 개 
그리시오. 

Draw four lines 
using pens of  
different 
thic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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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등식이 참이 되도록 각각의 글자에 숫자를 부여하시오. 
Assign a number to each letter in order to make  
it all add up.

60



O N E
O N E
O N E
O N E

T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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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자리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Choose the correct letter in place of the  
question mark.

61



?

1.

4.

2.

3.



132

다음 규칙에 따라 빈칸을 채우시오. 
 ‐  빈칸에    중 하나를 넣는다.
 ‐  가로줄과 세로줄에는 중복된 도형이 없어야 한다. 
 ‐  3×3칸 안에는 중복된 도형이 없어야 한다.

Fill in all the blanks, adhering to the  
following rules:
 ‐  Empty spaces must contain one of the  

following shapes:
 ‐   There should be no repeated shapes in  

each row or column. 
 ‐   There should be no duplicate shapes  

within each 3×3 grid.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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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블록과 유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Which block is the odd one out.63



1.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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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자들을 화살표 방향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시오. 
Read the text as quickly as you can in the 
direction of the arrow.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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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면을 서체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시오. 
Colour by font. Select the colour of each area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fon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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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오른쪽 페이지를 
손을 사용하지 말고 
넘기시오. 

TURN THE 
NEXT PAGE 
WITHOUT 
USING Y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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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7

08

04

06

03

4.

2.

Helvetica Neue LT Std 
55 Romana

Arial Regular



09

10

11

Letter

FUTURA

9 =2+7

8=1+7

1

1

3

1

12

13

15

14

16

draw lines

당기시오

WHITE SPACE

2.
나머지 단어는 모두 세로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글자들로 
이루어졌다.

Words 1, 3, 4 and 5 
consist of letters that are 
symmetrical along the 
vertical line.

17 Didot 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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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4.

1.

세 번째 행은 같은 열의 
두 퍼즐을 겹친 후, 교집합을 
이루는 검은 칸을 흰 칸으로
표시한다.  

Overlap the blocks. The 
result is white when two 
black blocks overlap.

18

19

20

2.

5.

1. SM태명조
2. SM신신명조
3. 아리따 부리
4. 산돌명조M
5. 안삼열체
6. 나눔명조

1. Times New Roman
2. Baskerville
3. Adobe Caslon
4. PT Sans
5. Bodoni
6. Adobe Garamond 25



26 3.

27

28

29

30

31

4.

12

Right hand

2.

1.

 글자 크기, 글줄 사이
 Type size, Leading
1. 7.5pt, 10pt
2. 7pt, 10.5pt
3. 8pt, 16pt

 글자 크기, 글줄 사이
 Type size, Leading
1. 9pt, 13pt
2. 10pt, 15pt
3. 9.5pt, 16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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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7

36

38

44개

1. 삐침 
2. 내림 
3. 걸침
4. 귀
5. 부리 
6. 맺음

16개
27개

1개
Arm

Ear

Eye

Hairline

Leg

33

32 2. 3.

2.  다른 보기에 비해 획이 
더 가늘다. 

3.  다른 보기에 비해 세로획이 
더 길다.  

2. All lines are thinner.
3. Vertical line is longer.



40

43

44

41

42

키친 타올

1.

100101
102103 
110111 
112113 
120121 
122123

Negative space is
magical

45

46

47

48

Donec mauris

Lorem ipsum

Praesent

Etiam dictum

Morbi ultricies

Cras malesuada

Aenean nulla

Suspend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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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4

53

52

ORIGAMI

4.

ANIMATION49



56

57

YOU ARE MY 
TYPE

TYPOJANCHI

60

61

62

O=1, N=8, E=2, T=7

3.

4.

63

65

1 8 2
1 8 2
1 8 2
1 8 2

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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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타입은 타이포잔치 2017  
출판 프로젝트를 위한 팀 명칭이다.

강민정은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홍디자인에서 전시 디자인을 주로 했다. 
서울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스튜디오 프론트 도어를 운영하고 있다.

김은희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쥬리는 시카고예술대학교와 영국 왕립예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런던에서 조너선 
라바글리아티와 디자인 스튜디오 필드 오브 
플레이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런던 디자인 박물관 
등과 일해 왔고, 선명한 색과 촉각적 요소가 
특징인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선보인다.

박연주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스튜디오 아이앤드아이에서 일했다. 
2006년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그 후로는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헤적프레스를 운영하며, 불확실성/불완전성, 
부조리, 모순 그리고 유머가 주요 관심사이다. 

TouchType is the name of the team which 
edited and produced the publication for 
Typojanchi 2017.

Audrey Liew is a fine artist trained at the 
Dasein Academy of Art, Kuala Lumpur. 
Currently she is pursuing her Masters in 
Graphic Design at University of Seoul. 
Born and raised in Malaysia,  
her works, through various media, 
convey experiences, ideas, emotions 
that she encounters living within a 
multicultural society.

Jeon Yuni is an editor running  
‘fieldwork press’, based in Seoul. She 
majored i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then 
went on to work at design studio I&I and 
Suryusanbang. She also worked at  
LS Networks, launching and overseeing 
the publishing of Bobodam, a quarterly 
cultural magazine.

Julie Kim is a graphic designer running 
the London based design studio  
‘Field of Play’ in collaboration with 
Jonathan Rabagliati. She graduated 
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Royal College of Art. The studio has 
worked for major cultural clients such 
as Shakespeare’s Globe and the Design 
Museum, London. Their work has a 
tactile dimension, infused with  
vibrant colour and typographic play. 

Kang Minjung is a graphic designer 
running ‘FRONT DOOR’, a Seoul based 
design studio founded on typography.  
She majored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Dankook University. Currently, 
she is pursuing her Masters in Graphic 
Design at University of Seoul.



오드리 유는 다자인예술아카데미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나고 자랐고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 정서를 다양한 표현 수단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이예주는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더배곳을 
졸업했다. 『Bb: 바젤에서 바우하우스까지』를 
공동 기획·편집했고 『기억 박물관』을 출판했다. 
인쇄소가 밀집한 충무로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며, 인쇄 공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발견한 것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출근 때마다 인쇄소에서 
수집한 파지들을 재해석해 개인전 <UNUSED 
SPACE>(2017)를 열었다.

이유정은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이며 2016년 9월부터 박연주 
디자이너의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다.

전유니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스튜디오 아이앤드아이와 
수류산방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LS네트웍스에서 계간지 『보보담』을 만들었고 
서울에서 필드워크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다. 

Kim Eunhee is a graphic designer 
based in Seoul. She majored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Currently, she is pursuing her 
Masters in Graphic Design at University 
of Seoul.

Lee Yejou is a graphic designer based 
in Seoul. She graduated from Paju 
Typography Institute. She co-edited the 
book Bb: From Basel to Bauhaus and 
published Museum of Memory. She 
runs a studio near Chungmuro where 
printers are densely located. She is 
passionate about being involved in the 
print process and discovering new ways 
of approaching print production. She 
recently held an exhibition ‘UNUSED 
SPACE (2017)’ which reinterpreted 
printer waste that she had collected on 
her way to work. 

Lee Yoojeong is an undergraduate 
student in Communication Design 
at Konkuk University. She has been 
working in Park Yeounjoo’s studio since 
September 2016.

Park Yeounjoo is a graphic designer 
running ‘Hezuk Press’, based in Seoul. 
She majored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then 
went on to work at design studio I&I. 
Since gaining an MA at the Royal  
College of Art in 2006, she has been  
working on a wide range of design 
projects in the cultural sector. Her 
main interests are ‘uncertainty/
incompleteness’ ‘the absurd’ ‘paradox’ 
and ‘humor’.



152

타이포잔치 2017: 
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조직 위원
안상수
  조직위원장,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정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
이병주
  2011 총감독
최성민
  2013 총감독 

Typojanchi 2017: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CDF)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KST)

Subject
Body and Typography

Organizing Committee
Ahn Sangsoo
  Organizing Head,  

Paju Typography Institute
Shin Eunhya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oi Bonghyun
 KCDF 
Yu Jeongmi
 Korea Society of Typography 
Kim Jaewon
 National Hangeul Museum
Lee Byungjoo
 2011 Director
Choi Sungmin
 2013 Director

타이포잔치 2017



해외 자문 위원
하라 켄야
 하라 디자인 인스티튜트
라르스 뮐러
 라르스 뮐러 퍼블리셔스
네빌 브로디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폴라 쉐어
 펜타그램
왕쉬
 wx-디자인

추진 위원
김경선
 2015 총감독, 서울대학교
전미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현미
 SADI
정진열
 국민대학교
조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우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재운
 홍익대학교
김동빈
 동덕여자대학교
박수진
 이화여자대학교

Advisory Committee
Kenya Hara
 Hara Design Institute 
Lrs Müller
 Lrs Müller Publishers
Neville Brody
 RCA
Paula Scher
 Pentagram
Wang Xu
 wx-design

Promotion Committee
Kymn Kyungsun
 2015 Director
Jun Miyeon
 KCDF
Kim Hyunmee
 SADI
Jung Jinyoul
 Kookmin University
Cho Hy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Park Woohyuk
 Seoul Tech
Jun Jaeun
 Hongik University
Kim Dongbin
 Dongduk University
Park Sujin
 Ewha Womans University

타이포잔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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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위원

총감독
안병학
 2017 총감독, 홍익대학교

큐레이터 
문장현
 제너럴 그래픽스
박지훈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전가경
 사월의 눈
권준호
 일상의 실천
심대기
 대기앤준
김나무
 국립한경대학교

채병록
 CBR그래픽
허민재
 더블디
권민호
 모갈2호

독립 출판 프로젝트
김광철
 프로파간다

매거진 프로젝트
윤율리
 아카이브 봄
이마빈
 홍익대학교
조현열
 헤이조

Planning Committee

Director
Ahn Byunghak
 2017 Director, Hongik University

Curators
Moon Janghyun
 General Graphics
Park Jihoon
 Paju Typography Institute
Kay Jun
 Aprilsnow Press
Kwon Joonho
 Everyday Practice 
Shim Daeki
 DAEKI & JUN
Kim Namo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Chae Byungrok
 CBR Graphic
Huh Minjae
 Double-D
Kwon Minho
 Mogul2

Independent Publishing Project
Kim Kwangchul
 Propaganda

Archive Project
Yoon Juli
 Archive Bomm
Lee Marvin
 Hongik University 
Joe Hyoun Youl
 Hey Joe



리서치/출판 프로젝트
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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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브랜딩
오디너리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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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천, 고은희, 정준기, 유재원

사무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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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Jinsol, Jung Mo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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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Sejung, Han Jo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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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 Dongchern, Ko Eunhee,  

Yu Jaewon, Jung Junki

Administration
KCDF
  Jun Miyeon, Choi Dongwon,  

Hwang Hyoyeon
KST
 Lee Wonjae

Coordinator
Kim Hansol
 Hongik University

Assistant
Cho Hyeyeon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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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더 타입

터치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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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효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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