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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타이포잔치 2013 :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Typojanchi 2013 : Seoul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후원
네이버

공인
ICOGRADA

협력
가나아트센터

협찬
안그라픽스, 산돌커뮤니케이션, 으뜸프로세스, 작업실유령, 서울스퀘어, 괴테-인스티투트, 

오스트리아 교육문화예술부

일시
2013년 8월 30일 –10월 11일(43일간) 

장소
문화역 서울 284, 서울스퀘어, 네이버 그린팩토리

행사구성
본 전시,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오프닝심포지엄(비엔날레 토크), 리서치프로젝트(잠재문학실험실), 

비평가와 함께 전시보기, 오픈 소스 출판 디자인 워크샵, 한글날 전야제 외

전시 규모
참여 작가 국내외 57팀(한국, 중국, 일본, 미주, 유럽 등)

전시 주제
수퍼텍스트(Supertext)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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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 피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가 디자인 문화 위상 제고

세계 디자이너들이 타이포그래피의 예술적 가치와 실험가능성을 탐색, 교류하는 장 마련

국제적 행사를 통해 한글 및 한글 타이포그래피, 한국의 글자문화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국내외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

국제조직위원회:

안상수(위원장, 전 홍익대학교 교수)

서영길(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최정철(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김지현(한성대 교수,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회장)

라르스 뮐러(Lars Müler, 스위스)

네빌 브로디(Neville Brody, 영국)

폴라 셰어(Paula Scher, 미국)

왕쉬(Wang Xu, 중국)

하라 켄야(Hara Kenya, 일본)

총감독:

최성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큐레이터:

김영나(PaTI교수)

유지원(저술가/디자이너)

장화(Jiang Hua / 베이징 CAFA 중앙미술학원 교수, 중국)

고토 데쓰야(Goto Tesuya / 타이포그래피협회 편집인, 일본)

2) 추진목표

3) 행사추진체계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주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
학회

사업기획:

국제조직위원회
사업시행:

전시사무국 -

총감독, 큐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전시 사무국장

사업시행: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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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이병주(위원장, 한세대학교 교수)

김경선(서울대학교 교수)

전미연(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사업개발과장)

김현미(SADI 교수)

크리스 노(홍익대학교 교수)

성재혁(국민대학교 교수)

한창호(건국대학교 교수)

사무국:

이민아(사무국총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연구원)

전영주(코디네이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민정(현장매니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김민영(코디네이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나란(코디네이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백송민(코디네이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ⅰ. 타이포잔치 2013 주요추진일정

2012년 11-12월 타이포잔치 2013 비엔날레 사업 계획안 수립
전시 큐레이터 선정(김영나, 유지원, 장화, 고토 데쓰야)

2013년 1-3월 신작 작가 조사
사업 세부 계획 수립

4-5월 주제 확정,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립
중간보고(5/21)

6-7월 출품작가 및 작품 확정, 제작지원비 지급
후원 협찬사 확정

8월 공식 홈페이지 오픈(8/1)

부대행사 추진(8/27-31)

개막식(8/30)

9월 워크숍 추진(9/14, 9/28, 9/30-10/4)

도록 발행(9/25)

10월 한글날 전야제 행사(10/8)

폐막 및 철수(10/11)

11-12월 결과보고서 제작
타이포잔치 2015 총감독 위촉(12/19)

향후 비엔날레 계획 수립

4) 타이포잔치 2013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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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타이포잔치 2013 추진 실무회의

3월 19일 타이포잔치 2013 1군 참여 작가 최종 검토 및 확정
사무국 인력 운용 방안 논의

4월 2일 타이포잔치2013 전시 참여 작가 회의
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홈페이지 기획

4월 9일 타이포잔치 2013 1군 참여 작가 ‘판친’ 신작커미션 관련 논의
기성작 출품 작가 선정 논의
인쇄물 제작 관련 논의

4월 23일 타이포잔치 2013 구작 출품 작가 논의
워크숍(이상의 집) 진행 현황 검토

4월 30일 타이포잔치2013 구작 출품 작가 선정 / 프로젝트 참여 작가 논의 

후원 현황 검토 및 협의(후원금 추가 예산 검토 / 부대행사 협조 논의)

초청, 국외큐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위촉

5월 7일 타이포잔치 2013 구작 출품 작가 선정 - 브랜딩 섹션
타이포잔치 전체 진행상황 내부 점검(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후원금 추가예산 검토 

5월 14일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기획 협의(이정엽 문학가 참여)

작품제안서 발송 및 작가 피드백 관련 논의 

2차 후원 논의(디자인 업체 후원 컨택포인트 및 추진 방안)

5월 21일 타이포잔치2013 추진 현황 중간보고
전시 주제 및 부제 확정
전시 디자인 구성요소 및 설치 디자이너 선정 논의

6월 4일 기성작품 출품 작가 논의
작가별 작업 제작 진행 검토 / 특이사항 체크
작품 설치 및 공간디자인 / 작품운송 및 보험 : 소요예산 검토
전시 오프닝 행사 내용 계획(RTO 공간 사용 유무)

디자인업체 후원제안 관련 보고
작가 및 조직위원 초청관련 진행상황 보고

6월 11일 전시 설치 견적 검토(신작 설치 예산 배분 및 기성작 범위 조정 필요)

신작 작가 작품 설치 관련 검토 : 디자인, 예산, 작품설치 의견 조적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논의(산돌 추천작가 추가 여부 / 구체적인 실행안, 디자이너 지원비 등)

홍보인쇄물 제작 : 유윤석 디자이너

6월 25일 전시 설치 관련 논의(디자이너 및 업체 선정)

부대행사(비엔날레 토크) 세부 추진 계획 논의
도록 컨텐츠 논의 : 세부 컨텐츠 논의, 원고 수합 일정 등
광고 논의 : 월간디자인, 네오룩 광고 시기
서울스퀘어 장소 관련 협의 : 담당자 미팅

6월 28일 서울스퀘어 작가 미팅 : ‘디자이너+시인’ 협업작가 간 대담
-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설명회와 예시 영상 상영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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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신작 작가 작품제작지원비 검토 및 최종 지원액 결정
전시 설치 공간디자인 관련 논의(추가 설치 사항 등 공유)

도록 컨텐츠 재논의(원고내용 및 일정 등)

출품 작가 작품 세부 진행사항 논의

7월 16일 작가 작품 제작&설치 관련 논의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작품운송, 기념품제작 진행상황 보고 

오프닝심포지엄 세부 일정 수립 회의(이지원 미팅)

조직위원회의 세부 일정 수립 회의(이병주 미팅)

7월 24일 타이포국제비엔날레 현황 보고 및 검토
전시관련(작품설치, 운송, 부대행사, 홍보물, 도록 등) 기획 회의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중간 검토(팀별 진행 과정 프리젠테이션)

8월 22일 리서치프로젝트 ‘잠재문학실험실’ 제작업체 선정관련 회의
국제조직위원회의 안건 논의
전시관련 세부사항 준비
- 전시 설치관련(작가 작품 및 전시 공간) 세부사항 점검
- 작가 입국 준비(체류 정보 정리, 작품 설치 재료 구입 등)

- 개전식 준비 : 음향, 공연, 이벤트(활자 춤), 리셉션

8월 25일 타이포잔치 전시 및 부대행사 사전 오리엔테이션
- 작가별 전시 설치관련 세부사항 점검
- 행사진행 및 참석관련 안내

8월 29일 타이포잔치 전시 개막식 준비 및 리허설
전시 설치 행사 전반 사항 최종 점검
부대행사(워크샵, 한글날 전야제) 점검

8월 31일 국제조직위원회의 개최
- 환영인사 및 상견례
- 타이포잔치 2013 전시 진행보고
- 4회 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선임 및 주제 논의(왕 쉬 : 주제 발표)

 타이포잔치 장기적 발전안 논의

9월 24일 타이포잔치 2013 전시 비평
- 타이포잔치 2013의 기획 및 진행 담
- 관객의 시선과 질의응답
- 타이포잔치 2015를 바라보며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지 글짜씨 內 ‘타이포잔치 2013’ 특집 내용 논의

10월 2일 한글날 전야제 관련 준비(행사 스케줄 및 내용 검토)

OSP 워크샵 공개 강연 준비
추가 폐막행사 관련 논의

10월 18일 타이포잔치 홍보 결과 보고

11월 25일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 관련 논의

12월 19일 타이포잔치 결과보고 회의
타이포잔치 2015 총감독 위촉식
2014년 사이사이 행사 및 2015년 본 전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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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이포잔치 1회~3회 추진경과

타이포잔치 2001 타이포잔치 2011 타이포잔치 
2012/2013 사이사이

타이포잔치 2013

개요 기간
2001.10.16~ 
12.4(50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주제
새로운 상상

기간
2011.8.30~
9.14(16일)

장소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주제
동아시아의 불꽃

기간
2012.8.17(1일)

장소
NHN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 홀

기간
2013.8.30~
10.11(43일)

장소
문화역서울 284

주제
타이포그래피는 
문학이다

구성 본 전시
특별전
국제 디자인 포럼

본 전시
특별전
심포지엄
작가 설명회

강연회
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본 전시
오프닝심포지엄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 
   잠재문학실험실
워크숍
- 비평가와 전시보기
- 오픈 소스 출판 
   디자인 워크숍
한글날 전야제

참여 
작가/
강연자

25개국 100인 한, 중, 일 99인 하라켄야, 네빌브로디, 
왕쉬

전 세계 작가 57팀

성과 당시 기준으로 한국 
사상 최대 국제 그래픽
디자인 행사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관한 
일반의 인식을 크게 
높임

중단된 지 10년 만에 
타이포잔치 부활

격년제 국제 
디자인 행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정식 
사업으로 인정받음

타이포잔치 2013 
비엔날레 홍보 

전시 주제 선정

타이포 비엔날레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적 
위상 마련의 계기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한 일반인의 소통의 
폭 확장

관객 총 8,012명 약 300명 총 33,0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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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타이포잔치 2013 추진성과 및 리뷰

전년(2011년) 대비 추진성과

전년 대비 참여 작가 및 작품의 다양화 

- 단순한 인쇄매체 외 미디어, 오브제,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증가
- 동아시아를 벗어나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의 작가 참여

전시기간 확장 및 관람객 수 증가(*일평균 관람객 수 참조)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타이포그래피 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및 소통의 폭 확장

2011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 증가로 인한 사업의 질적 향상
ex. 작품 제작지원비 지원(*2011년 0원 ⇨ 2013년 39,500천원)

전문가 활용비 책정(*2011년 0원 ⇨ 2013년 33,000천원)

네이버 ‘오프닝 심포지엄’ 운영후원
전년 대비 약 2천만 원(동시통역, 현장운영, 만찬, 영상촬영, 녹취록 제작 등)의 운영 예산 절감

문화역서울 284 활용으로 대관료 절감 및 전시장 홍보 효과

타이포비엔날레 담당의 전문 계약직 고용으로 효과적인 운영

* 종합평가(국제조직위원회의 및 타이포잔치 좌담회의 의견 반영): 

전년 대비 예산 증대로 인한 작품 제작지원비 투입으로 작품의 질적 향상을 거두었으며, 운영 

측면에서 도슨트&지킴이 인력, 홍보비 증가, 전문가활용비, 전문계약직 운영 등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 조직면에서 워킹그룹(예술감독-큐레이터(국내2인/국외2인)-

코디네이터) 및 사무국 총괄 인력을 별도 구성함으로써 조직이 보다 체계화됨. 2011년은 전시를 

되살리는 의미가 컸다면, 2013년은 전시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

사업 추진 시 미비점 및 보완 필요사항

전시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한 대중적 이해의 어려움
⇨ 전시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필요. 

ex. 홍보 및 전시 설명 부분 등

실무 진행 인력 부족
초기 실무 인력(코디네이터)을 3인으로 계획하였으나, 전시 장치 및 시공비 등 예산 증가로 인하여 

1인으로 축소 운영하게 됨. 이에 나머지 인력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면서 행사 차질 우려
⇨ 차기 사업에서는 업무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인원을 안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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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의 제약
문화역서울 284의 역사적 장소 특성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전시 시공비 예산이 예상 

계획보다 추가 소요됨. 또한 이로 인하여 작품보다는 전시 공간을 우선시하여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발생
⇨ 다음 주제인 ‘도시와 타이포그래피’가 더욱 다양한 매체 및 규모의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 섭외 혹은 동 장소에서 진행할 경우 대안 필요 

작품 제작 지원의 장점 및 한계
주요 작가에게 제작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전년 보다 실험적이며 기획의도 및 주제에 적합한 

작품들을 선보임. 그러나 해외 작가의 경우 제작지원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현장을 

사전 경험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계 발생, 이는 큐레이팅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제작되기도 함
⇨ 사이사이 행사 이전에 주요 작가를 선정하고 행사 구성에 전시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대안 필요

해외 홍보의 부족
국내 홍보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외 홍보는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음. 

타이포비엔날레가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 필요 

⇨ 보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안 논의 필요
ex. 국내 거주하는 외신 기자 및 국외 디자인/미술 매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광고
국제조직위원 및 해외 큐레이터,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발제자로 초청된 무로가 기요노리(일본/

아이디어 매거진 편집장, 특집기사 2회 게재) 등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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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전시
ⅰ. 전시 주제 및 장소
ⅱ. 참여 작가 및 전시 구성
ⅲ. 전시 현장스케치
ⅳ. 전시 관람객 집계

2) 부대행사
ⅰ. 개전식
ⅱ. 오프닝심포지엄
ⅲ. 국제조직위원회의
ⅳ. 워크숍
ⅴ. 한글날 전야제
ⅵ. 리서치 프로젝트

2. 행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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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 주제 및 장소

전시주제
슈퍼텍스트  Supertext

슈퍼텍스트:

더욱 확장된 텍스트
더욱 유연한 텍스트
더욱 동적인 텍스트
더욱 예민한 텍스트

전시로고

로마자 대문자의 밑변을 가로지르는 선을 베이스라인(기준선, 한글)이라고 한다. 이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은 활자를 

디자인하거나, 타입 세팅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퍼가 기준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동적 

역할이었다면, 오늘의 디자이너는 여러 실험과 도전을 통해 텍스트의 가치와 속성에 도발하고 뒤흔든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가 

스스로 문학의 한 형태가 된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 것인 만큼, 't'를 기준선 위로 훌쩍 띄워 올림으로써 주제를 표현하였음.

1) 본 전시

문자를 다루는 예술로서 지니는 타이포그래피의 

성격 및 문학 안에서의 타이포그래피의 역할과 

확장된 가치를 탐구, 국내외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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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소
문화역서울 284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교통의 요지였던 구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 

1, 2층으로 구성.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공연, 강연,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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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 작가 및 전시 구성

참여작가 : 14개국, 57팀

한국 15팀, 일본 6팀, 중국 7팀, 영국 8팀, 독일 5팀, 미국 3팀, 네덜란드 4팀, 프랑스 2팀, 

프랑스-네덜란드 1팀, 핀란드 2팀, 멕시코 1팀, 벨기에 1팀, 오스트리아 1팀, 크로아티아 1팀

작가구성 : 신작 제작 작가 23팀 + 구작 출품 작가 34팀 

신작 제작 작가
1 김기조  Kim Kijo / 한국
2 카를나브로  Karl Nawrot / 프랑스
3 더 북 소사이어티  The Book Society / 한국
4 존 모건  John Morgan / 영국
5 샤오마거, 청쯔  Xiao Mage & Cheng Zi / 중국
6 스튜디오 모니커  Studio Moniker / 네덜란드
7 안삼열  Ahn Sam-yeol / 한국
8 폴 엘리먼  Paul Elliman / 영국
9 오베케  Abake / 영국
10 마크 오언스  Mark Owens / 미국
11 오하라 다이지로  Ohara Daijiro / 일본
12 유윤석  Yoo Yoon Seok / 한국
13 이호  Lee Ho / 한국
14 판친  Pan Qin / 중국
15 하마다 다케시  Takeshi Hamada / 일본
16 홍은주, 김형재  Hong Eunjoo & Kim Hyungjae / 한국
17 김경주, 민본  Kim Kyung Ju and Min Bon / 한국
18 박준, 강경탁  Park Joon and Kang Gyeong Tak / 한국
19 서효인, 강문식  Hyo In and Gang Moon Sick / 한국
20 심보선, 노은유  Shim Bo Seon and Noh Eun You / 한국
21 오은, 크리스 노  Oh Eun and Chris Ro / 한국
22 유희경, 양상미  You Hee Kyoung and Yang Sang Mi / 한국
23 진은영, 김병조  Jin Eun Young and Kim Byung Jo / 한국

구작 출품 작가
1  스튜디오 마누엘 레더 Studio Manuel Raeder / 독일
2  신세카이 타이포 연구회 Shinsekai Type Study Group / 일본
3  마리야 유자/니콜라 주레크 Marija Juza and Nikola Djur ek / 크로아티아
4  허하오 He Hao / 중국
5  샘 더 흐로트 Sam de Groot / 네덜란드
6  김상도 Kim Sang Do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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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샤우핀 Zhang Shoupin / 중국
8  루이 뤼티 Louis Lüthi / 중국
9  어 프랙티스 포 에브리데이 라이프 A Practice for Everyday Life / 영국
10  스기야마 다쿠로 Sugiyama Takuro / 일본
11  크리스토퍼 융/토비아스 베니히 Christopher Jung and Tobias Wenig / 독일
12  파네트 멜리에 Fanette Mellier / 프랑스
13  전용완 Jeon Yong-wan / 한국
14  미코 쿠오링키 Mikko Kuorink / 핀란드
15  요리스 크리티스, 율리 페이터르스 Joris Kritis and Julie Peeters / 벨기에
16  폴 강글로프 Paul Gangloff / 프랑스-네덜란드
17  윌 홀더 Will Holder / 영국
18  마리아나 카스티요 데바 Mariana Castillo D eball / 멕시코
19  구레이 Gu Lei / 중국
20  다이니혼 타이포 조합 Dainippon Type Organization / 일본
21  아스트리트 제메 Astrid Seme / 오스트리아
22  요하네스 베르거하우젠 Johannes Bergerhausen / 독일
23 데이비드 라인퍼트, 스튜어트 베일리, 앤지 키퍼 

 David Reinfurt, Stuar t Bailey & Angie Keefer / 미국
24 존 모건과 알렉스 발지우, 장마리 쿠랑, 6a 아키텍츠 

 John Morgan with Alex Balgiu, Jean-Marie Courant and 6a architects 영국
25  OSP (Open Source Publishing D esign) / 네덜란드
26  삼프사 누오티오/라이사 오마헤이모 Sampsa Nuotio and Raisa Omah eimo / 핀란드
27  앤서니 버릴 Anthony Burrill / 영국
28  디자인 유나이티드 Design United / 중국
29  루머스 Rumors / 미국
30  메타헤이븐 Metahaven / 네덜란드
31  니나 푀게, 알렉산더 슈투블리크 Nina Vöge and Aledander Stublic / 독일
32  요시오카 히데노리 Yoshioka Hidenori / 일본
33  대런 월 Darren Wall / 영국
34  피어 퓌어 텍사스 Vier für Texas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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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구성
4개의 섹션으로 구성
- 언어예술로서 타이포그래피
- 독서의 형태
- 커버스토리
- 무중력 글쓰기

- 언어예술로서 타이포그래피
텍스트의 발견과 생성, 조작, 공유에 깊이 개입하고 언어의 물질성을 탐구함으로써, 그 자체로 

잠재적 문학 형식으로 기능하는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다룸

참여작가 : 34팀
이호, 스튜디오 마누엘 리더, 마크오언스, OSP, 김기조,  신세카이 타이포 연구회, 

카를 나브로, 판친, 안삼열,  마리야 유자/니콜라 주레크, 샘 더 흐로트, 앤서니 버릴,

김상도, 마리아나 카스티요 데바, 폴 엘리먼, 디자인 유나이티드, 더 북 소사이어티, 

오하라 다이지로, 루이 뤼티, 허하오, 스기야마 다쿠로, 오베케, 장샤우핀, 다이니혼 타이포 조합,

스튜디오 모니커, 하마다 다케시, 아스트리드 제메, 윌 홀더, 샤오마거/청쯔, 

삼프사 누오티오/라이사 오마헤이모, 데이비드 라인퍼트/스튜어트 베일리/앤지 키퍼,

구레이, 요하네스 베르거하우젠, 존 모건과 알렉스 발지우/장마리 쿠랑/6a 아키텍츠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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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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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북 소사이어티

안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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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버릴

스기야마 다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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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모건과 알렉스 발지우, 장 마리 쿠랑, 6a 아키텍츠

요하네스 베르거하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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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엘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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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다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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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나브로

마크오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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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마거&청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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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라 다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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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의 형태
잘 알려진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읽고 조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의미와 경험을 창출하는
작품에 초점

참여작가 : 8팀
어 프랙티스 포 에브리데이라이프, 미코 쿠오링키, 크리스토퍼 융/토비아스 베니히,

요리스 크리티스/율리 페이터르스, 파네트 멜리에, 폴 강글로프, 존 모건, 전용완

미코 쿠오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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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프랙티스 포 에브리데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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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융/토비아스 베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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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스 크리티스/율리 페이터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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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강글로프

파네트 멜리에

타이포잔치 201334



전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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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시리즈 간행물 표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상품으로서 문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도서 브랜딩을 

살펴봄

참여작가 : 6팀
루머스, 피어 퓌어 텍사스, 메타헤이븐, 대런 월, 니나 푀게/알렉산더 슈투블리크, 

요시오카 히데노리

루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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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퓌어 텍사스

메타헤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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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런 월

니나 푀게/알렉산더 슈투블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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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력 글쓰기
젊은 한국 디자이너 7인과 시인 7인이 짝을 지어 도시 공간에 동적으로 표출되는 영상시를 

선보임. 본 프로젝트는 전시 기간 문화역서울 284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전시되며, 특히 한글날 주간을 맞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 

상영

참여작가 : 7팀 

김경주/민본, 오은/크리스 노, 박준/강경탁, 유희경/양상미, 서효인/강문식, 진은영/김병조
심보선/노은유

장소: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상영일시: *지정일 오후 7시-11시 매시 정각부터 10분간 상영

8월 30일(금) 전 작가 작품 미리 보기
9월 04일(수) 박준/강경탁
9월 10일(화) 유희경/양상미
9월 12일(목) 심보선/노은유
9월 18일(수) 진은영/김병조
9월 24일(화) 서효인/강문식
9월 26일(목) 김경주/민본
10월 02일(수) 오은/크리스 노
10월 08일(화) 전 작가 작품 상영

Typojanchi 2013 39



타이포잔치 201340



Typojanchi 2013 41



타이포잔치 201342



Typojanchi 2013 43



- 장소불특정
참여작가 : 2팀
타이포잔치 2013 그래픽 아이덴티티, 유윤석
타이포잔치 2013 홈페이지, 홍은주/김형재

타이포잔치 2013 그래픽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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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잔치 201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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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평면도 및 작품 배치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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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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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시 현장스케치

1층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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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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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시 관람객 집계

전시기간: 2013.08.30~10.11 (43일)

실 운영일: 총 36일(월요일, 추석 휴무)

총 관람객 수(일 평균): 33,013명(917명)

8월30일   금 614

8월 31일   토  1,103

9월 01일   일  981

9월 03일   화  481

9월 04일   수  601

9월 05일   목  485

9월 06일   금  703

9월 07일   토  1,377

9월 08일   일  1,119

9월 10일   화  412

9월 11일   수  378

9월 12일   목  449

9월 13일   금  553

9월 14일   토  1,282

9월 15일   일  969

9월 17일   화  606

9월 18일   수(추석연휴)  781

9월 20일   금(추석연휴)  1,125

9월 21일   토  1,175

9월 22일   일 983

9월 24일   화  435

9월 25일   수  491

9월 26일   목  541

9월 27일   금  640

9월 28일   토  1,260

9월 29일   일  1,041

10월 01일   화  738

10월 02일   수  671

10월 03일   목  1,740

10월 04일   금  1,247

10월 05일   토  1,416

10월 06일   일  1,311

10월 08일   화  1,085

10월 09일   수(한글날)  2,016

10월 10일   목  793

10월 11일   금  1,411

총 관람객 수    3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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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전식
일시: 2013.08.30, 오후 6시
장소: 문화역서울 284, 3등 대합실
개막식 관람객 수: 614명

일정:

18:05 – 18:10  개막식 시작 및 내빈 소개
18:10 - 18:15  축사
18:15 - 18:18  타이포잔치 의의 간략 소개
18:18 - 18:30  전시 설명 및 작가 소개
18:30 - 18:50  행사 이벤트 ‘활자 춤(Typo Dance)'

18:50 - 19:20  VIP 투어
19:20 - 19:23  서울 스퀘어 미디어파사드 관람
19:23 - 21:00  개막식 종료 및 리셉션

2)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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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공연 : ‘활자 춤(Typo Dance)’

기획: 토르스텐블루메/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
내용: 타이포그래피 문자를 몸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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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프닝심포지엄

내용: 전시 개막에 앞서 참여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일시: 2013.08.27-28, 2:00-6:00pm

장소: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회자: 이지원(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발표자: 총11명
참석자: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일정:

- 8월 27일 화요일
1:30 등록 / 인사말 사회자(이지원, 국민대교수)

2:00  발제 1 폴 엘리먼
2:45  발제 2 마크 오언스
3:30  발제 3 카를 나브로
4:30  발제 4 샤오마거&청쯔
5:30  발제 5 하마다 다케시
 폐회사

- 8월 28일 수요일
1:30 등록 / 인사말 사회자(이지원, 국민대교수)

2:00  기조발제 1 무로가 기요노리
2:45  발제 1 오하라 다이지로
3:45  발제 2 김기조
4:30  발제 3 존 모건
5:30  발제 4 롤 바우터르스
6:15  발제 5 아스트리드 제메
 폐회사

- 참석자 집계:

총 참석자 수 559명
8월 27일 208명
8월 28일 279명
* 보유좌석 : 총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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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조직위원회의

내용: 차기 주제 및 예술 감독 선임에 관해 논의
일시: 2013.08.31, 오전 11시
장소: KCDF갤러리
참석자: 7명
조직위원 안상수(조직위원장), 김지현, 왕쉬 / 추진위원 이병주(추진위원장) / 예술감독 최성민 / 

문화부 신지원 사무관 / 김승배(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과장)

 

일정 및 안건:

11:00-11:05  환영인사 및 상견례
11:05-11:10  조직위원장 개회사
11:10-11:20  타이포잔치 2013 전시 소개(최성민 예술감독)

11:20-12:00 제4회 타이포잔치 전시 총감독 선임
  제4회 타이포잔치 주제 논의 (왕쉬: 주제 발표)

  타이포잔치 장기적 발전 방향성 논의
12:00-12:20  논의 안건에 대한 정리
12:20-  끝인사 및 점심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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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워크숍

내용: 전시 비평 및 작가 위크샵 총 3회 진행
프로그램 및 일정: 비평가와 함께 전시 보기 워크샵 2회, 2013.09.14 / 09.28

 오픈 소스 출판 디자인 워크샵 1회 2013.09.30-10.04

초청비평가: 임근준(미술/디자인비평가), 김형진(디자이너)

장소: 문화역서울 284

비평가와 함께 전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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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출판 디자인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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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글날 전야제

내용: 한글날을 기념하여 기획된 일련의 퍼포먼스, 공연
일시: 2013.10.08, 7:30pm

장소: 문화역서울 284

기획: 타이포잔치 워킹그룹, 홍철기 공동기획
구성: 반 개념, 튀어오르다 떨어지다, 야생합창단

세부 프로그램:

반개념 (l'anti-concept) 이행준, 김태용  7:30  중앙홀  25분
튀어오르다.떨어지다(bounce. be fall)  최준용, 진상태  8:00  3등대합실  25분
야생 합창단(Feral Choir)  필 민튼, 홍철기 외 1명 8:30  중앙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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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리서치 프로젝트

내용: 타이포잔치 연구 프로젝트로 ‘잠재문학실험실’ 자료집 제작
 - 타이포그래피의 문학적 역할에 초점
 - 참여작가 다수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 문학 집단 울리포(Oulipo)에 대한 연구 진행
기획: 타이포잔치 워킹그룹, 김뉘연(워크룸프레스 편집자), 송지선(문학동네 편집자), 

 전용완(문학과지성사, 시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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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포잔치 2013 공식 제작물

2) 홍보활동
ⅰ. 홍보활동
ⅱ. 광고내용
ⅲ. 기자간담회
ⅳ. 도록제작

3.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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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홍보인쇄물-유윤석 / 공식기념품-마크오언스 / 홈페이지-홍은주&김형재

제작개요

1) 타이포잔치 2013 공식제작물

구분 항목 제작수량 제작사양 및 구성

ⅰ. 

인쇄물 및 
광고 홍보물

포스터 3000부 700x1000mm

전시리플릿 50,000부 국영문, 4단 접지 / 129x180(접지), 
516x180(펼침)

심포지엄리플릿 1,000부 국영문, 3단 접지 / 150x180(접지), 
516x180(펼침)

한글날 전야제 리플릿 3,000부 국문, 1단 접지 / 150x180

입장권 50,000매 129x90

VIP초대장 및 봉투 300매 120x170(접지), 120x340(펼침)

프레스킷(상자형 봉투) 200매 135x190x5mm

월간디자인 광고 1회

ⅱ.

온라인  
홍보제작물

홈페이지  제작 1회 타이포잔치 2013 공식 홈페이지

웹 뉴스레터 1회 메일 리스트 1회 발송

웹배너 다수 네이버, 네오룩, 디자인정글, 
문화역서울284, KCDF 외 다수

ⅲ. 

어플리케이션
실외배너 다수 심포지엄, 기자간담회 등

현수막 다수 심포지엄, 기자간담회 등

명찰 다수 VIP, 스탭, 강연회 일반 참가자, 
프레스 등

ⅳ. 

공식기념품
캔버스백2종 1,850장 30x38cm, 청색, 흑색

노트 1,000개 10.5x15cm

연필 1,300개 5입 세트 700개, 낱개 600자루

배찌 2,400개 초록색, 흰색 2종

포스터 1,000장 420x5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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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쇄물 및 광고 홍보물

포스터, 리플릿 3종
* 포스터: 교내 부착 62건(서울 및 경기도 42건, 지방 20건), DM 발송 120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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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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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심포지엄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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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전야제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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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VIP 초대장&봉투, 프레스킷&봉투

전시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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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초대장

프레스킷&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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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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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라인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 제작

타이포잔치 201392



웹 뉴스레터 및 웹 배너

웹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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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미지

웹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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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플리케이션
실외배너, 현수막 및 명찰

VIP 명찰

스탭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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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로등 배너 2종
종로구 율곡로 일대

문화역서울 28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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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율곡로 일대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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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식기념품

캔버스백 2종, 노트, 연필, 배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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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홍보활동

홍보담당업체: ㈜인피알
주요업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사화 유도
 타이포잔치 2013 기자간담회 운영 및 언론사 기자 초청
 관계자/작가 인터뷰 및 전시장 취재 F/U

 미디어 요청자료 작성 및 전달
 전시장 외부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홍보 결과 정리(뉴스 클리핑)

ⅱ. 광고내용

2) 홍보활동

분류 구분 매체 상세내용 회수 비고

온라인 포털 네오룩 프론트 배너광고(2타입) 26일

디자인정글 프론트 배너광고(3타입) 43일

EDM발송 1회

네이버 프론트 배너광고 7일 광고 후원

오프라인 매거진 월간디자인 내부 지면 광고 9월 호

기타 포스터 발송 국내 대학교 과사무실 120건

포스터 부착 국내 대학교 게시판 62건

초대장 발송 국내 VIP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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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자간담회

일시: 2013. 8. 29

장소: 문화역서울 284, 3등 대합실
참석기자: KBS, SBS, YTN 등 방송 3사,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7개사 총 25개사 29명의 기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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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록제작
제작담당: 안그라픽스
저작물명: 타이포잔치 2013 도록
언어: 국 영문 혼합
규격: 145*225mm, 520페이지
제작부수: 1,500권
판매정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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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매체 기자 인터뷰 대상자

1 2013.8.28 아트인컬쳐 김재석 최성민 총감독(전화인터뷰)

2 2013.8.29 KBS 최성민 이호 작가

3 최성민 총감독

4 SBS 권란 최성민 총감독

5 한국일보 홍수현 최성민 총감독

6 이호 작가

7 폴 앨리먼 작가

8 2013.8.30 뮤인 김만나 안상수 조직위원장

9 SBS 특집다큐 송유미 작가 최성민 총감독

10 타이포그라피 학생 2명

11 오은 시인 & 크리스노 작가

12 2013.09.05 W 정준화 최성민 총감독

13 KBS라디오 문화한마당 정진희 작가 유지원 큐레이터

14 2013.09.06 아리랑TV 박지원 기자 김영나 큐레이터

15 이호 작가

16 2013.09.09 서울매거진 김한솔 오은 시인 & 크리스노 작가

17 소년 조선일보 김시원 최선민 총감독 (서면인터뷰)

18 2013.09.10 EBS 꿈꾸는책방 선민지 이민아

19 경향신문 정원식 최성민 총감독 (전화 인터뷰)

20 2013.09.11 월간미술 황석권 최성민 총감독

21 2013.09.13 씬플레이빌 권혜은 이호 작가

22 2013.09.24 KTV 고주영 이민아

23 2013.10.05 MBC 문화사색 송재호PD 이호 작가

24 2013.10.08 최성민 총감독

25 아리랑TV 김수빈 작가 이호 작가

26 이민아

27 C&M 박아셀 작가 최성민 총감독

28 이민아

ⅴ. 홍보결과보고

미디어 인터뷰: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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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성명 이메일

1 방송 KBS 최성민기자 soojin4@kbs.co.kr

2 김경득부장 deukkk@kbs.co.kr

3 SBS 권  란기자 harasho@sbs.co.kr

4 YTN 황보선차장 bosun@ytn.co.kr

5 원영빈차장 ybwon@ytn.co.kr

6 일간지 중앙일보 권근영기자 young@joongang.co.kr

7 중앙선데이 정형모기자 hyung@joongang.co.kr

8 동아일보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9 한국일보 황수현기자 sooh@hk.co.kr

10 서울경제 김효진기자 0522hjk@sed.co.kr

11 윤유진기자 dbsbd24@sed.co.kr

12 스포츠월드 조원익기자 wick@segye.com

13 이데일리 김인구기자 clark@edaily.co.kr

14 권  욱기자 ukkwon@edaily.co.kr

15 월간지 Blouin Artinfo Ines Min imin@artinfo.com

16 월간미술 이건수기자 kenshu007@hanmail.net

17 럭셔리 정성갑기자 a53119@design.co.kr

18 미술세계 이지영기자 mise@hanmail.net

19 아트인컬쳐 김재석기자 jskim@artinculture.kr

20 디자인정글매거진 정은주기자 ejjung@jungle.co.kr

21 와플뉴스 김남현기자 nhkim@iwafl.com

22 월간디자인 전종현기자 junjonghyun@design.co.kr

23 통신사 뉴시스 박찬수기자 redchacha1@newsis.com

24 온라인 유니온프레스 이혜원기자 dipsylee@upnews.kr

25 아이뉴스24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26 미래경제 김대희기자 newsmoney@empas.com

27 서울톡톡 이나미기자 nami0904@gmail.com

28 폰트클럽 윤유성기자 outroom@sandoll.co.kr

29 기분좋은QX

기자간담회 참석 기자 리스트 : 총 29명
 방송 3매체, 일간지 7매체, 월간지 8매체, 통신사 1매체, 온라인 6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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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식 참석 기자 리스트 : 총 7매체
방송사 1매체, 통신사 2매체, 월간지 3매체, 온라인 1매체

언론 보도: 총 155건
방송 13건, 인쇄 37건, 온라인 105건
방송보도 매체 : KBS 뉴스, SBS 뉴스, YTN, MBC 문화사색, SBS 다큐, 

 아리랑TV, KTV, EBS 등
인쇄 보도 매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코리아헤럴드 등

구분 매체명 성명 이메일

1 방송사 해피스토리미디어
(SBS 한글날 특집다큐제작팀)

서동현PD tigerzini@naver.com

2 통신사 연합뉴스 김수진기자 ksujin@yna.co.kr

3 뉴시스 박찬수기자 redchacha1@newsis.com

4 월간지 월간디자인 전종현기자 junjonghyun@design.co.kr

5 와플뉴스 김남현기자 nhkim@iwafl.com

6 뮤인 김만나기자 manna@wjmedia.co.kr

7 온라인 플레이뉴스 문성식발행인 ewha-media@daum.net

구분 매체 프로그램 헤드라인 방영일

1 SBS 12시뉴스 "대립은 결국 자기 자신"…유영호 작가의 '반성' 2013.08.30

2 YTN YTN24 ‘스크레치 작가’와 ‘물방울 작가’ 2013.09.03

3 아리랑 TV 아리랑뉴스 TYPOGRAPY BIENNALE 2013.09.06

4 KBS 아침광장 글자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예술이 되다! 2013.09.07

5 KTV SNS매거진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2013.09.07

6 KBS라디오 문화한마당 (일) 문화한마당 초대석 2013.09.08

7 EBS EBS뉴스 문자의 매력 속으로 ‘타이포잔치 2013’ 2013.10.03

8 EBS EBS뉴스 문자의 매력 속으로 ‘타이포잔치 2013’ 2013.10.03

9 C&M C&M이 간다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2013.10.08

10 SBS SBS 다큐멘터리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글꼴 전쟁 2013.10.09

11 KTV 국민행복시대 서체 디자인 '타이포그래피'의 新 경향 [국민리포트] 2013.10.10

12 아리랑TV 코리아투데이 Culture station Seoul 284 2013.10.10

13 MBC 문화사색 글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2013.10.14

- 방송매체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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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매체(일간지) 지면 17건

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1 동아일보 국제적 디자인 행사 잇달아 2013.08.28

2 스포츠월드 전 세계 서체 예술을 한자리에… '타이포 잔치 2013' 개막 2013.08.30

3 아주경제 ‘타이포잔치 2013 비엔날레’ 30일 개막 2013.08.30

4 이데일리 글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2013.08.30

5 한국일보 활자가 둥둥… 중력을 버리다 2013.08.31

6 한국일보 [폰트 디자이너 이호] “2350자 조합 가능한 한글 공간 디자인 

도전영역 무한대”

2013.08.31

7 중앙선데이 금주의 문화행사 2013.09.01

8 한겨레21 BOOK [1/2] 2013.09.01

9 경향신문 ‘서체디자인 비엔날레’ 서울역서 내달 11일까지 2013.09.02

10 중앙일보 기차가 떠나버린 그 자리 글자가 연기처럼 흩날린다 2013.09.02

11 코리아헤럴드 The art of typography 2013.09.03

12 세계일보 문화광장 2013.09.06

13 동아일보 구글검색창 자동완성 문장으로 꾸민‘구글 詩學’ 2013.09.11

14 경향신문 “언어는 의미전달이란 강박을 깨려고 한 문자놀이” 2013.09.11

15 소년조선일보 예술이 된 활자 읽지 말고 감상하세요 2013.09.12

16 국민일보 디자인의 발견 (38) 무중력 글쓰기 2013.09.30

17 코리아헤럴드 Festivals to celebrate Hangeul's promulgation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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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매체(매거진) 지면 22건

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1 월간전시 News [1/2] 9월 호

2 럭셔리 문자가 말을 걸어 왔다. 10월 호

3 월간디자인 타이포잔치 2013 :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10월 호 

4 월간디자인 인터뷰 10월 호

5 뮤인 6 DIRECTORS, YOU & I 10월 호 

6 아트프라이스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래 10월 호

7 파운드매거진 글자 예찬 10월 호

8 와플터치 이런 글씨라면 10월 호

9 서울매거진 A SERENDIPITOUS MEETING 10월 호 

10 서울매거진 TYPOJANCHI 2013 10월 호

11 씬플레이빌 그 글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0월 호

12 씬플레이빌 언어예술의 향연 <타이포잔치 2013> 10월 호

13 매거진 Q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10월 호

14 매거진 Q 타이포잔치 2013 10월 호

15 월간미술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10월 호

16 위클리투데이 타이포잔치 10월 호

17 월간 인쇄계 ‘타이포잔치 2013 :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10월 호

18 월간 프린팅 세계 유일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개최 10월 호 

19 W 말하는 디자인 10월 호

20 월간사진 글자, 그림이 되다 10월 호 

21 아트인컬처 시각예술과 언어 사이 10월 호

22 아이디어 

매거진(일본)

타이포잔치 2013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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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105건

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1 디자인정글 갤러리팩토리 홍보라 디렉터 2013.03.12

2 폰트클럽 <타이포잔치 2013> 홈페이지 오픈 2013.08.07

3 연합뉴스 <문화소식> '타이포잔치 2013' 展 2013.08.22

4 폰트클럽 <타이포잔치 2013> 개최 2013.08.23

5 연합뉴스 <금주의 메모>(8월26일∼31일) 2013.08.24

6 머니투데이 문화부, '타이포잔치 2013'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 2013.08.24

7 국방일보 문자의 예술 ‘타이포잔치’ 30일부터 2013.08.25

8 동아일보 국제적 디자인 행사 잇달아 2013.08.28

9 채널A 국제적 디자인 행사 잇달아 2013.08.28

10 뉴스와이어 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가 서울에서 개최 2013.08.29

11 머니투데이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문화역284서 열려 2013.08.29

12 아주경제 ‘타이포잔치 2013: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30일 개막
2013.08.29

13 뉴스토마토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30일 개막 2013.08.29

14 이데일리 [포토]질문에 답하는 이병주 추진위원장 2013.08.29

15 이데일리 [포토]질문에 답하는 김지현 학회장 2013.08.29

16 이데일리 [포토]질문에 답하는 최성민 총감독 2013.08.29

17 이데일리 [포토]질문에 답하는 최성민 총감독(1) 2013.08.29

18 이데일리 [포토]질문에 답하는 최성민 총감독(2) 2013.08.29

19 이데일리 [포토]타이포잔치 2013 개최(1) 2013.08.29

20 이데일리 [포토]타이포잔치 2013 개최(2) 2013.08.29

21 이데일리 [포토]타이포잔치 2013 '문자가 예술이 되다'(1) 2013.08.29

22 이데일리 [포토]타이포잔치 2013 '문자가 예술이 되다'(2) 2013.08.29

23 이데일리 [포토]'타이포잔치 2013'(1) 2013.08.29

24 이데일리 [포토]'타이포잔치 2013'(2) 2013.08.29

25 이데일리 [포토]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서울에서 개최!(1)

2013.08.29

26 이데일리 [포토]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서울에서 개최!(2)

2013.08.29

27 이데일리 [포토]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서울에서 

개최!(3)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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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아이뉴스24 아시아·유럽·북미 서체 예술 한곳에…'타이포잔치 2013' 2013.08.29

29 독서신문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구 서울역사서 2913,08,29

30 서울경제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전시 '타이포잔치 2013' 개최 2013.08.29

31 뉴시스 답하는 최성민 총감독 2013.08.29

32 뉴시스 타이포잔치 2013 기자간담회 2013.08.29

33 뉴시스 타이포잔치 2013 2013.08.29

34 뉴시스 작품 설명하는 최성민 총감독 2013.08.29

35 뉴시스 타이포잔치 2013 기자간담회 2013.08.29

36 뉴시스 ‘타이포 잔치,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팡파르 2013.08.29

37 뉴스에이 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가 서울에서 개최 2013.08.29

38 뉴스투데이 세계 유일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열려 2013.08.29

39 검경일보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막 2013.08.29

40 이슈와뉴스 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가 서울에서 개최 2013.08.29

41 동양뉴스통신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서울 개최 2013.08.29

42 크레이닷티비 세계 유일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서울서 열려
2013.08.29

43 국악디지털신문 문화역서울 284에서 ‘타이포잔치 2013’ 열려 2013.08.29

44 이데일리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민주당 의원들, 현오석 부총리 면담 2013.08.29

45 이데일리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민주당 의원들, 현오석 부총리 면담 2013.08.30

46 뉴스웨이 [오늘의 일정]8월30일 금요일 2013.08.30

47 연합뉴스 오늘의 일정(8월30일ㆍ금요일) 2013.08.30

48 이데일리 글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2013.08.30

49 SBS "대립은 결국 자기 자신"…유영호 작가의 '반성' 2013.08.30

50 한겨레21 문학·음악·미술 등이 하나로 뭉쳤다 외 2013.08.30

51 유니온프레스 [전시브리핑] 작품을 "읽어라"… 세계 유일 서체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08.30

52 연합뉴스 서체디자인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개막 2013.08.30

53 연합뉴스 '타이포 잔치' 축하하는 유진룡 장관(1) 2013.08.30

54 연합뉴스 '타이포 잔치' 축하하는 유진룡 장관(2) 2013.08.30

55 연합뉴스 '타이포 잔치 2013' 개막!(1)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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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합뉴스 '타이포 잔치 2013' 개막!(2) 2013.08.30

57 연합뉴스 '타이포 잔치' 참석한 유진룡 장관(1) 2013.08.30

58 연합뉴스 '타이포 잔치' 참석한 유진룡 장관(2) 2013.08.30

59 한국일보 "2350자 조합 가능한 한글 공간 디자인 도전영역 무한대" 2013.08.30

60 한국일보 활자가 둥둥… 중력을 버리다 2013.08.30

61 뉴시스 유진룡 장관의 축사 2013.08.30

62 뉴시스 인사말 하는 안상수 조직위원장 2013.08.30

63 뉴시스 대화하는 유진룡 장관과 안상수 조직위원장 2013.08.30

64 뉴시스 타이포잔치의 퍼포먼스 2013.08.30

65 뉴시스 '활자춤' 퍼포먼스 2013.08.30

66 뉴시스 '활자춤' 퍼포먼스 보는 관람객 2013.08.30

67 뉴시스 타이포잔치2013 전시 투어 2013.08.30

68 뉴시스 작품설명하는 최성민 총감독 2013.08.30

69 시사투데이 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타이포 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2013.08.30

70 그린경제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오늘 개막 2013.08.30

71 일간스포츠 '활자춤' 퍼포먼스 2013.08.30

72 일간스포츠 타이포잔치의 퍼포먼스 2013.08.30

73 일간스포츠 '활자춤' 퍼포먼스 보는 관람객 2013.08.30

74 일간스포츠 타이포잔치2013 전시 투어 2013.08.30

75 일간스포츠 작품설명하는 최성민 총감독 2013.08.30

76 YBC 연합방송 세계 유일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서울서 개최 2013.08.30

77 중앙선데이 금주의 문화행사 2013.09.01

78 경향신문 ‘서체디자인 비엔날레’ 서울역서 내달 11일까지 2013.09.01

79 중앙일보 기차가 떠나버린 그 자리 글자가 연기처럼 흩날린다 2013.09.01

80 JTBC 기차가 떠나버린 그 자리 글자가 연기처럼 흩날린다 2013.09.01

81 코리아헤럴드 The art of typography 2013.09.02

82 정책브리핑 문자가 작품이 되다!...‘타이포잔지 2013’ 개막 2013.09.04

83 코리아넷 Feast of letters: Seoul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2013.09.05

84 코리아넷 字 的盛宴 首   字   海  年展 2013.09.05

85 코리아넷 フォントの饗宴 タイポグラフィ ビエンナ〡レ 2013.09.05

86 경향신문 "언어는 의미전달이란 강박을 깨려고 한 문자놀이" 2013.09.10

87 채널A 구글검색창 자동완성 문장으로 꾸민‘구글 詩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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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동아일보 구글검색창 자동완성 문장으로 꾸민‘구글 詩學’ 2013.09.11

89 엘르 주말엔 뭘하고 놀까? 2013.09.11

90 소년조선 [특별기획] 예술이 된 활자 읽지 말고 감상하세요 2013.09.12

91 프레시안 디자인은 미술의 동생? 식민지?! 2013.09.13

92 쿠키뉴스 [디자인의 발견] (38) 무중력 글쓰기 2013.09.29

93 폰트클럽 네덜란드 디자인 기행 1 – 강문식 디자이너 2013.09.30

94 서울경제 타이포잔치 2013, 한글 탄생 이전을 상상하다 2013.10.01

95 독서신문 타이포잔치 2013, '한글날 전야제' 개최 2013.10.01

96 월간디자인 타이포 잔치 2013 2013.10.02

97 파운드매거진 [전시] 타이포잔치 2013 2013.10.02

98 EBS 문자의 매력 속으로 '타이포잔치 2013' 2013.10.03

99 디자인정글 보고, 읽고, 느끼는 오감의 타이포그래피 2013.10.04

100 우먼동아일보 [우먼 동아일보]Art 김현미 기자가 추천하는 이달의전시 2013.10.05

101 코리아헤럴드 Festivals to celebrate Hangeul’s promulgation 2013.10.06

102 아르떼365 전통적 텍스트와 예술의 만남 _‘타이포잔치 2013’ 2013.10.07

103 서울톡톡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비엔날레 2013.10.08

104 KTV 서체 디자인 '타이포그래피'의 新 경향 [국민리포트] 2013.10.10

105 경향신문 타이포그래피의 문학적 잠재성을 탐구하다 ‘타이포잔치 2013’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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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매체
- 인쇄매체

별첨 1. 언론 홍보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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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매체 Clipping List – 총 13건
매체 SBS 날짜 2013.8.30

프로그램/분량(초) 12시뉴스 / 49“ 매체구분 지상파

헤드라인 "대립은 결국 자기 자신"…유영호 작가의 '반성'

매체 YTN 날짜 2013.9.3

프로그램/분량(초) YTN24 / 187“ 매체구분 케이블

헤드라인 ‘스크래치 작가’와 ‘물방울 작가’

Typojanchi 2013 117



매체 아리랑TV 날짜 2013.9.6

프로그램/분량(초) 아리랑뉴스 / 141“ 매체구분 해외방송

헤드라인 TYPOGRAPY BIENNALE

매체 KBS 날짜 2013.9.7

프로그램/분량(초) 아침광장 / 94“ 매체구분 공중파

헤드라인 글자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예술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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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KTV 날짜 2013.9.7

프로그램/분량(초) SNS 매거진 / 55“ 매체구분 방송

헤드라인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매체 KBS라디오 날짜 2013.9.8

프로그램/분량(초) 문화한마당 / 1,740“ 매체구분 라디오

헤드라인 (일) 문화한마당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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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EBS 날짜 2013.10.3

프로그램/분량(초) EBS뉴스 꿈꾸는책방/169“ 매체구분 공중파

헤드라인 문자의 매력 속으로 ‘타이포잔치 2013’

매체 EBS 날짜 2013.10.3

프로그램/분량(초) EBS뉴스 꿈꾸는책방/169“ 매체구분 공중파

헤드라인 문자의 매력 속으로 ‘타이포잔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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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C&M 날짜 2013.10.8

프로그램/분량(초) C&M이 간다 / 554“ 매체구분 케이블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매체 SBS 날짜 2013.10.9

프로그램/분량(초) SBS 다큐멘터리/ 2981“ 매체구분 지상파

헤드라인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글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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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KTV 날짜 2013.10.10

프로그램/분량(초) 국민행복시대 / 130“ 매체구분 정책방송

헤드라인 문자의 매력 속으로 ‘타이포잔치 2013’

매체 아리랑TV 날짜 2013.10.10

프로그램/분량(초) 코리아투데이 / 130“ 매체구분 해외방송

헤드라인 Culture station Seoul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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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MBC 날짜 2013.10.14

프로그램/분량(초) 문화사색 / 766“ 매체구분 지상파

헤드라인 글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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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쇄매체 [일간지] Clipping List - 총 17건
매체 동아일보 날짜 2013.8.28

세션/페이지 문화 / 22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국제적 디자인 행사 잇달아

매체 스포츠월드 날짜 2013.8.30

프로그램/분량(초) 연예오락 / 20 매체구분 스포츠지

헤드라인 전 세계 서체 예술을 한자리에… '타이포 잔치 2013'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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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아주경제 날짜 2013.8.30

세션/페이지 문화 / 21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비엔날레’ 30일 개막

매체 이데일리 날짜 2013.8.30

프로그램/분량(초) 문화 / 21 매체구분 스포츠지

헤드라인 글씨,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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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한국일보 날짜 2013.8.31

세션/페이지 문화 / 21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활자가 둥둥… 중력을 버리다

매체 한국일보 날짜 2013.8.31

프로그램/분량(초) 문화 / 21 매체구분 스포츠지

헤드라인 [폰트 디자이너 이호] “2350자 조합 가능한 한글 공간 디자인 

도전영역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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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중앙선데이 날짜 2013.9.1

세션/페이지 문화 / M27 매체구분 주간지

헤드라인 금주의 문화행사

매체 경향신문 날짜 2013.9.2

프로그램/분량(초) 문화 / 22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서체디자인 비엔날레’ 서울역서 내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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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중앙일보 날짜 2013.9.2

세션/페이지 문화 / 26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기차가 떠나버린 그 자리 글자가 연기처럼 흩날린다

매체 코리아헤럴드 날짜 2013.9.3

프로그램/분량(초) 문화 / 16 매체구분 스포츠지

헤드라인 The art of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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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세계일보 날짜 2013.9.6

세션/페이지 기획 / W07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문화광장

매체 동아일보 날짜 2013.9.11

프로그램/분량(초) 문화 / A24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구글검색창 자동완성 문장으로 꾸민‘구글 詩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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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경향신문 날짜 2013.9.11

세션/페이지 문화 / 23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언어는 의미전달이란 강박을 깨려고 한 문자놀이”

매체 소년조선일보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기획 / W07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예술이 된 활자 읽지 말고 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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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국민일보 날짜 2013.9.30

세션/페이지 오피니언 / 26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디자인의 발견 (38) 무중력 글쓰기 

매체 코리아헤럴드 날짜 2013.10.7

프로그램/분량(초) 문화 / 16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Festivals to celebrate Hangeul'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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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럭셔리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Point of View / 

386-390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문자가 말을 걸어 왔다

2-2) 인쇄매체 [매거진] Clipping List - 총 22건

매체 월간디자인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Focus / 180-189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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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월간디자인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Contributors / 14p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인터뷰

매체 뮤인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People / 106-107, 

112-113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6 DIRECTORS, YOU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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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아트프라이스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BEST OF BEST / 98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매체 파운드매거진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전시터치 / 123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글자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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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와플터치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전시터치 / 123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이런 글씨라면!

매체 서울매거진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Interview / 34-35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A SERENDIPITOU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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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서울매거진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Previews / 36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TYPOJANCHI 2013

매체 씬플레이빌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To meet Aritst / 86-87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그 글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타이포잔치 2013136



매체 씬플레이빌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To Look Exhibitons / 

88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언어예술의 향연 <타이포잔치 2013>

매체 매거진 Q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Q’s Theme / -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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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매거진 Q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Q’s Pick / 66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매체 매거진 Q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Q’s Theme / -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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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위클리투데이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Exhibition / -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매체 월간 인쇄계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Art&Culture / 60-63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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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월간 프린팅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Art&Culture / 104-105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세계 유일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개최

매체 W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Interview / -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말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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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월간사진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Details / 46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글자, 그림이 되다 

매체 아트인컬쳐 날짜 2013.9.12

프로그램/분량(초) Focus / 74-77 매체구분 일간지

헤드라인 시각예술과 언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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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아이디어 매거진(일본) 날짜 10월 호

세션/페이지 Exhibition / 206-207 매체구분 매거진

헤드라인 타이포잔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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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심포지엄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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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소리는 그룹에서 제일어린 친구가 만들었고 제작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나서 그들을 찾을 수 있었고 몇 년 전에 다들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려진 작품으론 이것들이 있습니다만 제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다보니 제 작품 중 각광받는 작품은 이것들이 되었습니다. 

전시회와 조그마한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과 문맥상 비슷하긴 하군요.

오늘의 첫 주제는 문맥상의 이미지입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기로 

하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한글과 비슷하다고 느껴서입니다. 무례하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작품의 한 섹션이긴 하나 XX의 DNA 환경이 한글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흥미롭더군요. 이 프로젝트들의 주제에는 파운드 폰트'라는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 표제와 

테마로도 표현되긴 하지만 여기선 여러 방면으로 언어와의 연결을 황철광들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철광은 건전지, 스피커나 전류를 흐리게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스캔들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서 가끔은 제가 직접 스캔을 하기 전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스플릿 체인입니다. 보통 열쇠를 넣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나열함으로서 

여러 숫자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문자를 절대 찾으려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가끔 문자 같은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쇠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들은 

모두 런던에서 찾은 것들입니다만 세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죠.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사진은 잘려나간 자물쇠들을 모아봤습니다. 영국에선 보통 자전거를 

빼앗긴 다음 흔히 보이는 광경이죠. 한국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군요. 이제 보여 드릴 것들은 

샘플 스캔들입니다. 다음은 spoken my own breath라는 작품인데요. 낙하산에 들어가는 실크로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보시는 물건들로도 만들어졌죠. 제가 만들고 있는 작품은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이라면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흑색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여려 색상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xx입니다. 보시다시피 

작품하나에 들어간 물체들이 약 백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자주하는 편은 아닙니다. 1년에 두 작품정도  만들어내죠. 이런 작품에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문자의 사용반복을 피해야합니다. 어떤 때는 미리 그려보기도 하죠.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큰 

조각의 판지입니다. 저 장소는 저의 스튜디오의 일부분이구요. 보통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작은 조각이 나오면 그걸 다시 그려 작품에 삽입하기도 하구요. 이건 검은 돌이고 가끔은 

제가 길에서 찾은 것들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셀로판 조각인데 바람에 날리고 있더군요. 

언어란 것을 표현하기에는 더 이상 적절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별표 

컬렉션의 소스 자료입니다. 와일드 애스터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 모든 건 그리진 않습니다. 그러긴 힘들죠. 가끔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릴 

땐 제가 별표의 모습이 어떨지가 궁금해서겠죠. 사람들 제각각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이건 같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그래픽디자인의 일부분입니다. 저널의 표지이죠. 이제 슬라이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이건 제가 

출판하려는 작품입니다. 이건 600 페이지의 잡지입니다. “Fon De Nas” 잡지와 경쟁해보려 만든 

것이죠. 제 버전의 9월 vogue입니다. 제목은 ‘September magazine’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 폴 엘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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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를 담당하고 있으시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그래픽디자인, 작가, 그리고 문학평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성민예술감독 활판술과 문학 쪽 강연을 부탁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선 제 

작품도 보여드리겠지만 그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시, 문학과 활판술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강연주제의 제목은 시적 물체입니다. OULIPO 그룹에 영향을 받아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ULIPO 그룹은 프랑스 시인들로서 문학으로 선정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져있지만 잠재력이란 아이디어를 

부각시키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첫 질문으론 활판술의 문학적 잠재력은 무엇인가?'입니다. 

심플한 질문이지만 디자이너를 하기위해 문학평론을 등진 저에겐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활판술의 문학적 잠재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기 전 글자가 문학에서 쓰이듯이 

조판은 시에 쓰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평론인 면에서나 시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앵글로 아메리칸 시대 필립 시드니경의 1595년도 글을 참조하게 됩니다. 

시학이나 시는 모사의 예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모사라고 표현하며 그 의미로는 

대표나 모조라고 할 수 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의 정의는 말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활판술과 

그래픽디자인에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 강연을 들으시면서 말하는 그림이란 

아이디어는 시학과 활판술, 시/ 시인과 활판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란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작품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예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와 

문학의 관계와 같이 활판술의 이해를위해서 보여드리는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는 조지 허버츠의 이스터 윙즈입니다. 제가 르네상스 문학을 접하면서 알게 

된 시인데, 시의 형체 때문에 유명해진 허버츠의 시는 1633년도에 허버츠의 사원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시를 만드는 단체였죠. 이 시를 읽으시기 전에 곧바로 이 시의 

제목을 확인하고 나면 본문이 날개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디어와 같이 시를 글로 읽기 전에 모양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죠. 이분은 제가 '다다다'라는 저널에서 인터뷰한 

라이널 맥클라우드라는 분입니다. 서지학 평론가며 암호화된 역사적 문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글을 읽지 않고 전체적인 모양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에서 

사용하시는 기계는

직접 발명하신 것이며 인쇄된 책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프 

넬슨의 1982년도 앨범이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 되었고 활판술을 사용함으로서 성조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활용되었지만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죠. 디자이너인 저로서는 

2. 마크 오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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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내용이 담긴 이미지 사이에 중립적으로 있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문과 일관성은 떨어지지만 중요한 인물들이라 생각되어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마 활판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거라 생각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작품은 밀라메의 ‘Throw the Dice’입니다. 이 작품은 활판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1914년도에 출판되었고요. 시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마셀 

브로테어의 작품입니다. 밀라메의 작품에 대한 반응인데 그의 1969 버전에선 밀라메의 

글을 없애고 이미지로서 부각시킵니다. 활판술이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전강의의 

엘리먼씨가 제시했듯이 문장이나 문단들이 제각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서는 이미지와 시의 공간이란 것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공간이죠. 브로테어는 실패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1964년도 

조각 작품에선 자기 자신의 시집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듭니다. 당시 그는 40세에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여 그의 시집을 직접 사용하게 되죠. 디자인을 하기위해 문학평론을 

등진 저에게는 이 작품이 저희에게 실패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테어에 작품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브로테어에게는 문자가 시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는 리버스라고 정의하는데요. 문자가 간단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물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작품은 플라스틱 형태의 알파벳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면은 알파벳이 문맥상으로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와 활판술의 관계는 문자와 

공간의 생각차이라고 이해됩니다. 또 다른 인물 중에서는 스코틀랜드 시인중 하나인 

해밀턴 핀리가 있습니다. 정원사이기도 했고  조각가 외에도 작은 출판회사를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핀리를 정의하자면 네오 클래시시스트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를 

정식으로 잘 쓰기도 하지만 활판술을 사용했을 때가 그의 절정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작은 카드와 서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가 제일 잘 알려진 것은 그가 정원사였을 

때 일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치한 작은 스파르타라는 곳이죠.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정도 있었고요. 이건 그 정원을 다니다 발견한 작은 

작품입니다. 언어로 향하는 길에는 야생화들과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어있다.'라고 쓰여 

있네요. 작은 스파르타를 걷다보면 언어가 물체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동부로 이사하며 LA에 있는 프랑스 예술가 Guy de Cointet에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가방 쪽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의 활판술은 하나의 

배경 같은 느낌이나 공연의 소품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생산적인 그래픽 디자인일거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 강연을 

위해 준비한 활판술 비엔날레입니다 전시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소품들이죠. 이것들은 

최근 다시 공연에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한 그래픽 퀄리티와 색상 퀄리티가 높아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 시적요소도 들어있어 저에게 뜻 깊은 작품들이죠. 이사진은 그의 공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요즘 신문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죠. 미국 시인인 수잔 

하우도 현재 토픽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브로테어스와 비슷해서가 아니라 시라는 

틀과 활판술 사이에서 다른 언어를 찾아낼 수 있어서입니다. 하우는 파운드 시로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그녀는 문자에서 찾거나 조작합니다. 설명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녀의 대표작하나를 보여드릴까합니다 최근작품이구요 ‘that this’라는 책입니다. 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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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웰딩이 구성한 포토그램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포토그램이란 카메라 없이 만든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특이한 방법으로 독특한 시를 만들어내죠. 그녀의 작품을 

활판술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보단 매개되지 않은 활판술의 시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번 

포터의 작품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는 미국 과학자 겸 시인, 발행자 및 파운드 시로 

유명합니다. 엘리먼씨가 이미지를 찾는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포터는 파운드 이미지로 

책과 시를 쓰게 됩니다. 전에 말했던 말하는 그림을 상기시키게 만들죠. 그는 합치거나 

자르지도 않고 조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활판술을 표현하려 하죠. 그나마 추가한 

거라고는 흰 배경을 삽입시킨 것밖엔 없어 보입니다. 미국 프린트 문화에 활판술을 남긴 

기록들이죠. 다음 2개의 이미지는 제가 제작한 것들인데요. 파운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파운드랑 비슷하며 심플합니다. 활판술을 사용하는 시인들이 아마 이런 관점을 시초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활판술을 바라본다면 이분을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반데르벡은 폼 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5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맨 위에 보이는 비디오 드론은 멀티미디어 이미지 

아카이브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걸 뉴욕 북부에서 만들었고 예술의 본고장으로 

지정합니다. 존 케이지나 앤디 워홀 같은 인물들이 미래에 참여하게 되죠. 비디오 드론은 

요즘 박물관에 다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나 활판술 쪽으로 볼 땐 밑에 이미지가 

좀 더 관련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데르벡의 작품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는 작품이죠. 

이작품은 1964에서 1967년도에 그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켄 놀튼과 함께 

작업했고요. 그는 어떤 메세지에 관한 대답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활판술을 스크린에 

활용하려는 첫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반데르벡의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는 시와 활판술의 관계를 조금 더 좁혀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슬라이드 쇼를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했으면 합니다. 아직 저에게는 이 토픽이 

지도에 여러 지점들을 마크하는 것같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말하는 그림 

같은 아이디어를 의논함으로서 그 지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죠. 저도 모든 디자이너들과 

같이 여러 방면의 미디어를 접하려합니다. 그중에 제 책 디자인을 얘기하고 싶군요. 최근 

몇 년의 작품들을 소개하려합니다. 말하는 그림이라는 토픽인 만큼 그림을 보시고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제가 짧은 해설을 

다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한국 그래픽 매거진에 들어간 제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스웨트 셔츠입니다. 이 활판술은 토트백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공간을 채우는데 쓰이죠. 

다음은 스케이트보드입니다. LA에 있는 회사죠. 이건 예일 대학의 예술 갤러리에 쓰인 

작품입니다. 옆으로 있을 때만 보기가 좋죠. 다음은 JRP 출판사를 위한 책이고요. 이건 조금 

오래된 티셔츠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의미보단 이미지로 

쓰인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오슬로 에디션이라는 작은 출판사를 위해 만든 작품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죠.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고 다음은 두 번째로 출판된 책입니다. 

서간의 에세이들입니다. 중간에 이미지 같이 형성된 파트는 활판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건 시카고 그룹 갤러리 쇼를 위한 카탈로그입니다. 이건 LA 건축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다음은 제가 칼 아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만든 실러버스입니다. 수업에 

관한 내용들은 반대편에 있죠. 디자인이나 파운드 물체들이 이 실러버스에 있죠.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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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가스타이너라는 학생입니다. 수업 때 반응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죠. 

다음은 LA 갤러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건 실러버스들입니다. 왼쪽으로는 

제가 가르쳤던 주제인 ‘좀비 모던이즘’이고 오른쪽엔 강의내용인 활판술입니다. 다음은 

엑스퍼서스라는 그룹의 최근 프로젝트를 조금 선보일까합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예술대학의 학생들이죠. 전시회와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고 왼쪽에 보시는 로고는 

제가 디자인 한 것입니다. 계속 사용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기도 하죠. 첫 

프로젝트 소개로는 브로드타입에 광고입니다. LA에 카르마 워크숍이라는 곳을 광고하는데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뉴욕에도 있고요 조그마한 샵이죠. 다음은 필름 상영을 광고하는 

작은 포스터들입니다. 왼쪽엔 데이빗 보위와 래이너 밴햄를 포함시켜 BB라는 문자를 쓰고 

이미지를 삽입시켰습니다. 오른쪽엔 앨렌 플렛처 타입의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스콧 베리가 만든 타입페이스입니다. 칼 아트에 있는 제 학생 중 하나죠. 칼 아트에서 초반에 

만든 프로젝트라 여기 삽입시켜봤습니다. 이건 ICA를 외해 만든 포스터들입니다. 세 겹으로 

접히게 만들어진 포스터였죠. 이건 엑스펄서스 프로젝트에 3번째 작품입니다. 가구들은 독일 

디자이너 xx가 만들었고 LA에 웬디 야오라는 분이 가게를 하고 계시죠. 다음은 좀 더 넓은 

폰트의 디자인들입니다. 왼쪽엔 예술가 코리 아크엔젤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게시판입니다. 전시회 중에 프린트들은 여기다 하나씩 걸어놓았는데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엔 벽이 작품들로  꽉차있더군요. 이건 LA 예술가 몽고 톰슨의 아트 북입니다. 그는 여러 

매거진 로고를 세심히 다시 만들었죠. 저도 그와 같이 이 프로젝트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시적 활판술을 찾는다면 아마 이쪽이 좀 더 가깝겠죠. 다음은 엑스퍼서스가 만든 넓은 

사이드 디자인들입니다. 최근의 작품들이죠. 이것들은 뉴욕 출판사 ‘Primary information’ 

에서 큐레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이 출판사에선 1970년도에 출판된 개념주의에 책들을 재 

발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활판술에도 관심을 가져 같이 출간되고 있고요. 커튼은 

사라 크라운이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색상을 이용해서 작품에 쓰이기도 했죠. 여기서 잠시 

슬라이드를 멈추고 이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박물관에서 이벤트를 

하면 이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적은 것도 많습니다. 이벤트가 2-3명 정도가 

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면 디자이너로선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에 관한 

반응을 즉각 받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주에 포스터가 올라가면 다음 주엔 다른 

포스터가 올라가고 저번 주에 걸렸던 포스터에 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디자이너로서 

관객들의 반응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즐거웠습니다. 관객하나하나가 작품의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있을 상영에 관한 포스터입니다. 상영할 내용에 관해 설명하죠. 

배경에 보시면 달러와 여러 문자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실러버스 몇 개 더 추가했고요. 

왼쪽에 작품은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지금 관객 중에 제 학생한명이 있는데 

이 작품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LA에 공식 언어를 찾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른쪽엔 폴 

맥카트니와 파모톨로지라는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슬라이든데요. 

최근에 제 학생들이랑 만든 팝업 스튜디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석사 학생들과 세미나를 

열어 출판과 유통을 생각하며 주말에 스튜디오에서 이런 포스터들을 만들었죠. 이런 방법은 

최근 몇 달 전부터 쓰고 있고 학기 막바지에 적용되었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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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있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품들을 연관 짓지 않고 

따로 보기도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활자체 

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시리즈는 다르게 불립니다. 이 프로젝트는MOUTH를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4가지 디자인을 부탁했고 모두 SEBAUS사람들을 생각하며 제작했습니다.  

ROSEK BAULELL 부터Paul Klee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작품을 한번 보시죠.  

이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디자인에 3개월이 걸려 전체를 

디자인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기초로 두고 활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딴 곳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ICHEANIA를 시작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바쁜 시기였죠. 바로디자인 보다 영감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CHUNGYANYEE에 간다면 전 세계적인 

것이죠, 이 대학교의 PC입니다. 같이 코딩을 하고 싶어서 저게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DVIAT 제작도 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주죠. 이런 것은 첫 째로 

잘라야합니다. 하지만 전 만족하지 못 했어요. 때로 그래픽 디자인은 장애물을 요구합니다. 

이 작품은 DEEPAD라 합니다. 저는 단어 위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더 뚜렷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물을 만들고 글자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글꼴 

입니다.잠시 다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털과 깃털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죠. 

너무 빠른가요? 상상해보시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털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털을 더하면 여기 얼굴이 보이게 되고 작품의 내면을 

대표해주고 마지막으로 외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해서 본인이 얼굴 안에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밝은 

빛과 같죠. 경치 속에 있는 자신의 눈알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작은 시리즈로 시작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색다른 그림이 나오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반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호주에 Ben이 요청한 작품입니다. 사실 '반동 소매' 디자인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선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서 thomp plate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인치가 있고 멋진 작품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보면 얇은 것이 cold plate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탁이 있고, 막혀있습니다. 여러분이 5cm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서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리에서 반사되는 건 볼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반동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NYAGE 와 

SONG을 생각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MYAGE를 위한 

케이크 입니다. 갑자기 두 조각이 이 MYAGE케이크 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MYAGE에 대해서는 말고 CAKE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죠. 가운데에 있는 두 조각도 

생각해보시죠. 명확해졌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시죠. 첫 번째 조각은 커다란 

추상화가 됩니다. 더 설명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후에 20losspictures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제작되었고 이 조각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후에 몇 가지 실험을 

3. 카를 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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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각을 한 뒤에 부품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PS 동기로 만들었죠. 이 건축물은 

PS동기로 건축되었습니다. 뒷부분이죠.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이런 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a단계, 그리고 b단계를 보시죠.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 활자체는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U 활자체가 있고 그리고 이 이탤릭체를 부셔야 

합니다. 이것을 치우고 이것들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활자체는 LEVE JACKSON이 

부탁한 암스테르담 스튜디오 입니다. 이 활자체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이니지 활자체였습니다. 여기 있는 활자체는 공간의 흔적입니다. 더 작은 모델이 

있습니다. 활자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활자체를 보시죠, 2u와 3u가 

있습니다. 흔한 활자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유닛이 

있습니다. IDENTITY 에서 요청받은 CANDADO 입니다. 뛰어다니는 금속 토끼 아시죠? 

그래서 이게 들판입니다. 건축물에 기반을 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건축물 

모서리이고 3유닛과 4유닛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겨져서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거의 2 유닛이고 속에 나의 구조물과 유닛 2개가 있습니다. 그냥 스케치를 했고. 이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지붕을 추가하고, 이 지붕은 반동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항상 

이중 그림과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이위에서 

움직이는 조각으로 우연히 만들어집니다. SWELGARFIAGE DERM에 있는 전시회를 위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다음 프로젝트를 보시죠. 이 건 '놀이 시간' 이라고 합니다. DEFORMAT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날마다 쇼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1유닛을 그렸고 매번 새로운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글씨를 재생해드렸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통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30. 프랑스 감독입니다. 사진은 각자 검색해보세요. 또 공연과 

움직임이 시간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한 번 이런 일을 해봐서 

좋았습니다. 분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글꼴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또 최소화 

시킬 수도 있고 연필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도구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인쇄했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은 공연보다 자기 일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라주를 만들었습니다. 책에 흑백으로 삽입했습니다. 

가짜 움직임과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 전 DVD가 있을 수도 있죠. 쇼가 

끝나고 DVD를 제작했고, 이러한 조각을 그렸습니다. 마무리로 작은 조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건축 조각이 보이고, 더 작은 활자체가 보입니다. BAUHAUS라는 신호 

활자체는 POLITE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MARCEL BREUR 관련 작품입니다. 그는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저는 도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러한 큐브 

활자체가 나옵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후에 아르헨티나의 MARAPLATA라는 

도시입니다. 1969년에 완공한 ARMSTRONG POMPETTI 건물입니다. TARTA ETINSTEIN 

건물 안에 사슬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안정적이고 안에 축적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다시 PULPLAY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사슬에 대해 더 생각해 첫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 수 없었고,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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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은 ARTFOUL을 발견했고, 안에 선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했고. 

재난에 대한 것이죠. 이 과정은 FLY라 불리고 역시 재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에 놓으면 

됩니다.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벌써 재난이었기 때문에 모델을 보시면 

항상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세우고.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석고나 

수작업이나 제거하거나 케이크 조각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CHOSEN WOOSCRIPTURE 

입니다. 시작 전 WEEKDAY MUSEUM에 그림을 그립니다. 최근에, ARMSTRONG 

건물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글꼴로 이러한 종류의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ASDA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나무 알파벳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활자체를 위해 그린 처음 스케치 입니다. 개미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POLITE 

SOCIETY의 인원들은 이 모든 것을 디자인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물은, 사실 숫자와 

주제였습니다. 파내는 활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Jean활자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활자체는 Jean 이라 하고 lyno가족이 따로 있습니다. FACEBOOK 

글을 쓰는 것과 동시에 같이 디자인한 활자체 입니다. 디자인 하는데 3년이 걸렸고 BAUS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새 글꼴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lyno jean의 마지막 

색감은 JULIES 31을 기초로 합니다. UELS의 GEOTOLOGY를 보시죠. 일본인 프랑스인이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LYNO STAN은 STAN CUBILAGE에 대한 것이고, 미소를 짓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벌써 우주(공간)에 있네요.... Lyno jean입니다.SYRIA and POET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활자체는 그의 시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박스를 스케치하고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수평선 줄과 수직선 줄이 선명해서 

좋았습니다. TUEL의 작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알파벳 종류입니다. 화면이 인식하지 

못할 때 원형의 대각선은 픽셀이 됩니다. 여기 있는 원형들을 다 변경했고, 대각선도 

모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케치를 보시죠.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자체 세트 작업을 할 때 모든 게 조화로워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완전한 세트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대문자 세트도 있습니다. 후에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뼈대와 받침대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엑스레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스케치입니다. 

어떻게 디자인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시된 상태 입니다. 대상을 파내거나 

오려낼 수 있습니다. TOTAL CONTROL의 의뢰 했습니다.전에 같이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티셔츠를 제작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매우 신났습니다. 구멍을 채워나가면서 활자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케치가 있고, 이건 완성된 티셔츠 입니다. 또 다른 

조각입니다. '해야 할 일들' 전시를 위해 제작한 활자체입니다. 또 다른 작품입니다. 

BORRIS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은 분자로 만들어져있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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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샤오마거 (샤오마거&청쯔)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는 이 책의 인터뷰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표시하는 건 커피숍이나 찻집에서 인터뷰 시 항상 들리는 다른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내부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것은 한 여성 조각가의 작품집입니다. 이 조각가의 

작품들은 모두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를 주제로 합니다. 말의 피부느낌을 나타내려고 

표지는 피부색의 인조가죽으로 작업 했습니다. 동화 같은 느낌이죠. 내부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것은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텍스트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좋아하는 

것' 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한 예술가가 바젤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만든 작품집입니다. 

디자인의 영감은 월가의 시위 피켓에서 얻었습니다. 그 예술가가 바젤 전시회에서 시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목차 화면입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유소동이 화전에 있다', '신장의 새로운 발견’ 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두 가지 다른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소동이 화전에 있다’, 두 번째는 ‘신장에 대한 새로운 

관찰’이죠. ‘유소동이 화전에 있다’는 유소동이 신장에서 했던 창작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소동은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예술가이며 그의 작품은 중국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새로운 관찰’은 몇 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신장에서 현 상태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서 유소동이 화전에서 행한 창작 프로젝트의 학술배경을 

제공합니다. 이 장면은 유소동이 신장 현지에서 창작하는 화면임과 동시에 책을 펼친 후에 

보이는 첫 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을 첫 겉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소동이 화전에 

있다'에는 캔버스가 쓰였습니다. 이런 재료를 내지에서 사용하고 인쇄했습니다. 이 부채처럼 

접힌 페이지를 펼치면 목록이 보입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일기 내용이 담긴 페이지입니다. 일기부분에서 현장의 사진을 같이 넣고 작은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책은 ‘신장에 대한 새로운 관찰’이라는 책입니다. 똑같이 

캔버스로 내지에도 같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신장에서 세미나를 하는 장면의 흑백 

사진입니다. 책의 제목은 ‘세계의 끝과 매정스러운 신들이 사는 곳’ 이라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매우 예술적인 경지가 나타납니다. 초연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고품격을 위해 투명한 

종이를 선택했고 책을 만들 때 습자지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적인 습자지와 

다른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개조하고 또 실험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선택에는 딱딱한 내지 선택하고 밖에는 엷고 투명하고 부드러운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지를 넘길 때 손의 느낌이 편합니다. 그리고 안쪽의 

페이지에 빨간색 글씨를 인쇄하고 바깥쪽의 페이지에다 기호를 인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멀지만 가까운 느낌이 들게 합니다. 기호의 디자인을 회고하는 태도로 중국의 

옛날의 신문의 디자인을 참고했습니다. 다른 처리를 거쳐 활판 인쇄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이 화집은 판다를 전문적으로 그린 예술가의 작품집입니다. 

이 책의 겉표지는 판다의 피부 특징을 모방하기 위해 플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흑백으로 

했고 나중에 작품의 주제를 나타나기 위해 녹색도 첨가했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페이지는 

우리가 예술가의 작품 중의 일부분만을 추출 편집한 것입니다. 이 화면들은 작품을 볼 때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이런 처리를 거치고 확대한 후의 시각효과가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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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작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예술가가 그저 7장의 작품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을 목록을 정리하듯 만들면 심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한테 작품을 만들 

때의 일기 같은 것도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이 책의 내용이 풍부해진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만유’라고 합니다. 이 책의 편집 방법이 꽤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당대에 대표적인 아홉 건축물과 유명 작가 9명을 선택하여 구경하라고 

초대했습니다. 작가와 건축가가 1:1로 건물에 대해서 소설을 씁니다.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제 생각은 건축가든 작가든 다 같은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을 끌어와 

이 건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건축을 소개하는 동시에 

문학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의 디자인 원소인 점 선 면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만유이며 저는 점, 선, 면의 만유이라고도 부릅니다. 점 선 면으로 

작품의 주요 시각이미지를 구성했습니다. 책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 특별히 

마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의 인쇄과정에 시간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검은 부분은 인쇄를 잘 아는 분은 다 아실만한 예전의 출판물들을 제작할 때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이 책의 겉표지는 한장 한장 정성스럽게 디자인했습니다. 이 화면은 

저작권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아홉 건물의 도시 지도입니다. 반투명의 인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목차 화면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분홍색 페이지는 

건축물의 소개 및 위치 화면 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아홉 건물 중 하나의 효과그림 화면입니다. 중국 전통 기법으로 인쇄에도 독특한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다른 건물입니다. 소묘기술로 제작 신문용 회색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작은 페이지는 접어서 책에 끼워진 것으로 사실 

이것은 포스터입니다. 정면에 9명의 작가가 건축물을 구경하는 사진을 담고 있으며 지금 

보이는 뒷면에 작가들이 관찰하는 상황을 기록한 글들로 언제 누구와 무슨 교통수단으로 

관찰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책에서의 작품 페이지 번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책의 주된 시각 기호인 점 선 면들을 썼습니다. 이 화면은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시간의 흔적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점3개로 디자인한 제목 페이지입니다. 이 3개의 점은 건축물 3채가 

각자 상대 위치를 보여줍니다. 페이지마다 다양한 점 선 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치 이들이 

책에서 <만유>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그린 건축가들의 화상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힘줄이 1이다>입니다. 처음 이 책 제목 중 '하나'는 숫자 1의 한자 一를 썼다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숫자 1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여 책 내용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작가가 인체기관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책 겉표지 디자인을 

사람의 대장 모양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종이를 양쪽으로 계속 접어서 만들었고 다 

펼치면 8미터 정도로 그 사이에 색종이를 꼈습니다. 이 화보 책은 종이 전시회처럼 보이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전시회 입구에서 들어가고 출구까지 걸어가면서 작품을 하나하나씩 보여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책의 디자인과 겉표지 제목의 디자인 종이를 접어서 펼친 효과 

모두 책의 주제에 맞게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비행기와 낙하산>입니다. 이 책은 

쉽게 때가 탈 수 있는 흰색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젊을 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의 생전 작품들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는 정상적으로는 책의 겉표지와 밑표지여야 하지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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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표지는 책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책의 주인공이 사망 전 중국 예술을 서방국가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책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영문의 

가로형 판본입니다. 왼쪽으로 넘겨보면 중문의 세로형 방식입니다. 이것은 영문 페이지의 

디자인 화면입니다. 이 책은 어떤 전시회의 영국판 디자인입니다. 이 안에 14명의 영국 

디자이너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예쁘게 디자인한 책입니다. 화면에 녹색 한 

줄이 보이죠? 오른쪽에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지금 녹색 줄이 있는 페이지가 아주 잘 

보이고 있죠? 이 책에는 이런 페이지가 14 장 있습니다. 책의 다른 페이지보다 조금 밖으로 

나와 있으며 이런 디자인은 빠른 독해를 위한 시도입니다. 페이지마다 디자이너 한 명씩 

간단히 소개하고 있어서 디자이너에게 흥미가 있다면 계속 책을 읽으면 되고 만약 흥미가 

없다면 그냥 다른 녹색 페이지로 넘겨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면 되죠. 지금 이 책은 4쪽 

방향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죽 훑어볼 때 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효과가 적용된 화면입니다. 이 표지 디자인은 여러 번 덧칠한 유화 기법입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당시 작가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에 작가의 갤러리와 작업실로 가서 그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본 유화 작품들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업실의 천장 바닥 캔버스 모두 다양한 유화 재료들로 가득 차 있어 예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이 책에 나타내어 작품을 표현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청춘>으로 작가는 아직 유명하진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작가의 예술성을 

보기 위해 작업실로 찾아갔었으나 완성된 스케치는 없었습니다. 단지 만화와 미완성 작만 

보았고 그것만도 괜찮았으나 이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못생기고 추상적이며 특이합니다. 

그래서 책에 비뚤어진 기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호 안 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모두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동시에 이 책의 리본에도 비뚤어진 기호들이 있습니다. 책의 

페이지들이 연결되어 독자가 직접 잘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네 글자로 의향차생(意向此生)이라 합니다. 한 페이지에 

한 글자만 보이게끔 디자인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의 이유는 작가가 색채 예술가이기 때문이죠. 분홍색녹색금색 컬러들은 

작가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이 컬러들은 책의  전반적인 색채를 나타내죠. 본문 부분도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당지로 되어 있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노래를 부르는 별’입니다. 책 이름 처럼 책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책을 여는 순간 <동방홍>이라는 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곡을 택한 

이유는 작가가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는 1970년대이고 그때 당시 인공위성은 또 다른 큰 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동방홍>이라는 노래를 틀어주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책의 주제와 관련된 이곡을 삽입한 

것입니다. 음악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여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텍스트 페이지에서는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구분을 위해 시각적 부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모든 이에게 환영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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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마다 다케시

안녕하세요. 동경에서 그래픽디자인을 하는 하마다라고 합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에는 별로 재주가 없으므로 일단 제가 타이포그래피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트디렉션과 함께 타이포그래피작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제자신과 타이포그래피의 거리감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전 그래픽디자인에 있어 타이포그래피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을 

레이아웃할 때 순수한 창작활동 예를 들면 네모나 원 세모 등의 글자모양을 레이아웃할 때 

단순히 여기 이런 형태가 있고 위에는 이런 색이 들어가고 아래는 이런 색이 있고 하면서 

글자는 없이 레이아웃해 왔지만, 타이포그래피를 작업할 때는 그 속에 언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연관되면 역시 자신의 의식 같은 것과도 엮여져 순수하게 조형적 의미 

이외의 부분에서도 레이아웃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 있어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저도 흥미를 갖고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만 서체설계 폰트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추구해 나갈수록 그 깊이에 오싹해질 정도로 심오한 세계란 것을 알게 됩니다. 12년 전인 

1999년부터 2000년 즈음의 일인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간 유학할 당시 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헤르만차프라는 유명한 타이포그래퍼이자 폰트그래퍼가 계셨습니다. 

우연히 뵐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저는 과제로 일 년에 한 번씩 서체를 만드는 작업을 

했기에 그 전설적인 타이포그래퍼 헤르만차프씨 댁에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미숙하지만 제가 만든 서체랑 포스터 레이아웃 같은걸 들고 헤르만차프씨를 

찾아갔습니다. 어설픈 영어로 질문했습니다만 여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항상 신경쓰였던, 서체를 만들면서도 궁금했던 것인데요. 알파벳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스펠링인지 물었더니 잠시 생각한 후 대문자 M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왜 M인지 더 깊이 고민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소리의 톤 같은 

것에서 예를 들어 Optima라는 서체는 하나의 서체를 만드는데 6년이 걸렸다는 말씀도 

들었고 소리의 깊이라고할까 정말 소리를 만드는 사람의 대단함을 부드럽게 쓴웃음을 

지으셨지만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일을 

해왔는데 역시 헤르만차프씨를 만나고 타이포그래피의 본질이랄까  제대로 된 서체 설계를 

접하게 된 이후로 그것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떡하면 훌륭한 

화면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작업해왔는데요. 티셔츠와 CD 자켓 일을 할 때 약간 벽에 

부딪혔다고 해야 하나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 온, 이런 형태의 조합이 더 낫다거나 이런 

서체를 쓰면 다 된다는 정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티셔츠 같은 경우 무조건 

이게 좋다할 순 없지만 레이아웃 잘해서 만들어놔도 자기만족이겠지만 입었을 때 뭔가 

이거다 싶은 느낌이 딱 오지 않을 때 감각적으로 벽에 부딪혀 한때는 지금껏 공부해온 

것들이 도대체 뭐였나 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설을 무시하고라도 깨진 

듯 한 서체로 구성하거나 펑크뮤직 같은 앨범자켓이나 그런 종류의 티셔츠를 만들 때는 이런 

기술이 내가 여태 쌓아온 것들을 던져버리고 만듦으로서 나만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훌륭하다는 것 

서체를 잘 만드는 것도 훌륭하고 그것을 깨버리는 것 역시 훌륭하다 어느 한쪽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모두 훌륭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차프씨를 방문했던 때가 1999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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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5년 전인 1995년 즈음에 아이디어라는 일본 디자인 잡지에서 뮐러브로크만이라는 

스위스 타이포그래퍼의 포스터에 매우 감동받아 문자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독립해서 디자인을 하기까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까 그 티셔츠나 CD 자켓, 다른 선진매체들을 

접해오면서  문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일러스트라던지 머릿결 혹은 포토그래퍼들이 

편집하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거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같이 전부 저의 디자인 

속에서 같은 선상의 소로서 느껴지게 되어서 글자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언어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떠한 형체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색깔, 

스타일링, 헤어, 메이크업, 인쇄 등에 지나지 않은 그저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라도 역시 지금까지도 레이아웃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면서 가장 집중하여 

즐겁게 신경 쓰는, 황홀감마저 드는 것이 문자배열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떼어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 자신이 이런 딜레마를 가지며 공부해 오면서 이런 문자조합에는 이런 서체가 

좋다는 명제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나오는 놀라움 같은 것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양립해갈 

수 있는 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하며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이 나오지 않은 채로 불만이 쌓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날 잡지를 보고 있는데 일본 

그래픽디자이너 중에 핫토리카즈나리씨라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이 어떤 

대담에서 3줄 정도 쓴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글자를 존중하고 추구해나가는 자세와 

글자 따위는 읽을 수 있으면 됐지 하는 감각까지 갖춰지면 좋을거란 생각이 든다는 글을 

읽었을 때, 제 안에 뭔가 막혀있었던 것과 왜 이렇게 될까 답답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왠지 그 3줄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어 매우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자세, 글자는 읽어지면 된다는 감각이 둘 다 있다는 것은 언어로서 매우 자유로운 

것이어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여유로운 말인 것도 같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문제로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말 확실한 자신만의 답이 나오는가가 양쪽 모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대충 한다고 마냥 편하게 더 나은 대답이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연구하고 구축하고 엄밀히 따져보는 과정에서 이거다 싶은 답이 나온다기보다 

어느 쪽에서든 답이 도출되어버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제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굴려서 작업해가는 

과정 속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자유로우면서도 반대로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보람이 있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며 더 좋은 방법이 

있진 않을까 하는 과제가 남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렇게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타이포그래피나 그 외에 사진 디렉션도 하고 사진촬영부터 일러스트레이터, 앨범 자켓 

제작까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이것도 첫 줄은 제가 직접 레터링한 

거고 이건 서체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보거나 이것은 한 패션회사 카다로그를 웹과 

동시에 만든 건데요. 이 글자들은 제가 날려 쓴 게 아니라 이 의류브랜드 디자이너의 

자녀분이 낙서한 글자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런 것도 무엇이 가장 리얼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에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체를 사용하여 그 

속에 요소들을 겹쳐 만든 것입니다. 아까 잡지기사에서 화가 핫토리 카즈나리씨를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글자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자세와 글자 따위는 읽어지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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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냐는 자세가 둘 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이 정말 저에게는 어려운 말이기에  이 

이상 공감하는 타이포그래피 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타이포그래피와의 거리감입니다. 잠시 이대로 슬라이드를 켜놓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존재하는 영역도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공유하는 영역과 공유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생각한다는 것과 느낀다는 두 가지 회로가 있을 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말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느낀다는 것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글자를 배열할 때도 1미리씩 1미리씩, 1미리씩 좁혀 가면 그 다음엔 거기에 맞춰 행간도 

좁아지니 조금씩 행간을 넓히고 행간을 넓히면 이번에는 아래쪽 캡션의 글자를 다시 

맞춰야하고 그것을 레이아웃하면 이번에는 서체를 바꾸고 이렇게 반복해가면 무엇이 

훌륭한 서체의 완성형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온 글자를 인쇄지에 

먹으로 인쇄하는 경우와 광택지에 시안 인쇄하는 경우와는 글자편집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답이 없다고 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어디서 답을 찾을지 스스로 무엇을 답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이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구해가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완성된 

것에만 존재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를 편집할 때 제가 커터로 

잘못 잘라서 글자까지 잘린 것을 버리려했는데 그것이 꽤 괜찮은 것 같아 다시 가져와서 

배열해봤더니 이제까지 찾았던 것이 사실 이거였구나 할 때가 가끔 있어 정설이다 아니다에 

관해서는 제 안에서 기준을 없앴습니다. 반드시 상반되는 것끼리 만나거나 전혀 이질적인 

조합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가 있진 않지만 제 안에서 그렇지 않은 형태로 도출되는 

것이 있는가하면 전혀 다른 존재의 것이 생각지 못한 형태로 도출되어 굉장히 감각적인 

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성 고객과 일할 때와 남성 고객과 일할 때 다른 점은 남성 고객과 일을 할 

때는 다음은 이러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식의 대화로 논리가 

완성되는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서 결과보다도 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여성 고객과 일을 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지금껏 대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게 좋다 하는 식이 꽤 있어요. 금붕어라는 제목을 받고서 CD 자켓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수조를 그려서 물을 넣고 금붕어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자켓으로 하면 어떨까 

물으니 아니다. 그건 재미없다 그럼 금붕어는 무엇일까, 하며 금붕어를 자세히 보니 입에서 

뻐끔뻐끔 거품이 나오고, 거품을 뿜어내는 것을 가까이 보면 마치 파란색 속에 흰색 거품이 

있어서 그건 구름같이 보여서 구름이라면 하늘을 올려다보니 금붕어가 내뿜는 거품같네 

하고 그 하늘 사진을 찍어서 금붕어라는 자켓을 만들었더니 그 고객은 그게 바로 제가 말한 

금붕어였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껏 들어왔던 것에서 뭔가 하나 탈피해야 할 때에 

정설이 그것을 도와줄 때도 있고, 정설이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설을 무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복잡할 순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중에 몇 장정도 호랑이 

슬라이드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했듯 독일에 있을 때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독일인 동기가 디지털미디어로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때 마침 컴퓨터로 재미난 것을 하려던게 있는데 바로 플립북 그때 처음으로 플래시 

지금은 어도비 플래시입니다만 당시엔 매크로미디어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플립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그림을 연결해서 플립북을 만들어 본 

겁니다. 디지털미디어 작품을 만들어 달라길래 그럼 디지털상으로 플립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만든거죠. 단순히 페이지가 넘어가고 불꽃이 터지는 내용으로 제목은 DAUMEN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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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로 플립북이란 뜻인데요. 그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만들 때 종이로 만들면 인쇄비가 드는데 디지털은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글을 쓰는 사람과 그림 그리는 사람, 사진소재를 받아서 직접 

편집하고 타이거의 페이지 수 같은 경우 일반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사실 인쇄할 때 정확히 

나눠지는 4의 배수로 페이지 수를 정해서 전반과 후반에 광고를 넣고 서체도 픽셀 상의 반경 

같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비트맵 폰트라는, 지금은 깔끔한 아웃라인폰트가 쓰여지지만 

당시에는 OS9도 있어서 비트맵 글자는 아직 이었는데요. 비트맵 글자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플래시 안에 첨부하고 그때 8픽셀을 쓰는 것이 좋을지 9픽셀을 쓰는 것이 좋을지 

9픽셀이 읽긴 쉽지만 문장이 페이지 밖으로 나와서 8픽셀로 하고 8픽셀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를 글자의 비트맵 폰트, 서체는 잊어버렸는데요. 그것을 참고해가며 타이거라는 

비트맵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폰트화해서 만들 때 그림을 삽입하고 읽을 수 있게 

그것은 작아서 실제로는 읽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얼마나 읽기 

편할까를 추구하려 했습니다. 이후 다양하게 메일을 주고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기고 받아 첫 

베이직 라인을 만들거나 처음에 제 그래픽을 넣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넣고 거기에 크레딧을 

넣고 링크를 걸어서 링크가 넘어가면 종이 잡지엔 없는 직접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링크가 

되는 것이 요즘 같으면 평범한 일이어도 종이 책은 자기가 넘겨보면서 직접 전화하거나 

해야 하지만 인터넷은 이거 봐볼까 싶으면 바로 타고 넘어갈 수 있고, 다양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2000년인데 그때부터 30호 정도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다음에 웹상으로 공개할게요.  

www.tigermagazine.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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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개받은 잡지 아이디어의 무로가입니다. 어제부터 재미있는 세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편집자의 관점에서 그래픽디자인, 

타이포그래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노트를 사용하는 게 처음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긴장도 됩니다. 잡지를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하나의 발자취, 그러니까 사고의 발자취라 하면 될까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아이디어라는 잡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테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잡지는 제 2차 세계대전 전인 1900년경 처음 생긴 광고 

잡지입니다. 일본 최초이니 어쩌면 아시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상업미술, 광고 쪽 

전문잡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고계라는 잡지는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빨리 

넘어가네요. 1953년에 재창간이라기 보다는 재출발했습니다. 전쟁 후의 재건 속에서 

예를 들어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의 의미 광고의 의미 등에 대한 국제적인 문맥을 

재소개하고 국내외의 교류를 도모하며 디자인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이 

잡지입니다. 슬라이드가 빨리 지나가는데요. 초창기 스타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계 

시절부터 세어보면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20세기의 디자인 변화와 함께 

발맞춰 온 잡지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잡지 아이디어와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픽디자이너가 아니었고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트나 철학 같은 

학문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제가 느끼는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언제나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일본에는 특히 외래어가 많아 이런 개념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 중요한 과정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픽, 디자인, 타이포그래피의 

의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사전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쭉 이어진 영국의 유명한 사전입니다. 영문과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이 참고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권 단어의 어원을 비롯해 이 단어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건 

19XX년 이 책 이 부분이 처음이라는 것을 전부 조사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사전입니다. 

이를 물론 많은 조사원들의 힘으로 요즘의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지식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을 아날로그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은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를 

영어발음 그대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언어로 보면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어원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정도 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라틴어에서 로망스어를 거쳐 프랑스어로, 또 영국으로 이러한 오랜 과정을 거쳐 

영국에 정착했으며, 19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것이 예를 들면 디자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산업을 만들었고 산업혁명, 근대화를 이룩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받아들여 근대화를 

도모하려 한 것입니다.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라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이것을 

나무라고 가정한다면 가지 끝의 100년 정도만을 이 땅에 심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근대적인 영역 즉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 그 의미를 현재 영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들여왔을 때 예를 들어 타이포그래피는 

6. 무로가 기요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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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와 그래피의 조합입니다. 타이포는 어떤 성질을 가리키거나 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다는 건 타이핑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는 그리는 것을 말하며 이 둘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이란 디와 사인의 조합어입니다. 이는 디세인 등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하다, 의도하다, 기획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언어의 

구성, 의미, 내용이 일본 문자체계인 가타카나나 아시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방금 전의 타이포입니다. 일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주제에서 벗어날 지도 모르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저는 1999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컴퓨터, DTP 즉 데스크톱 퍼블리싱 

등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타이포그래피를 세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1990년대에 생긴 것입니다. 기원을 따지자면 1984년 매킨토시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조판, 타이포세팅, 타이포그래피가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의 조판 즉 타이포세팅, 

타이포그래피는 주로 인쇄소 직원 담당이었습니다. 디자이너가 크기, 언어 등을 지정해 

인쇄소에 넘기면 문자, 활자로 새겨져 완성됩니다.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 이래의 역사와 

함께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지식 체계, 기술 체계를 함께 공유하거나 축적시켜 왔습니다. 

역사책이나 지금 간행 중인 다양한 문헌 등에 굉장히 공감할만한 4~5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타이포그래피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컴퓨터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갑작스럽게 문자부분을 맡거나 그래픽디자이너의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이 저렴하고 빨라 좋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던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등에 따라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한꺼번에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버렸지요.  

그러나 당시에 현장의 직원들이 쌓아온 지식 체계라든지 활자가 만들어지는 법 고품질의 

형태, 활자, 타이프페이스 고르는 법 등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하우가 계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역은 어디까지나 현장 직원들의 세계로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읽을 만한 지침서와 같은 책은 없었습니다. 이 때 갑자기 그래픽디자이너가 

글자를 치고 글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고, 

볼품없는 조판, 타이포그래피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동문제로서 디자이너는 

같은 금액으로   지금까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조판을 만들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 그래픽디자이너의 부담이 점점 늘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령 문자의 요소 등은 물론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업무상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이 부분도 해야 한다거나 적은 비용으로 빨리 진행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타이포그래피의 품질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술변화로 1990년대에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는데 새 디지털 기술을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라는 잡지를 인수했을 때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역사를 전혀 몰랐고 타이프페이스를 직접 

새겨 일그러뜨리거나  신시사이저나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는 느낌과 비슷하겠네요. 

이런 단순하고도 소박한 흥분을 1990년대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관심을 

이어간 건 확실합니다. 이때가 1999년으로 아마 1999년 정도에 어느 정도 디지털 

타이포그래피를 실험하는 유럽인들, 선조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품질의 타이포그래피 세계가 끝을 맞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자를 가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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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화 하는게 타이포그래피인지 이런 의문도 들어 제일 먼저 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데요. 물론 일본의 그래픽디자인 역사 

속에서도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한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한 테마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고 일부 북디자인 전문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에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글자 디자인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글자,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픽처럼 처리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예쁘고 멋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로 되돌아가 저 같은 비전공자가 보면 타이포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바탕인 복제 가능한 유닛 활자를 배열하거나 구성해 텍스트간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이야기에 묻혀버린다고 할까요. 개념적으로 파악이 힘든 

상황을 많은 디자이너들로부터 들었고 또 작품에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가지고 

나온 슬라이드는 일본 타이포그래피 전시에서 옛 명작 포스터로 나오는 다나카 잇코나 

가메쿠라 유사쿠, 하라 히로무, 야마시로 류이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 가령 

구미에서 논의되는 타이포그래피 타입 관련 그래프 기술과 같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이는 유명한 야마시로 류이치의 숲이라는 작품은 

사진 식자, 포토타입세팅 기술을 초창기에 잘 활용한 포스터로 구체시의 세계를 상당히 

현실화했다는 의미로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일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26에서 27세 정도였는데 제가 우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둬 혼자 남았는데 큰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모두 타이포그래피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일본에는 그런 분야가 없으니 이를 지면으로 옮길 수 없을까 물론 

인쇄시험기의 세계 서지학의 세계  비블리오그래피나 인쇄 기술적으로 타이포그래피 업계 

종사자는 물론 초창기 제조업체나 연구자들도 있었지만 디자이너 세계와는 동떨어져 어떤 

접점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각기 다른 분야를 다시 한 번 연결시킬 수 없을까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잡지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억지로 

한데 묶어버릴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앞뒤 생각할 필요 없이 책 한 권에 담아가면 

그만이지 그러다보면 재미있는 일도 생기고 독자들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나 책을 꽤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들은 

제가 직접 편집해온 책들입니다. 시간 관계 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 책이 제일 처음 

편집한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헬무트 슈미트의 책으로 책 이름은 타이포그래피 

투데이입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정신에 대해 학습 에밀 루더의 밑에서 

공부한 후 일본으로 건너와 일했습니다 . 타이포그래피 투데이는 아이디어의 특별판으로 

구미지역의 모던 타이포그래피라 불리는 한 그룹의 발전상을 그의 시점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1980년에 출간되었는데 편집부에 들어가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봐도 문제없을 

정도입니다. 투데이라고 씌어있지만 발행연도는 1980년입니다. 이 작품들 보다 더 오래된 

5~60년대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2000년 당시에 저는 모던타이포그래피의 모던에 

대해 투데이의 현재성, 즉 모더니티란 무엇인가에 대해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기우라 고헤이가 경영하고 있는 대형 

사식 제조업체 사연(  )이 제작한 달력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다음은 일본어 활자의 역사로 

근대 활자가 만들어진 과정과 견본 책자입니다. 일본어의 '아'라는 글자인데 전부 다른 

서체입니다. 각각 어떤 서체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차트와 명료한 견본 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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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기획, 책 등이 이렇게 연결되어 글자가 

글자를 부른다고 할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타이포그래피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타이포그래피 아이디어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인 제가 

처음 편집장이 되어 일본의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지 현주소에 대해 고찰하고자 만든 

책입니다. 표지에 스탠리 모리슨의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일본 타이포그래피에 왜 그가 

나오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타이포그래피의 정신, 근대 서구의 품질 지표로서  

그의 문구들을 인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2005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타이포그래피가 북디자인 특집과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드커버 초판이나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을 논하면 아마도 인쇄지식이 있는 분들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디자인부터 시작해 타이포그래피의 핵심 부분으로 서서히 

화제를 이어간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하나의 타이프세팅 서체의 사양 

등을 디자이너들에게 부탁해 게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모던타이포그래피의 위인 시리즈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는 유명하지만 일본에선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대단한지 당시 유럽의 연구자와 비평가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 시기기도 해 그런 분들에게 기고를 부탁해 방금 전 헬무트와 함께 만든 그의 

스승 에밀 루더의 특집입니다. 핀터즈 포토클럽이 한 예이고 활자, 타입이란 테크놀로지와 

피규르 이미지와 활자의 경계를 생각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기사를 적어 왔는데 어느새 15~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세계가 디지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연구자들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디자이너들도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타이프페이스를 

연구하고 물론 인터넷의 다양한 블로그나 데이터베이스의 발전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라틴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란 자유롭고 좋은 시대로 변화해 새로운 

서체 등장 옛 서체의 재등장 자신만의 모델이 나오는 세계로 점차 변화해 갑니다. 한편으로 

이 작품들은 어제 나온 마크의 작품들입니다. 마크 오언스와 잭 카이스의 전시회 섹션 중 

타이포그래픽스라는 섹션의 페이지입니다. 일본인의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 라틴 타이포그래피라는 이른바 알파벳 세계의 언어적인 

방법론, 개념론적인 타이포그래피가 구미지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타이포그래피의 순수한 지식 체계에 대한 논의와 매우 이념적인 의미의 타이포그래피를 

현대 디자인과 아트에 접목시킬 방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역시 

구미지역 타이포그래퍼에 일시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디 어느 

시대 서체가 좋다는 등 이런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럽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동향이나 폴이나 마크가 하는 일들을 일단 해보려고 생각하거나  네덜란드 디자인의 

표면적인 부분을 일단 따라해볼까 하는 움직임이 타이포그래피 세계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 타이포그래피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 디자이너들은 타이포그래피를 몰라 원래 이런 

의미인데 왜 모두들 글자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일본 또는 아시아권의 언어구조 일본어의 언어구조 

자체가 타이포그래피라는 기술면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표의 및 표음문자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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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복잡하고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 학자로서 일본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이포그래피, 모던타이포그래피를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타이포그래피의 기초 활자는 기본적으로는 명조체가 

바탕이 되며 메이지시대에 수입해서 만들게 된 서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모토키 

쇼조, 히라노 도미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만든 활자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복사, 

재구성해서 만든 결과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활자로 이어집니다. 이 활자들은 

모토키, 히라노가 처음부터 만든 것은 아닙니다. 중국 상하이의 기독교 인쇄소에서 가지고 

온 활자입니다. 미션프레스의 활자 제조기술을 그 곳에서 배우거나 기술자를 불러와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19세기의 활자인 한자의 명조체를 만든 사람은 실은 중국인이 

아니라 유럽인입니다. 각각의 크기에 따라 유래가 다르지만 어떤 활자는 독일의 인쇄소에서 

혹은 프랑스의 법률인쇄소에서 다양한 곳에서 모델을 들여와 이를 주조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제판 시 송조체와 왼쪽의 명조체를 사용 중국 본토 표준 인쇄활자로 

오른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현지 이름은 읽는 법이 다를 텐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중국 분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은 왼쪽을 모델로 활자를 

만들었다는데 일부에서는 이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로망체의 구조와 

형태가 대사를 적을 때 적합해 타이프세팅이나 코디네이션에 사용하게 되었을거라 합니다. 

활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상하이의 미션프레스라는 교회 인쇄소에서 만든 활자가 일본 

활자의 바탕이 되었다고 했는데 유럽에서는 중국학이라는 것이 17세기경 대항해시대를 거쳐 

중국을 접하게 되는데 유럽의 사상 체계에는 없는 굉장히 신비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한자, 그림을 문자로 쓰는 것 같다며 이런 한자가 있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두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에 관한 학문이 전개되면서 

활자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드린 배경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면 17~18세기 유럽에서는 하나의 '보편언어구상'이라는 유니버셜랭귀지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니버셜랭귀지 즉 보편 언어를 탐구하는 걸 말합니다. 

왜 보편언어인가 하면 합리적으로 언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비효율적이니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론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랭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은 이상적인 세계였습니다. 그걸로 모두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굉장했던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시 앞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저는 모던타이포그래피 

현재 일본의 타이포그래피가 원래 구미지역에 기반을 둔 활자 테크놀로지로 거기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지금의 타이포그래피 기술관계를 만들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흥미롭다고 느낀 게 만화였습니다. 만화는 일본의 대중문화로서 꽤 유명하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저속하며 디자인과는 상관이 없었고 단순히 표지에 만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보통 활자로 제목이 쓰여 있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디자인 기술이 이 

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끄는 요소는 무엇인지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문자와 그림이 일체화 되버린 세계라는 것이 최근 만화 타이포그래피  속에서 점차 늘어가며 

모던타이포그래피의 이른바 문법에는 없는 것이죠. 쉽게 읽히는 것도 아니고 구성이 깔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리를 둘러보면 입체적인 글자, 그림자 글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문법은 그다지 언어화되어 있지 않고 디자인 전문가가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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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론 일본어의 새로운 

디지털 형태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은 대체적으로 편집자가 만들어 받은 그림에 

글자를 적는 작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센스 있는 디자이너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상황이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재미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그런 디자인을 시작한 선구자는 몇 명인가 있지만 1980년대 디자이너인 하라타 

헤이키치가 있습니다. 하라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특히 음반디자인 

중에서도 뉴웨이브 쪽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비주얼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 일본에서는 

1인자로서 활약해온 분입니다. 그가 1980년대에 만화 디자인을 한 단계 끌어 올립니다. 

그의 작품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엔 디지털이 없어 사진 식자 작업이었는데 일부러 

옛 견본 책자에서 사식에도 없는 활자를 가져와 잘라 붙여 사용했습니다. 활자에 대해 

꿰뚫고 있기도 했지만 뉴웨이브 색채 감각 디자인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하라타만 

이런 흥미로운 디자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큰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스기우라 고헤이입니다. 스기우라 고헤이는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아시아 

타이포그래피의 1인자로 문자, 일본어, 활자, 한자를 이용한 타이포그래피의 격자구조로 

어떻게 할지 가장 먼저 설계해 다양한 분야를 개척해 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가 하라타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활자 사용입니다. 가나와 

한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유래합니다. 가나는 한자의 일부를 떼어내 만든 세계이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서체로서의 유래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한자, 일본어 

폰트에 한자와 가나는 한데 묶여있지만 한자와 가나는 사실 다른 곳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은 편의상 하나의 폰트로 묶어 타이핑하면 나오지만 스기우라의 작품 중 흥미로웠던 

것은 한자는 한자대로 각각 다른 서체를 가져오고 가나는 가나대로 보다 두껍고 육감적인 

서체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음성적인 단순히 투명한 평면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문장이 하나의 억양이며 소리의 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은 스기우라의 책 옆면인데 오른쪽의 

'かたち誕生'에서 かたち는 아마 료칸이나 코마치 폰트로 붓글씨체에서 가져왔고 아래의 

'誕生'는 또 서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조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조판에 중층성, 소리의 다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건 '파이디아'라는 

문예비평지, 환상문학의 비평지로 네모난 활자를 직선으로 배열해 네모난 블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의미의 중층성 즉 동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하나의 지면 

안에 어떠한 복합적인 의미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를 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에 가까운 감각적인 타이포그래피로 의미의 중층성을 의식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스기우라였습니다. 그럼 스기우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저는 일본어 

구조 특유의 가나와 한자의 조합이 유행한 이 작품은 에도시대 작품으로 전부 목활자로 

판 목판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에도시대의 펄프 픽션입니다. 샤레본이나 기뵤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쇄물이 18세기~19세기 초에 걸쳐 일본에서 크게 발전합니다. 그림과 

문자가 완벽하게 일체화 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작품은 ‘긴킨선생 영화의 꿈' 

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주인공은 나그네인데 이 사람이 찻집에 들러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자다가 꿈을 꿉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풍선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부자가 

됩니다. 술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 사실 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꿈속에 하나의 이미지와 활자, 텍스트가 한데 어우러져 몇 겹 덧씌운 듯한  다양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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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듯한 지면이여기서 실현되었습니다. 요즘의 활자책을 보는 듯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평면적이며 네모난 활자의 세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화면입니다. 이 건 '왕래물'로 교과서입니다. 문자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사전 

같은 책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이 정훈왕래에는 다양한 에디션이 있는데 

하나는 글씨연습을 위한 글씨쓰기교본입니다. 이 버전에서는 붓으로 따라 글씨 쓰는 법을 

연습합니다. 오른쪽에는 초서로, 왼쪽에는 해서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읽는 

법이 적혀있습니다. 즉 쓰기를 비롯해 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것도 같은 책입니다. 위를 보면 각 단어에 각주가 붙어있습니다. 각 단어들의 뜻을 

적은 각주가 위에 적혀있고 주석은 이쪽에 적혀있습니다. 이는 텍스트와의 연관성이라는 

구조체가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각주가 삽화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와 언어의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버전입니다. 그림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림책에 가까워습니다. 책 하나에 쓰기, 

읽기, 말하기, 보기가 전부 들어있는 주체화된 책의 세계, 지면의 세계가 에도시대에 있었고 

그것이 일본어의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 작품들도 보시면 

위의 3권은 하나의 스토리가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만화에서 자주 쓰이는 대로 그림이 

전부 이어져  모으면 하나가 되는 기법이 이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저도 잘은 못 읽지만 

하단의 화면은 책 표지로 같은 책 상하권의 표지인데 각각 글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사용된 

같은 제목의 책이나 그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통일성이 없었네요. 일본어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러한 중층성을 현실화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란 이를 규격화시켜 

표현하는 것이기에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기는 하나 다양한 의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양한 의미에 대한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19세기 일본의 메이지시대에 근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데려왔을 때입니다. 페놀로사나 페놀로사의 성과를 

계승한 에즈라 파운드와 같은 미국의 모더니즘 시인이나 비평가와 연결된 것이 바로 

그 때 였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의 타이포그래피는 17~18세기에 

급속한 모던화가 진행되어 타이포그래피, 타이포페이스도 과도기에서 현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획화, 표준화된 시점에서 언어의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 에즈라 파운드나  페놀로사의 사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즉 명조체 자체는 유럽의 

테크놀로지를 일본어나 중국어에 반영할 때 생겨난 것이지만 반대로 한자나 아시아 

언어의 다기적, 다층적, 동시적인 의미가 유럽 근대문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의 기술을 1920년대에 일본이 어떻게 계승했고 모던한 책을 

만들어갔는지가 이 특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때 일본에서도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일면이 불에 타 도쿄는 허허벌판이 되었고 대형 인쇄소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활자도 전부 부서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1920년대에 문화를 다시 한 번 

일으키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프리 열풍, 즉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의 

영향을 받아 일본어의 현대사를 추구하게 되고 문화를 추구하게 되는 게 이런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가 일본의 현대 타이포그래피로 연결되는데 이건 하라타 유키치의 특집으로 

그도 이러한 모더니스트의 타이포그래피를 보다 현대적으로 만드는 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의미의 연상, 연관이며 동서의 어떠한 다이나미즘 즉 

역사의 다이나미즘을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캐릭터, 피규어, 타입은 복수형으로만 생각 가능하나 문법, 문자, 언어에 관한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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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나 현대에서는 예를 들면 소설의 등장인물 혹은 저 사람 내 

타입이야 저 사람 정말 글래머야 즉, 매력적이라는 말을 전하며 사람의 기질이나 유형과 

같은 세계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캐릭터 등은 모던 타이포그래피가 진화 

발전해감에 따라 어떤 종류의 근대문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소설의 세계, 근대소설의 세계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매체로서 이야기를 통과해 여기서 캐릭터, 혹은 종류가 이른바 사람, 

캐릭터의 성격을 통해 사람과의 이야기 세계로 이어져 갑니다. 일전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 코믹마켓이라는 동인지입니다. 만화나 비슷한 류의 동인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책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화나 애니에서 사용되는 표제입니다. 어떤 페이스를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설명된 책입니다. 그 중에 발견한 책이 유니버스입니다. 의인화하는 굉장히 일본적인 

애니미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서체를 소녀로 의인화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캐릭터와 겹치고 피규어가 피규어와 겹칩니다. 오른쪽을 이시이츄명조체로 

의인화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인 세계가 타이포그래피, 일본어 일본의 

이러한 캐릭터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타이포그래피 

퍼포먼스입니다. 선과 오토바이 정비술'이라는 유명한 책의 한 구절입니다. 단단함, 

부드러움, 클래식, 로망, 테크놀로지, 휴머니즘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눌 말이 있다면 이는 

반대로 분리된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품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따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니다. 시스템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조작해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자신의 정신적 숙명을 다하는 것이다. 즉, 타이포그래피는 유러피안에 기초한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방금 전의 스기우라, 하라타 그리고 만화 표지라는 것은 즉 이를 어떻게 

일본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도 좋습니다. 한글이나 한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침투해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기술 중 하나로서 실천해가다 보면 조금 전의 

사례 등을 발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동서양의 많은 분들이 모여 각각의 타이포그래피를 논의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역사적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는지 제가 잡지를 통해 하고 싶은 일과 이들을 어떻게 엮어 나갈지 

실천해보고 싶은 나머지 말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아이디어와 타이포그래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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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하라 다이지로

안녕하세요. 오하라 다이지로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궁금하지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많은 것이 변하죠. 언어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집 형태도 

달라지고, 인종, 풍토 등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문자도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만, 평소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즉, 항상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다는 건데요. 

발은 지면에 붙어있고, 여러분은 지금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죠. 그리고 옷은 피부에 

붙어있고요. 우리가 무엇과도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옷을 벗고, 그대로 

나체로 점프를 하면 됩니다. 이 0.몇 초간은 어떤 것과도 접촉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죠. 다만 

공기와는 접촉하고 있으니, 결국 그 무엇과도 접촉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만약 여기가 무중력 공간이라면 모든 생활이 다 변할텐데 언어나 

문자도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서 무중력을 연구하는 어느 대학 

엔지니어에게 질문 했습니다. 무중력 공간에 가면 문자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여쭤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오하라씨 당신은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문자의 

바깥 소재, 예를 들어 문자 안이 무언가로 채워져 그 소재나 내부 압력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하나하나의 중량과 질감으로 언어가 이뤄져 있다고 한다면, 수학자 입장에서 무중력 

공간의 문자의 변화는 계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것이 이런건가요. 하셔서,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일단 도구가 바뀔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도구가 바뀐다는건 우선 일본어 문자, 한자나 

히라가나에 있는 끝을 빼거나 위로 삐치게 하는 이 붉은색 체크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력, 부력, 원심력, 압력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신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지구상에서 생겨난 한 형태인 것입니다. 

우주에 가면 우선 먹물을 붓에 묻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주에 액체가 떠있고, 무중력 

공간에서 묻히려 하면 액체가 분리되어 붓에 찍을 수도 잉크를 묻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간다면 도구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하고, 문자를 기술하는 방법 자체가 변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걸 연구하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하고 

물었더니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일단 지구로 돌아와서 지구에서 생각 가능한 문자를 다시 

알아보라고 하셔서 일단 지구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지는 지구상에서 

문자의 조각을 분리, 공간에 띄워보는 실험을 우선 해보기로 한 겁니다. 간단히 종이와 실을 

사용하여 모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타이틀은 타이포그래비티라는 조어로 

타이포그래피의 타이포와 그래비티(중력)를 합친 타이포그래비티라는 시리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와 실로만 매달아 자연바람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히라가나로 

아루이와라고 써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주에 가면, 여러 물체가 구에 

가까워지므로 무중력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구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자 해체시의 경우를 여기서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30일 

타이포잔치 전시회에 전시되는 것은 이 시리즈이며,  어느 시점에서 그 순간에만 문자로서 

지각되는 시리즈입니다. 뒤에 문자 조각 중 일부, 바로 앞의 문자조각을 바늘로 제작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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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려 있는 형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자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좌에서 우로 

읽거나 위에서 아래로 읽거나 하는 규칙을 기준으로 글을 읽고 있으나, 그것이 사람에 따라 

키 높이 또는 보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문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읽어내려가거나 또 당연한 듯 문자를 문자로서 지각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만 의문을 갖는다면 흥미로울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 하나의 요인이 

환경으로부터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와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문자를 

해체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꽤 재미있지 않을까하는 

테마가 세 가지였는데 그것이 툴, 방법(method) 환경(Environment)입니다. 우선 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곳에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식칼과 후라이팬, 청소할 때는 쓰레받기와 빗자루  이것들의 사용법을 조금 

바꿔보면 후라이팬으로 글씨를 쓸 수 있고 빗자루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도구의 쓰임새가 하나로 제한될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는 글을 쓸 때 문방구에서 

펜을 사서 씁니다. 우선 이 사실 자체에 의문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손으로 직선을 잘 그을 

수 없을 때 자를 사용하죠. 원이 잘 안 그려질 때는 곡선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도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이 보이지 않도록 문구를 가공해본다거나 

붓의 길이를 약간 늘이면 어떤 식으로 화면을 마주하게 되나 실제로 자세가 달라져 문자의 

모양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불편함 등을 접할 때 나타나지는 문자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건 이상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디자이너건 아니건 손의 습관이 있습니다. 보는 습관, 말하는 습관, 몸동작, 

손동작 같은 습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입니다. 문방구가 없는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모든 것들을 문구라 생각하고 주워 모아 다양한 것을 

써보는 연습. 워크숍입니다. 위가 주워온 것, 아래가 그것을 사용해서 쓴 문자입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문자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자체와 일단 대면하려는 것입니다. 

도구의 형태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위에는 주워온 것 아래는 그것으로 쓴 문자 

여기서 우리는 도구의 잠재력에 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필이나 붓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아마 없으실텐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합니다. 일상의 

모든 도구가 문구나 필기구가 될 수 있지요. 문자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원래 인간은 인쇄가 

있기 전까진 돌, 나무, 뼈 등에 흔적을 새겨서 문자를 써왔습니다. 이를 본떠서 

스케이트보드의 조각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왜 스케이트보드냐면 필기구로서 매우 재미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이트보드로 동네를 활주하며 이런 레일파이프에 슬라이딩하면 

마을에 스케이트보드의 인쇄면이 이렇게 프린트됩니다. 그러면 마을은 캔버스, 

스케이트보드는 필기구가 되죠. 한편, 스케이트보드 뒷면을 보면 반대로 이쪽에 흔적이 남아 

캔버스가 되어 있고 붓과 캔버스 양쪽 역할을 마을과 스케이트보드가 동시에 합니다. 이것은 

꽤 재미있는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인쇄했을 때 책에는 인쇄가 남지만 인쇄를 한 인쇄기에는 

책의 기억이라는게 얼마나 남아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문자를 위치하게 하는 것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화이트보드로 

배웠나요? 칠판이었나요? 저는 칠판이었는데요, 이것을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해주세요.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쓰는 것과 이것을 칠판이라 생각하면, 가장 큰 차이는 이미 아셨겠지만 

소리입니다. 어떤 도구로 발생하는 소리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서예가 

이시카와 큐요 씨인데요. 교육할 때 사람의 기억 속에 남기는 흔적으로써 교육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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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떤 것을 전달할 때 소리와 기술된 문자의 세트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칠판이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때마침 다른 연작으로 칠판에 문자를 쓰는 작업을 

해왔기에 더욱 납득이 가는 이야기였죠. 지금은 도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도구를 

의심하거나 늘려보거나 불편하게 바꿔보거나 어떤 것이든 문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구 자체에 소리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법입니다. 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포그라피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서 있지요. 우선 1초 동안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 해볼텐데요, 연필과 종이가 있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1초간만 

띄우겠습니다. 1초 동안 스케치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1초 동안 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스타트. 끝났습니다. 이제 손을 떼 주십시오. 무언가 그리셨습니까? 뭐가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사과입니다. 그럼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3초 동안 드로잉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스타트. 네, 끝났습니다. 3초 짧죠? 이번엔 보디빌더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장 더, 10초 동안 그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스타트. 네, 끝났습니다. 

이대로 그림은 놔두겠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4명 정도의 얼굴이 

겹쳐져 있습니다. 보디빌더나 사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초 또는 몇 

초만으로 하지만 그것을 그리려면 렌더링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리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물을 보고 무엇인지를 인지하거나 제가 스쳐지나갔을 때 무슨 

색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셔츠를 입고 있고 어떤 구두를 신고 있는지 정확하게 

스캔하는데는 7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물을 최대한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해서는 

지각하는데 과학적으로 7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드로잉 워크숍에서 잠깐 실험해보고 

싶어서 다른 데서도 수 백 명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왼쪽 분과 오른쪽 분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1초에서 왼쪽 분은 머리부터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우측 분은 뼈대로 잡고 있죠. 

3초, 5초, 10초, 15초, 30초 그림을 잘 그리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 워크숍이 아닌 어디를 

보고 무엇을 기술하려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7초간이라 

말씀드렸지만 드로잉에서 다이나믹한 변화는 10초 정도까지입니다. 15초가 넘어가면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는 관점이 되므로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나카 

타시코라는 판화가의 그림을 토대로 한 책 디자인 표지입니다. 똑같이 스케치한 것입니다. 

1초에서 우측 분은 전체를 실루엣으로 잡아보려 하네요. 좌측 분은 비교적 눈에 띄는 

부분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3초, 5초, 10초, 15초, 30초 이것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는 습관이라기보다 보는 습관이죠. 평상시 딱 사물을 봤을 때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저희 

디자이너는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자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보통 사람이 무심코 보는 풍경에서 문자를 채집하는 것이 문자 채집이라는 제가 

하고 있는 필드워크입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로 '카타치'라고 써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또 유럽에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라 생각됩니다. 전선에서 

선이라는 느낌을 따옵니다. 구글맵에서도 문자 채집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통 무심코 

보이는 풍경에서 별것 아닌데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워크숍이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상시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써본다거나 혹은 아래위를 거꾸로 

해서 써본다거나 거울너머로 그려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바꾸고 도구를 바꾸는 실험을 해오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은 위아래를 

거꾸로 해서 써본 것이고 왼쪽은 눈을 감고 자로 대어 써본 것입니다. 써있는 내용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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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의 필기와 전혀 

다른데도 쓰는 습관이 묻어 나온다는 것 전혀 다른 문자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자신과 

동떨어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크게 바꿔도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처럼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전의 보는 습관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만, 축적된 것이죠. 손에 익은 습관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해서 생각해낸 

것이 유도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호흡이나 리듬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혹은, 타인에게 

자신의 호흡이나 리듬, 본 것을 똑바로 전달하는 혹은 틀어진 것을 틀어진 채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워크숍은 눈을 감은 이에게 말로 무언가 쓰게 하거나 혹은 손을 잡고서 

써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같은 분들과 함께 한 워크숍으로  여러분정도 연령의 분들입니다. 

왼쪽 여자 분은 눈을 감고 있어 자신의 손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말만 할 수 

있고 손은 만질 수 없습니다. 유도를 해서 어떤 그림을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제가 제시한 

과제는 트위터 로고였습니다. 오른쪽 윗분은 사각형을 그려 그 안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여 

사물을 그리게 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왼쪽 아래 분은 1미리 정도씩 정밀하게 

점묘법으로 그렸고 우우우, 좌좌좌, 위위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측아래는 아마 각 

파트별로 둥근 얼굴에 뭐가 있고 몸에 삼각형 날개가 달려있다는 식으로 전했겠죠. 이렇듯 

사물이 말을 전달하는 방법 하나로 달라질 수 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아 꽤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제시한 과제는 자신의 손은 봐도 좋다고 하고 두 

명이 한 조로 왼쪽 여성은 답안지가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여성은 답을 볼 수 있게 

하여 말과 손짓, 발짓만으로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제한시간 5분간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게 합니다. 답은 이러합니다. 고갱의 그림인데요. 5분 후 나온 

답안이 이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죠, 재미있는 점은 정사각형 기본 구조에 사물의 

위치관계와 큰 화면 구상 여기서의 특징은 사선으로 들어간 테이블 라인이라던지 

우측상단의 검게 칠해진 부분 같은 것들이 있죠. 모티브와 위치관계와 크기를 제외하면, 

애매하게 놓여있죠. 단 이것을 말로 어떻게 전달할지 5분 이내에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 얼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가 

정말 어려운거죠. 일본에는 다양한 캐릭터의 만화가 있으므로 캐릭터의 특징을 

전달해보거나 직접 얼굴을 흉내 내어 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엉뚱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타이포그래피를 보는 사람은 디자이너건 아니건 결국 같은 환경에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보고 시간을 들여 무엇을 느끼고 머리속으로 어떻게 언어화시켜서 무엇을 

기술하려 하는지 그 자체가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하는 원동력이라 생각되며 제게는 도구를 

생각하는 것 처음 말했듯 환경을 생각하는 것 또한 같이 본 여러 방법을 모색해가는 것의 

조합이며 타이포그래피의 여러 가지 형태나 구성이나 사물 이외에 시간과 공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작물 이외의 작업훈련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급하게 

진행했는데요, 거의 끝나가니까 하나만 더 하죠. 두 명이 한조로 뭔가를 전달하는 것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3분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가능한 한 옆 사람과 짝을 이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명은 말로 전달하고, 한명은 절대 화면을 보지 않고 그리기를 

지금부터 해보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명 또는 세 명이 한조, 한 

명은 절대 화면을 보지마세요. 이게 끝나면 휴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한 

명은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준비, 시작. 네, 끝났습니다. 원래는 한 번 더 역할을 바꿔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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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해보는데요. 특히 설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무엇이 잘 

전달되지 못했는지 등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여러 번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점점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쯤엔 정말 정확하게 그림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디렉션 즉 유도 

방법 중 하나로서 효과적이며 떨어져있거나 언어가 다른 처음 보는 사람 등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포그래피의 기본으로서, 언어를 알기 쉽게 

기호화하여 타이포그래피로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전달한다는 것도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갈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오늘의 방법들을 기억해두고 평상시 응용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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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기조

반갑습니다. 

붕가붕가 레코드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당시 학교 

축제 기획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과 만들었습니다. 먼저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사실 공식적 자리에서 설명하긴 민망한 

단어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일종의 은어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의미는 동물, 정확히 

애완동물, 그 중 강아지가 발정기 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데, 장난이었습니다. 

행위자체가, 의미 없이 재미있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문화적으로 척박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도심에 

있어 교문만 나가면 바로 문화적인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런데서 일종의 유흥을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산이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다보니 교문 밖으로만 나오면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안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미있는 것, 다른 학교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학교주변에서 문화적인 활동들을 벌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였고, 그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창작곡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밴드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교 교내 

콜라보레이션 음반을 만들었고 그것이 붕가붕가 레코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에서 제가 수석디자이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차석이 없는 수석입니다. 이것은 

제가 명칭을 얻게 된 것은 2004년도 붕가붕가 레코드가 설립이 되는 즉시 수석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붙였고요. 이외에도 수석엔지니어, 수석프로듀서, 수석xx, 4명이서 모여서 

붕가붕가 레코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혼자서 대부분의 시각 작업물을 

처리해야했습니다. 아무래도 음반사에 있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음반디자인이었고 그것에 

해당되는 포스터들에 대한 작업들,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방향, 그것이 바로 

붕가붕가의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굳어져갔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제가 작업했던 것들 중 일부를 띄워놨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기성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각적 

이미지들이 풍부하게 보여 지는 것이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축물 모형을 만든 것인데 도시경관을 우드락 스티로폼을 잘라서 

배치하고, 뒤에 있는 구름은 솜을 뭉쳐서 만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공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사진으로 담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졸업 후 할 일거리를 찾다가 예전 작업 중 

결과물이 맘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버전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이 때 깨달은 것은 아쉬운 건 아쉬운 채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다음 작업은 몸과 마음이라는 밴드의 앨범 커버인데,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사진이기 전에 그림이기도 하고, 그림이기 전에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점토를 빚어서 두 개의 두상을 만들었고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채색을 올리고, 후 

보정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작업을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모아보니 추구하고자 

하는 형태적 양식을 여러 가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작업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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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무언가 작업 자체를 완전히 제 것이라고 의식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뮤지션과 작업을 

하지만 뮤지션의 것을 만들어준다는 생각보다는 저의 작업을 발표하고, 뮤지션 역시 새로운 

작업을 발표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라든지 

대부분의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호했는데, 저희가 인디레이블이다 보니 판매되는 

앨범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활동초기에 판매했던 개수는 많아야 300장? 최대 만 장을 못 

넘었는데, 이렇게 보면 생산단가라는 입장에서 약점이 많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제작방식, 

재료 자체의 질감이나 물성으로서 작업의 결과물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았고,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다보니 그 

외의 디자인적인 부분은 나 혼자 통제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앨범에 쓰이게 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다 보니 어느 한 쪽으로 관심사가 

잡혔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이전 작품인데, 2006년도에 작업했던 

그림자궁전이란 밴드의 1집 타이틀입니다.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무언가 

한글이라는 것을 일종의 억지로 써야 되는 것처럼, 디자인라는 것이 작품을 만들 때 

무언가를 알려주는 정보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글 레터링이라는 

작업에서 한글이라는 것이 그래픽적으로 작품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을 떠도는 듯 한 

대우를 일부에서 발견을 했던 경험이 꽤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아니면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은 

한글 말, 그리고 한글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부여받은 

도구인데 그걸 회피하려는 태도가 정면 돌파 아닌 것 같아서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용 가능한 부분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추상적인 그래픽, 기호 또는 한글로 밴드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미니멀리즘의 한 갈래로 나오는 것들이 기존 작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글이라는 

자체를 좀 더 크고 명징하게 박혀있는 하나의 상징처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궁전이라는 커버를 만들었고,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이 

작업을 하고나서는 디자인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1집 커버입니다. 화면은 리디자인된 버전이고 오른쪽은 

앞면, 왼쪽이 뒷면입니다. 지금까지 작업 중에 앞면보다 뒷면이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쪽은 제가 찍은 항공사진을 활용했고 뒷면에는 여러 가지의 

글꼴로 표현된 것들이 앨범에 들어가는 수록곡 목록인데요. 이 당시 제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한 것인데 작업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당시 뭐든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내가 레터링 작업, 글자를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해보고 

싶다는 욕구와 노래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각자 노래들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자에 인격을 부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는 이미지(정제되지 않은 글꼴로  꽉 찬) 이것을 처음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 것 같아서 이 후 한글 레터링 작업을 꾸준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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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부터는 이 작업의 자기 복제 같은 개념이 되니 섣불리 시도하기 어렵더라구요. 

저희도 당시 이 앨범이 많이 나가야 500장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앨범이 

꽤 큰 반향을 일으켰고 5만장 정도를 판매했다고 했고 덕분에 디자인도 눈여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뮤지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에 디자인이 같이 묻혀가게 됩니다. 

함께 그 인지도와 파급력을 가지고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 동안 많은 작업을 해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한글 레터링에 집중을 해주시더라구요. 본의 아니게 그 다음부터 글자를 그리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언가 글자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당시에는 제 자신을 

소진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글자의 형태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외피만 훑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작업의 방식에서 개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해가면서 한글레터링이라는 것이 다른 

지점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경우에 한글 서체를 한국 

디자이너들은 심심하다고 얘기하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불평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디자인에서 한글이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겠죠. 

제가 하는 방식은 한글 레터링인데 한 번에 타입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메시지, 내가 필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해당되는 글자만 골라내서 그것에 해당되는 형태적 

규칙을 만들고 균형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글자로 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서체를 써도 될 일을 내가 괜히 하는 건가는 생각에서 

점차 작업을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레터링, 

서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영문 알파벳이나 대부분 언어권 문자와는 다르게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참신한 부분이 있고 더 이해를 빠르게 

하고 활용도가 높은 특성이 있지만 그 부분이 바로 한글을 디자인한다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점과 다른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될 때 그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냐는 대부분 글자의 오른쪽에 붙어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한글은 

첫 자음 다음에 모음이 붙죠. 그 때 옆에 붙느냐, 아래 붙느냐에 따라 선택의 갈리고, 그 

다음 받침으로 들어가게 될 자음이 붙게 됐을 때는 아래 붙거나 붙지 않거나 이중모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수 만 개의 갈래 길을 온 것으로 연상해주면 

쉬운데, 그래서 완성도 있고 균형감 있는 한글서체라는 것은 적게는 2350자 많게는 만 

글자가 넘는 개수의 조합에서 일관된 균형미를 갖추게 하는데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한글 자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심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본문용 활용되는 글꼴의 좁은 범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의 해결방식은 레터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만을 가지고 

이미지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이 시도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은 지난 전시 포스터인데, 첫 글자부터 마지막가지 균질한 도형으로 반복되기를 바랐는데, 

그러다보면 글자의 획이 없는 것과 조밀한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까만색으로 

인쇄하거나 하면 무게차이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몇몇 

글자들을 획을 덜어내는 일종의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문장을 쭉 읽다보면 획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글자로서는 틀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활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사나 지시대명사 등은 조금 틀리게 들어가도 내용을 

읽어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흥미 있었고, 그런 지점이 한글 레터링 하는데 있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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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획을 제거해나가면서 글자의 균형을 맞추는 

극단적인 이런 방식을 요새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죠. 무언가 용도가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그리는 것을 해왔다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옮겨 담게 됩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작업인데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인데, 당시 대중적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공공디자인. 저는 당시 디자인이 무언가 가치를 의미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던 거죠. 디자인이 되면 좋아지는 것. 굉장히 그 분야의 긍정적 태도를 가진 

학생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서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 과정과 

결과물을 마주하면서 앞으로 하게 될 디자인 영역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청중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거기 들어가는 부동산 논리, 그런 경제적 논리들에 의해 사람들, 대중의 삶이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번듯하게 들어가는 것이 국가적 이미지의 고양처럼 이야기되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6~70년대 많이 활용된 서체를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비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고나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0년도에 제대를 해서 한글 글꼴展에 제출했던 작업이고, 당시 생각은 우린 

어디까지 달려왔나..이거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무언가 국가는 앞으로 

나가자, 세계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그 미래와 세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요구와 명령, 희생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린 어디까지 달려왔는데, 어디까지는 

존재하는가, 달려가는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복잡한 심경을 담은 항변 

내지 저 스스로의 구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조금씩 유순해지고 일상의 

맥락에서부터 메시지를 찾았는데, 이건 그래픽 잡지에 포스터 이슈 편에 포함되었던 거고, 

문구는 ‘안녕하세요, 정말로 안녕하세요?’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말들이 

아무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넘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대답을 했는데 또 한 번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일상어에서 갑자기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싫은데요’인데 번역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 거절과 취향, 분노 표출 등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서술구 

만으로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 지점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자체가 다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목적부를 제거한 채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처한 상황의 맥락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거에요. 저는 목적의 외부에서 아무 목적 

없이 글자, 메시지만을 만들어서 던졌을 때 수용자 각자가 만들어 내는 감상의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전시에 농담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이끌어가려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농담을 액자에 담아 전시한다는 행위 자체가 농담이 아니게 되는 

지점을 만들게 되는데 무언가 맥락과 말의 상호작용이 끊기는 순간부터 내가 했던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농담은 상황적 

맥락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담은 권력관계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농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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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와 농담을 해요. 사람들이 웃을까 안 웃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역할을 깨는 순간 농담이 발생하고, 상대와 상대가 만나게 되었을 때 농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농담이 가질 수 있는 기능과 성격 중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 수 있죠. 농담에 대한 기대치와 농담이 되기 위해 만들어져야할 어떤 인간관계라는 

측면, 그런 지점에서 무언가 농담을 내가 자꾸만 박제화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타이포잔치 전에 짧고 작게 했던 전시인데 이것은 갤러리 화이트 

큐브 양식을 빌어 까만색으로 칠해진 벽에 포스터를 붙였던 건데, 이것도 전시라는 것을 

제가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전시가 되는 순간부터 그 작업이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전시가 싫었어요. 하지만 하기로 했고, 몇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전시장이 내뱉어버리는 구조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은 물리적 재현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가 전시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인 줄 알고 왔는데, 얘는 포스터를 팔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주고 

싶었어요. 짤막하게 타이포잔치에서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작업이 

공간 자체와 밀착이 되면 될수록 상황적 맥락을 작업이 흡수하고 내뱉는 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이 바닥과 벽면에 건드리거나 

설치하는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작업과 공간 사이에 무언가 설치를 도와줄 보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작업을 어색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지점을 피해서 

다른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이 저로서는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고민하다가 문득 전시하지말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힌트가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전시를 안 하는 것을 전시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전시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로 놓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 주 30일이 개막식이죠? 저는 작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배짱을 

부리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성실하게 다른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오시면 

공간이 하나 있을거에요. 테이블과 칸막이가 있을거에요. 하지만 뒤에 창문이 있어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제가 앉아 있을거에요. 아니 작업자죠. 그리고 칸막이 한 쪽에는 

출력물이 나오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 저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물을 모을거고요. 이것을 매일 출근하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저도 아직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앞으로 주시게 될 스트레스라던지 공간 안의 답답함이라던지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상황, 제가 여기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생각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업에는 많은 규칙과 또한 예외가 존재할거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작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농담하기가 될 수도 있고 농담을 만들어내기, 저 스스로가 농담이 되기, 또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그냥 농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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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존 모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군요. 이번 강의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섞여있기 때문에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내용은 크게 두 개념의 작품들로 나눠지는데요. 모두 이번 

전시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컬렉션은 Blanche 컬렉션입니다. 또는 화이트 컬렉션이라고 

불리죠. 다른 시리즈 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 xx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두 전시회에 전시되고 

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약 30분정도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겔링아트는 프랑스 

출판사로 블랑슈 컬렉션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흰색을 의미합니다. 

로맨틱 개념을 겸하고 있는 상징적인 책 시리즈죠. 이분은 안나 카리나입니다. 저희 토픽엔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시집은 앞으로 약 백 년 동안의 시들의 

표본으로 거듭납니다. 이 시집과 그녀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시집들 중 가장 위대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양문화에선 말이죠.  이런 

카테고리 중에선 지, 프루스, 카메스트, 썬트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모든 작품들을 

종합해보면 언어를 능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아치타입들과 같이, 아..통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치타입이란 이상적인 형태나 플라토닉적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아치타입들과 디자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유명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네오벨 레뷰 프란칼세에서 출판되었고 NRA 라고도 불립니다. 

복합적인 감성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어느 것도 명확히 흑백일 때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복합감성이란 표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저흰 항상 이런 모순에 둘러싸여있죠. 

작품의 창시자인 안드레 기드나 진 슈럼버거는 이런 이상을 추구했고 많은 아키타입과 같이 

이 디자인들의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품은 보통 집단에서 

공유되어 출판되기 때문에 작가도 디자이너도 한명으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예로는 

벨지엄 루즈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사용하여 팜플릿을 만들기도 했죠.   

전시회를 방문하시면 한글로 번역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 토픽에서 벋어나는 얘기라 

이쯤에서 마루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개념들은 블랑슈를 구성합니다. 이게 

블랑슈입니다. 믿기지 않으셨다면 보시다시피 실제로 존재하고 책으로 출판되어있습니다. 

주머니에 넣긴 좀 작지만 손에 들 수 있는 크기죠. 특성을 말하자면 아무래도 색이겠죠. 

흰색과 약간 빛바랜 흰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으론 심플한 흑색 프레임이 있고요. 

오늘 제 강의에선 작은 제스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은 큰 제스쳐에 

관점을 두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모두 필요하죠, 그래도 대부분 큰 제스쳐에 더 

관심은 두는 시셉니다. 작은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두개의 붉은 프레임이 검은 프레임 안에 

있고 그 안엔 출판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블랑슈 시리즈의 개념입니다. 잠깐 블랑슈의 개념을 읽어보도록 하죠. 

‘책자의 색상은 원래 흰색이나 크림색이었을까 아님 시간이 지나며 만들어진 색일까? 여기 

보이는 문자의 디자인은 xx 의 스타일같이 고대비로 만들어 진걸까? 아니면 가랄드일까? 

아니면 다른 변화타입일수도 있겠다. 제목은 대문자로 구성되어있나? 소문자인가? 로만 

글꼴일까? 이탤릭 글꼴인가?’ 약간 길어지는군요. 너무 지루해지면 그만하도록 하죠. ‘따듯한 

색의 그래픽 오랜지색인가?, 아님 짙은 붉은 색인가?’, 이 책은 ‘나의 인스톨레이션’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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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흰, 잊는, 아님 잊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블랑슈는 따뜻한 블랑슈, 즉 두개의 의미가 

있음을 뜻합니다. 나레이터가 책에서 이야기하듯 그는 그가 40년 전 사랑했던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모습이 변하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블랑슈의 개념입니다. 과거에 관한 진실을 찾으려 시도해보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며 답이 없게 됩니다.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게 되죠. 이건 

슈럼버거입니다. 아까 설명한 개념과 같이 그의 손만 보이면서 블랑슈의 효과를 사용하고 있죠. 

이 시리즈는 약 100년 동안 연재됐고 시간이 지나며 특성을 잃어갑니다. 1911년도엔 이지점이 

중심으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 변화들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바뀌어가고 덮여져갑니다. 이것들은 전시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에 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젯밤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버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흰색은 볼 수 있죠. 이런 작품을 커버밖에 읽지 못하게 하고, 또 제가 조금 

번역하여 설명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외에  번역도 안 되어있어 정확히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블랑슈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판술은 이런 점에서 이 유명한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마 그 개념은 정확하게 정의됨과 동시에 

느슨한 면이 있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작은 제스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약 400권의 

책이 이 전시회를 위해 파리에서 가져왔고 테마별로 25 섹션으로 나뉩니다. 그다음엔 책의 

제목으로 나뉘었고요, 그중엔 파스티체 엣 멜렝게스와 어네스트 레벨, 엘사의 광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 장 폴과 레스 모츠의 ‘The Works”는 여러 작가들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내용의 

작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글꼴의 변화가 있죠, 이건 넓은 산세리프이네요. 이 작품은 

푸스트의 파스체 밀란입니다. 처음엔 출판사에서 거절됐었죠. 여기서도 작은 변화들이 

보입니다. 여기엔 작가들을 위한 섹션도 만들어져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말이죠. 여기에서 

저희가 놀랐던 것은 주제의 느낌을 전시한 자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표현하여서입니다. 저희란 

저와 2명의 프랑스 동료들을 말합니다. 장 마리 쿠롱트와 알렉스 발쥬이고 또 약 8명의 

건축가들도 있습니다. 그들과는 짧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죠. 나중에 제 스튜디오를 소개할 때 

우리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저와 제 팀을 의미합니다. 여기 선반의 색은 흰색의 변화를 

강조하기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이건 같은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요, 조엣 엣 듀어와 패트릭 

드봐가 주연하는 영화이고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통역이 재미있군요. 아…이 영화의 

주연배우는 아까 말씀드린 책들을 취미로 모아 전작을 모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장면에서는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그의 책 컬렉션으로 유혹하려하죠 . 약 오천 개의 

책으로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숫자를 말해보라하고 그녀에게 책의 제목을 말해줍니다. 이걸 좀 

뒤로 돌려야겠네요, 그는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칩니다. 남을 약간 짜증나게 만들 정도로요. 저 

남자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있죠. 보시다시피 여주인공이 별 반응을 안보이죠, 이 비디오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와 비슷한 반응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이 시리즈에서 몇 가지 작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작품들의 영향들을 보여주죠. 영향의  범위 중엔 러브레터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작년에 만든 것이죠. 작품 중 하나를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은 레이븐 로우가 

2009년부터 만든 작품이죠. 이제 좀 블랑슈의 개념이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군요. 이작품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런 로우의 작품들이 전시회를 거쳐 가면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죠. 다음은 제작품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작품들을 출시하는데 런던에 있는 조지지안 스타일에 집에서 보이고 정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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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고 좋은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전시할 때 항상 밖에 전시에 관한 사인을 걸어둡니다. 

저희 그룹에 대한 정체는 없지만 전시에 관한 것들은 보이죠. 사인은 하나의 작품으로 

진화되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비즈니스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포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으로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죠. 저흰 항상 다른 사인 예술가랑 작업을 하는데 

목적은 같습니다. 총 9년 정도 하다 보니  꽤 많은 작품들이 모였더군요. 이젠 사인 

프로젝트를 중지하려하는데 작가의 소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하려는 

이유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의 패러디를 하다보면 관객이 생각 

없이 수긍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사인들은 여러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칠판 등의 

재료가 쓰였었습니다. 시리즈의 디자인은 여러 컬렉션이 있으며 제가 제작하거나 세실 비튼, 

이브닝 스탠다드, 더 스크라이브 등이 참여하여 실크 스크린은 만들죠. 여기 보시듯 작품은 

각각의 전시회를 대표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어저께 만든 사인입니다. 철을 사용하여 

영구적 사인을 만들려하죠. 이 이야기는 저희를 다음 토픽으로 연결합니다. 이 시리즈는 

‘네코너의 파밀리아스’인데 그중 두 작품이 전시되고 있죠. 이 작품들은 2007년부터 전시되고 

있고 3번째 작품을 전시하려 하고 있죠. 총 8개의 작품인데 여기선 7개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작품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들의 성격을 들어내고 있죠. 

이 책들은 클래식 책들이라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작품에 사용하기 편한 것들이죠. 

보통 100년이나 그이상이 되었고 도서 중엔 도리안 그레이, 드라큘라, 카프카, 칸디드, 등이 

있습니다. 이사진은 저희 출판을 맡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엘레노어 젠스인데 저희가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 하나죠. 이 사진들은 에니어 쉐퍼라는 사진작가가 출시한 사진들인데 저희 

사진들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선택과 이론에 관한 참고로는 두개의 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xx 와 xx 입니다, 이유는 그 책들이 접근한 스타일입니다. 이 책에는 작가의 이름이나 제목이 

없죠. 보통 이 책에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화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대신 글로 젊고 

아름다운 소년을 표현하였습니다. 원본은 1890년도에 발간되고 1970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죠. 시간을 거슬러 두 작품이 만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리셋 되는 것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예전공연을 다시 하듯이 말이죠. 여기의 포인트는 시간이 오래지난 

책들이나 도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기위한 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 보여드린 작품의 표지는 정말 추하죠, 이런 것을 만들어 내려면 몇 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ITC, 인터네셔널 타입 회사가 만든 건데, 1970도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좋지 않은 

작품이죠. 색상은 약간 빛바랜 파란색이고 모양도 큰 플로피 포맷이죠. 어찌됐건 생상과 잘 

어울리긴 합니다만… 다음은 머리말로 이동하겠습니다. 거의 숭배하듯이 씌어있죠. 이글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입니다. 다음의 글 세팅은 제가 아는 5명이 정의하길 ‘내부의 수직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공백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공백의 미를 추구하는 시들에겐 

유명합니다만. 내용이 점점 미세한 삽화들로 늘려져가고 마지막에 웅장한 한마디를 남기죠. 

‘모든 예술은 무의미하다’  좀 비꼬는 말이긴 합니다만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의 눈에서 

예술은 무언가를 가르치려하고 체계적인 것을 강요하는 느낌일라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델이 나오는데 

한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면이 1970년도의 ITC의 

근본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처음 내려했을 때 미국에 규모 있는 

출판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책은 프로페셔널하게 디자인되지도, 편집되지도 않았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이 책이 어떻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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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책은 저희가 처음 이 출판사에 제출한 책이란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드백이 온다는 것은 그들이 저희그룹에게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행이도 이 출판사는 저희랑 끝내 같이하게 됩니다. 드라큘라라는 

책은 반즈앤 노블이 가지고 있게 됐고요. 다행이도 긍정적인 이메일도 받았고요. 이런 메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 걷다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아마 나중에 관객 중 한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군요. 다행이도. 이런 이메일도 

왔었죠, 끔찍했죠. 이분은 리처드입니다. 출판 분야에 종사하는 분인데 드라큘라를 들고 있죠. 

이 책들은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이분이 이런 사진을 보내시더군요.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읽기지 않도록 디자인 된 책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읽혀지길 원하긴 하지만…어쨌든 

사람들이 찾기 힘들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페인팅은 보이진 않지만 서있는 모습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 때 처음 생각한 문맥이죠. 기증자중 

한명의 말을 빌려왔는데요. 읽기 전 어떤 값의 의미를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번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본을 읽어보죠.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의 가치를 느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금색의 책이 있는데요. 한쪽 면이 금색으로 덮여진 것으로 그 형태가 정의되고 있죠. 좋은 

역사적 예죠, 약간의 먼지가 위에 쌓여있네요. 오리지널 에디션은 아닙니다. 거기엔 

노란색위에 붉은색이 추가됐었죠. 이것들의 예로 쓰이기도 하죠. 모방된 것들은 큰 가치가 

없고 관심도 없죠. 드라큘라는 역사적 소설입니다. 사실된 근거와 전보, 편지와 엽서들로 

만들어 졌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엔 합리적이죠. 그래서 각각의 문자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엔 미나라는 모던여성이 있습니다. 타자기에 푹 빠져있죠, 레밍턴으로 

되어있고 고디 느낌이 납니다. 그도 역시 이탤릭 레밍턴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였을 때 좋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죠. 드라큘라는 

1896도에 쓰였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백년정도 된 서적입니다. 타입페이스 시대의 

디자인이죠.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믹스된 시기입니다. 1896년도타입페이스는 괴기하게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믹스, 못난 믹스는 다시 한 번 일어납니다. 이번엔 기술이 

달라졌고, 많은 것이 달라짐에 따라 프린트하는 방법들도 새로 개발되었죠. 다음 책 시리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녹색 캔디 막대기’입니다. 아마 글이 좋아서겠죠. 덴톤 웰치의 글은 

모리슨의 가사를 읽는 것과 같죠. 정말 좋은 글입니다. 대부분의 영국 작가들이 그렇죠, 많은 

페이지와 잡다한 것들이 있죠. 여기 다시 두개의 타입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버톨드 올프의 

“페가서스”이죠. 책의 등에 책 타입이 계시되지 않았던 희귀한 책은 타이틀이 되게 됩니다. 

작가도 없고 출판사도 없죠. 물건을 믿고 만든 거죠. “페가서스”는 매튜 카터로 인하여 디지털 

버전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죠. 아름다운 

타입입니다. 제일 최근 것은 “마담 보베리”입니다. 마크라는 예술가와 함께 만들었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코터 제이콥슨입니다. “드라큘라”를 만든 사람은 제임스 파이맨이구요. 

그의 작품은 내 맘대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저와 마크 미슬라노비치는 

플라우버트의 “마담 보베리”쪽에 작업하며 이쪽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션이 

들어가는 타입페이스는 저희가 찰스 메제즈의 타입페이스를 참고하여 새로 만든 

타입페이스입니다. 찰스 메제즈는 프랑스 타입페이스 디자이너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타입페이스는 많은 프랑스 책에 쓰이고 있는 타입페이스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디지털로 바뀐 

적이 없고요. 찰스가 처음으로 디지털을 만들어서 저희도 이 에디션을 좀 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버타”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마담 보베리”의 무시당한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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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시리즈 16” 이었는데 좋은 알파벳디자인을 포함했었죠. 이걸 만들 때 

찰스가 크게 일그러진 버전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차별될 수 있게 주문하여 새로운 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책의 작은 제스처를 보게 되는 환경이죠. 종이 커버로 만들어진  

“젠다의 죄수”라는 책인데 지금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리 푸상트의 “젠다의 죄수”는 

더블이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왕이 납치되고 그를 대신할 사람이 왕위에 선다는 내용인데 

더블이란 테마가 책에 항상 반복됩니다. 두 겹의 표지와 홀로그래픽 버전도 그렇고 보안 

이슈와 책의 인증까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 테마 때문에 루돌프 왕의 이름을 따서 

루디라는 타입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더블 버전은 유명한 프랑스 예술가인 레이몬드 

하인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 만이 갖고 있는 기법으로 유명해졌죠. 마지막으로 

필름을 보여드리면서 끝내고 싶군요. 필름에 나오는 책은 저희가 디자인한 성경입니다. 이 

책은 영국 성경으로 13년간 배포되었고 데릭 버드스톰이라는 분과 2000년도부터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에디션이 있었죠. 이 영상의 제목은 “Common Worship” 

입니다. 저와 데릭은 딱히 종교에 관한  생각이 없지만 이 책이 저희에게 첫 책이고 텍스트의 

사용, 공유와 공통적인 성질은 이 모든 것을 매력적이게 만듭니다. 여기 문맥에 보이듯이 책의 

용도와 의미도 같은 효과를 불러내죠. 이 책을 14명과 교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개발과 

믿음이 함께 작용하고 있죠. 이것이 작용할 때 이해가 되는 곳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와 큰 

용량의 텍스트, 그림자들과, 잠시 일본 교사의 이름을 까먹었지만, 금색은 어둠에서 잘 

활용되죠. 서양 형광등 밑에선 금색이 바래보이네요. 조명이 초였다면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은 그런 곳에선 살아나죠. 이제 제 새 작품들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더 좋을 것입니다. 슬라이드 쇼랑은 잘 안 맞거든요.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블랙 

에디션을 소개할 것인데, 기본적이고 순수한 이미지죠. 이 책의 아이코닉 이미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필름은 “Blank Dummy” 라는 작품인데요. 그 뜻은 

책을 만들 때 안을 텅 비게 만들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냥 종이를 집어넣기만 한 것이죠. 

더미란 뜻은 바보 같다는 말뜻도 있긴 하지만 여기선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비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저에겐 테라피 같은 느낌의 필름인데요. 그렇게 좋은 영상은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은 보통 그렇게 좋은 필름을 만들진 못하더군요. 이건 제가 교회와 만났던 일은 

재연한 것입니다. 책은 더미구요. 이 미팅에 갔을 때 엄청 큰 쇼크를 받아서 미팅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써놓을 수밖에 없었죠. 쓴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책을 사방으로 던지면서 망가뜨리는 일이였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 

세상에… 내 얼굴 좀 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화이고 배우들은 이 필름 찍기 하루 전날에 

고용되었습니다. 제 역할로 젊고 아름다운 애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면접 때 보니까 사진하고 

딴판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성격 좀 우울한 사람을 대충 골랐습니다. 안타깝게도 밝은 성격을 

연기하는 거라 좀 귀찮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진짜 저랬어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죠. 책을 

찌그려뜨렸다 하더군요. 어찌됐건 마지막으로 TS 엘리엇의 문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죠. 전통을 대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수평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리고 시인이 자기가 제작하는 

작품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서는, 몰개성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현재적 순간에 살지 않으면, 그리고 죽은 것뿐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는 아마 무엇을 제작할 적인가를 모를 것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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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롤 바우터르스

왼쪽은 제 장남입니다. 9 살 이죠. 오른쪽은 제 형이고 이름은 요 바우치 이죠. 최근작 4개와 

타이포그래피로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 동료들입니다. 왼쪽이 루나, 그리고 조 비키 

입니다. 1년전 이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각자 독립해서 일했죠.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장/단편 

영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책도 만들고, 사이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디자인 노트 같은걸 디자인하거나 만들어서, 그전에 체계 및 도구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시간이 부족한데 조금 빠른가요? 저희는 교육 일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에셀에서 근무했죠.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과 함께 타이포그래피를 공유합니다. 여러 

해 전에 아이패드로 누군가가 아이북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책 넘기는 느낌과, 서체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새로웠고. 제가 10년 동안 가르쳐 왔던 것들 

즉 스와이프 단계와 논의 단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 어떠한 서체를 

고를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중요한지, 과정이 중요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와, 루나와 조나단은 부엌에서 결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물과 그 

생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마니페스토가 됐습니다. 

조건적 디자인 마니페스토입니다. 과정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보다 생산이 더 쉬울 것이라 판단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역시도 

결과물보다 서로가 정한 규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화요일마다 스튜디오에 함께 모여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건 미러링 이라 하죠. 비교적 간단한 규칙인데 뭔가를 따라 그리고 

12분 지나면 낙서가 생기게 됩니다. 1명이 이끌고 나머지는 따라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는데 계속 그린다면, 모두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엄격했고, 항상 집중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재미가 있었지만 싸우기도 했고 실수와 오류를 범해도 좋아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4개의 긴 

줄이 있습니다. 그리며 다른 선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깜빡할 사이 공간이 다 찼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작업 했습니다. 이 작품은 디비치라고 합니다. 자룰을 놓을 곳을 찾아야합니다. 

이것도 한 2시간 동안 했죠. 빈 공간을 위해 항상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단지 협력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서 타인들도 영감을 얻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1달 전에 책이 

완성됐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아 본 

망델 이란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보러 오세요. 이 책에는 작업장이 

다 들어 있고, 4색으로 인쇄되어 좋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부사항에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결과보단 과정과 그래픽과 관련 결정과정에 

집중 했는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책에서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과정이죠. 여러분이 디자인을 보는 관점. 저희는 항상 서로를 위해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켰습니다. 규칙을 따라야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좀 이론적이네요. 더 쉽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방문자에게 4개의 스티커를 주고 입장 후 공간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스티커 옆에 부착해야 하며 겹치면 안 됩니다. 곰팡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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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나왔고 박물관 전체를 채우게 됐습니다. 스티커가 오직 4개라 사다리나 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체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빈틈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쉬운 

프로젝트입니다.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규칙을 세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조나단이 미국 고등학교 사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들로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파티로 떠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찾았는데  실수로 머리를 플래쉬로 가렸지만 사진을 올려버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모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뮤직 비디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작업이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플래시보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웹캠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각각의 

프레임' 이라고 부르고 모두 비디오에 자신만의 프레임을 입력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에서 프레임 복사 후 스냅 촬영을 한 다음에 프레임이 서버로 업로드 됩니다. 한 시간 

이면 서버가 동영상 안에 업로드 된 프레임을 입력합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 하니까요. 1500여 곳에서 서로 촬영 

후각자 프레임을 업로드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현재 

4000명 정도 참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참가 중에 있습니다. 주어진 

작은 자유의 공간을 통해 어떻게든 자신을 표현하려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들이 제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레임에 있는 동작을 따라하느라 촬영되고 

있다는 걸 잊었죠. 보통 사진을 찍으면, 멋진 미소와 최대한 잘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시를 따르느라 그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멋진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4만 자화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접근 

방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도구의 부작용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만들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원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달이 있는 벽지를 두고 찍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지들을 받으면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이미지들로 비슷한 

것을 해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웹캠 영상들로 기획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 하시고 카메라에서 떨어져 서 있으세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면, 인사를 하세요. 준비가 됐으면, 아래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고 소리가 들리면 인사를 해주세요. 같이 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디자인한 물건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와주세요, 사진이나, 본인에게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와주세요. 물건을 가지고 

오셨다면, 소리가 들릴 때 잠시 프레임을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자 여기에 물건이 

있습니다,  프레임에서 나가서, 준비가 됐을 때 아래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자 3, 2, 1, 등장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실험용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죠. 그러나 

편집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독이면, 여러분이 배우죠.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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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얼굴로 제 앞에 서겠죠. 저는 가까이 오라고 부탁할거고 여러분은 계속 저를 쳐다 볼 

것입니다. 저에게 주목하고 웃어보세요.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들을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질문이 항상 같더라도 여러분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죠. 답도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과정이 성과인거죠. 

이 영화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이죠?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춤을 출 수 있나요? 그리고 

마무리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편집 했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항상 달라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제 만든 작품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것 볼 수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보통 매시간 

자동 새로 고침 을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한 시간 마다 새로운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 괜찮은가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도 뮤직 비디오 입니다. 포크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작품이고 기계 앞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에 대한 내용 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사용해 사용자 커서 위치를 촬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커서 위치가 서버로 업로드 되고 이위치가 나중에 

영화 안으로 입력됩니다. 영상에 많은 커서가 있는데 예전에 촬영한 것입니다. 나중엔 

질문까지 받게 되죠. 현재 850개의 커서를 촬영했습니다. 커서를 촬영 중입니다. 지시에 따라 

주세요. 점을 연결하세요.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신은 누구죠? 초록색 

안에 있으세요. 상대를 만들어보세요. 베이스를 연주하세요. 모델을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드세요. 줄에 걸치세요. 서로를 피하세요. 신시사이저를 연주하세요. 스마일리 그리고 점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아직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작품인데 이것도 뮤직비디오 

입니다. 오늘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되네요. 손댄지 꽤 오래된 작품입니다. 2년은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뮤직 비디오 관련 전시 공연 때문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방으로 

진행했고  후 편집은 없었습니다. 또 특수 효과나 그런 것들도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뮤직비디오에 아주 중요합니다. 편집과 특수효과는 핵심이죠. 다 

끝나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현재 흥미를 가지는 분야라 기쁘네요. 어쩌다 FIAT가 저희 

작품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자동차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놀랐지만 생각할 거리가 

되었고 온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광고차량 때문에 특수효과나 CG를 제외해야 한다는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판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정부나 신앙인들로부터 촬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성공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틀을 잡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태만 갖춰진다면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하겠지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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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디자인과 과제들에 대해 설명 후 제가 참여한 '인생을 위해 노래하다'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음향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향 

작업에 때로는 그래픽 작업에 더 힘씁니다. 공부를 시작 했을 때부터, 저는 리듬과 구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게 타이포그래피와 소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소리를 

글로 만들 수 있는 끝없는 가능성들로 인해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의 

소리를 글로 옮기는 것이죠. Follips에 보면 새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 있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소리로 새 종류를 인식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드는 거죠. 

같은 목록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국인 기준의 까마귀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나  영미권 사람들 기준과 다른 새이겠죠. 그럼 한번 까마귀의 예를 보시죠. 

독일어로는 '크라크라'이고 한국어로는 '까까'이고 영어로는 '코코'입니다. 이렇게 쭉 끝없이 

계속 까마귀소리를 낼 수 있겠죠. KUCH PETERS의 WUSIM ART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KUCH PETERS는 FAREASTIC 운동 이후로 나온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1922~52년 

사이의 시인이기도 했고 굉장히 유명한 시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악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UCH PETERS는 YOUNGCHI 디자이너 입니다. 연사로 

인해 소리 읽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해석 하는 일입니다. KUCH 

PETERS의 자유 해석 중요성에 대해서 보시죠. 글이나 음악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932년에 KUCH PETERS 자신이 

녹음한 USIM ARTHUR라는 작품에서 짧은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KUCH PETERS가 

USIM ARTHUR를 만들 때 무엇으로 가장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새 소리에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KUCH PETERS의 시를 큰 목소리로 읽고 단어들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혼자 계속 이어갔고. 유럽 단어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전으로 이것은 소리 DB로 사용했습니다. 샘플을 듣고 WIZ MARTIN에서 

같은 화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WIZ MARTIN 전체를 단어소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품은 LIZ MARTIN 노래를 부르고 있는 WUBERT라고 하고 KUCH PETERS가 시를 쓸 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33분길이 5채널 시스템으로 BANKNIER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 

소리 작품에서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타의 2악장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소나타는 

시작과 4가지의 악장과 끝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2개뿐이라 소리가 별로 안 좋네요. 원래는 

스피커 6대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가 원했던 개념은 스피커를 나무로 봤으면 

했습니다. 활동적인 새들은 나무사이를 날고 있다고 생각 되는 겁니다. 그러나 뻐꾸기 같은 

새는 한 나무에 계속 머물러 있죠. 뒤에 있는 새들이 앞으로 오게 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둘의 관계 중 흥미로운 것은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예를 들어 빈공간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빈공간은 정의된 지역이지만 언어에서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제 음성 작품 관련Vienna Center에서 언어의 빈 공간을 물리 공간으로 봤습니다. Wien, 

Mitte, Vienna, Center는 남자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M과 N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5분 분량이라 전 작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소리가 처음에는 전문적이고 언어를 분석한 것처럼 드릴 수도 

11. 아스트리드 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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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음악이 풍부해지고 작업을 하는 동안 Vienna 중심가에서 첼로가 

연주되는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CPADSFINLAC에 대해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죠. 

예술 서적을 위한 출판사입니다. 저를 제외한 3명의 작가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권부터 

시리즈물까지 시리즈도 있고 공연작품에서 소리작품들까지도 있습니다. 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WIEN MITTEE과 소나타를 부르는 WUBERT는 이곳에서 

출시되었죠. 축소판으로 나왔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갔네요. 여러 전시에서 사용하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만 선택 해봤습니다. 왼쪽에 두 그림이 있고, 첫째는 독일 

쪽 전시회입니다. 그 아래는 Inconstantine 5죠. 오른쪽 위는 Vienna입니다. 오른쪽 하단은 

KUNSAGARLIC 이죠. 매번 전시회마다 이런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로 인해 

각 전시회 마다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소나타를 부르는 WUBERT는 축소판으로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 제2판도 만들었습니다. 소리 작품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고, 그것을 관중에게 보여주고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9월에 WIEN MITTEE도 출시했습니다. 판지 상자 안에 작은 소책자와 고무로 만들어진 

모노프린트도 8개 들어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구멍과 줄기는 Vienna의 국기를 

상징합니다.   붉은색과 하얀색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예술가들을 

위해 책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Phillips Romano의 Futurism Spastic Exam도 있죠. 미국 

예술가이고, 지금은 60대 후반정도 됐을 겁니다.  그는 80년도에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만까지 미시시피 강 전체를 수영했기 때문이죠. 11번의 여름을 걸쳐서 완주했고 여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3일간 산채 뉴올리언스에서 묻어졌었고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위해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책은 THOMAS GUIDER와 함께 편집했고 그 

역시도 PACKTINOFILAC에서 일합니다. 제가 디자인 했습니다. 빌리의 기록 보관서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의 이미지나 물건만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글을 보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인물 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집된 글이 없다는 점이고 지난 2,30년간 그에 관한 글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글의 어조를 보면 평론가에서 신문의 어조도 나타납니다. 다만 그가 라이브 공연 위주에 

시간 제한적인 예술가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글로 옮길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새 디자인을 하기 보다는 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편집하느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리듬을 유지하고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책의 서술 구조를 포함해서요. 제가 

작년에 디자인한 또 다른 책은 ALIN CARPER와 SENIOR BECKLIN을 위한 ‘일요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SHOWEN NEWTON KEENS의 대표자로, 그리고 그 도시는 좌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대형차들을 위해 건축해서, 도로들이 크고 넓습니다. 

그 도시에는 로터리가 300개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에 다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시내를 거닐며 사진을 찍었지만 예술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지 

않죠.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사진으로 담는데 의미를 두고, 특정한 물건이나 세부 

디테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16명의 작가에게 글을 기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작가들 

중에는 시적이거나 이론적인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글들은 사진에 관한 내용이라 최대한 

도시에서의 여행을 실감나게 올바른 순서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이랑 비슷하죠. 여러 기술이 사용 되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빈 공간 때문에, 백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책 표지입니다. 그림 위에 엽서가 있습니다. 박물관 

주인이랑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주인은 예술가의 표지/그림을 원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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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3가지 엽서를 만들고, 책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책 표지가 달라 보일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MICFA LINK를 위해 디자인하였고 철학자인 

ROCHELEE FOQUE 순서대로 배열하였습니다. 그가 책 전체를 철자순서로 편집, FOQUE 

개념을 A에서 Z까지 배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광이 나는 백지에 인쇄했지만 형태를 아직 가지고 있죠. 표지는 

이론적인 책을 암시하는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본은 1970년대 Michele Focques 

작품의 원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미워하면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 형편없는 해석이에요. 불어에 더 능숙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책은 진실로 서정적인 책이기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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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공식 문서 양식

- 작가 작업 제안서
- 공식초청장 샘플
- Thanks letter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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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업 제안서

Proposal for the Work: 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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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the Work: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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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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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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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Collective Members

Typojanchi 2013 193



공식초청장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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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letter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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